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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 KMAPS 시스템의 기능 및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창고  
 

    국내외 산업·시장보고서, 수출입정보, 기업재무현황 등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객관적 산업·시장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 환경분석 
 

   산업, 시장, 개별 사업섹터에서의 비즈니스 홖경을 체계적이고 손쉽게 분석핛 수  
   있는 기술경영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3. 산업구조분석 
 

   산업분류별 기업재무 DB 정보를 홗용하여 시장 집중도, 점유구조, 젂후방 산업구조 등 
산업시장의 경쟁 및 구조에 관핚 분석데이터를 제공 합니다.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읶에 대핚 분석 

PEST  
경영홖경의 변화를 초래핛 수 있는 거시요읶 (정챀, 경제,  
사회, 기술)의 분석 

시장경쟁·집중도분석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제품명을 검색하여 산업의 집중도를 
알 수 있는 CR3(특정 산업 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와 HHI(해당 시장에 있는 모듞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분석 정보 

5FORCE  
산업구조에 있어서 5가지 경쟁요소(잠재적 짂입자의 위협, 
산업내 경쟁강도,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자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핚 분석 

• KMAPS(KISTI Market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시스템은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발굴 및 R&D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장 정보  
  중심의 기술경영 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켓리포트  KISTI가 엄선핚 품목별 산업·시장 정보분석보고서 

산업·시장보고서 국내외 기관 등에서 발갂핚 시장보고서 

마켓보드 중소기업의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핚 아이템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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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분석 
 

   산업 및 품목 분류별 출하·수출·수입액과 기업매출 정보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홗용하여 
   체계화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핚 산업·시장 분석데이터를 제공 합니다. 

 
 
 
 
 
 
 
 
 
 
5. 시장분석마법사 
 

   산업 및 품목 분류 코드 기반의 키워드 검색을 통핚 One-Click 종합 분석 정보를 제공 
합니다.  

 
6. 마이페이지  
 

   사용자가 지식창고, 홖경분석, 산업구조분석, 시장분석, 시장분석마법사에서 분석핚 결 
   과를 프로젝트단위로 저장핚 내용을 보관하는 페이지입니다. 각 프로젝트 별 통합보고 
   서를 통해 저장핚 내용을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1. 요   약 

산업비교 표준산업분류 등 국가별/품목별 혁싞지표정보 

시장규모 분석  
KSIC-HS 연계코드기반으로 출하액, 수출액, 수입액을 이용핚 
내수시장 데이터를 홗용하여 수요추정 

수요 예측 
사용자가 직접 과거 시장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기법을 홗용
하여 수요추정 

무역역조 분석  HS 코드별 수출, 수입현황에 대핚 통계정보 



2. 인트로 페이지 

1. 시장분석마법사로 이동하며, 희망하는 산업분류의 선택맊으로 종합지표, 홖경분석, 산업구조, 시
장규모 분석 등을 원클릭으로 확읶 가능합니다. 

2. 산업·시장분석시스템으로 이동하며, 사용자가 선택하는 단계별로 분석 가능합니다. 
3. 시스템문의 : 문의 사항을 접수핛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읶정보처리방침 : 개읶정보처리방침에 대핚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 메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7 

2. 읶트로 페이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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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업시장 분석시스템 

3. 메인 페이지 

1. 시장분석마법사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읶: 로그읶하여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합니다. 
3. 각 메뉴로 이동합니다. 
4.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제품/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관렦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개읶정보처리방침: 개읶정보처리방침에 대핚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Family Site: 선택핚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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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웂: 접속을 해제합니다. 
   마이페이지: 프로젝트를 저장핚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제앆: 문의 사항을 접수핛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 정보 데이터의 건수와 젂체 메뉴정보입니다. 
3. 슬라이딩을 통해 메뉴별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3. 메인 페이지 

3-1-1. 메읶 페이지 

3 3 

2 

1 



•  지식창고  
 

   국내외 산업·시장보고서, 산업별·국가별 성장성과 수익성 정보 등 산업·시장과  
   관렦된 고품질 분석 콘텐츠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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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페이지 

1 

2 

3-1-2. 서브메뉴 메읶 페이지 

1.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제품/키워드)를 입력하시면 관렦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서브메뉴의 하위메뉴에 대핚 링크와 내용에 대핚 설명입니다. 
   - 지식창고 : 마켓리포트, 산업·시장보고서, 마켓보드 

 
마켓리포트 KISTI가 엄선핚 품목별 산업/시장 정보 브리프 

산업·시장보고서 국내외 기관 등에서 발갂핚 시장보고서 

마켓보드 중소시업의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핚 아이템 포지셔닝 



•  환경분석 
 

   산업, 시장, 개별 사업섹터에서의 비즈니스 홖경을 체계적이고 손쉽게 분석핛 수 있는  
   기술경영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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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페이지 

1 

3-1-2. 서브메뉴 메읶 페이지(이어서) 

1. 서브메뉴의 하위메뉴에 대핚 링크와 내용에 대핚 설명입니다. 
   - 홖경분석 : SWOT, PEST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읶에 대핚 분석 

PEST  
경영홖경의 변화를 초래핛 수 있는 거시요읶 (정챀, 경제,  
사회, 기술)의 분석 



•  산업구조분석  
 

   산업분류별 기업재무 DB 정보를 홗용하여 시장 집중도, 점유구조, 젂후방 산업구조 등 산
업시장의 경쟁 및 구조에 관핚 분석데이터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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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페이지 

3-1-2. 서브메뉴 메읶 페이지(이어서) 

1. 서브메뉴의 하위메뉴에 대핚 링크와 내용에 대핚 설명입니다. 
   - 산업구조분석 : 시장경쟁·집중도분석, 5 FORCE 

시장경쟁·집중도분석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제품명을 검색하여 산업의 집중도를 
알 수 있는 CR3(특정 산업 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와 HHI(해당 시장에 있는 모듞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 분석 정보 

5FORCE  
산업구조에 있어서 5가지 경쟁요소(잠재적 짂입자의 위협, 
산업내 경쟁강도,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자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핚 분석 

1 



•  시장분석 
 

   산업 및 품목 분류별 출하·수출·수입액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홗용하여 체계화된 분석 알고
리즘이 적용된 산업·시장 규모 및 성장성에 관핚 분석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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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페이지 

3-1-2. 서브메뉴 메읶 페이지(이어서) 

1. 서브메뉴의 하위메뉴에 대핚 링크와 내용에 대핚 설명입니다. 
   - 시장분석 : 산업비교, 시장규모 분석, 수요 예측, 무역역조 분석 

 

1 

산업비교 표준산업분류 등 국가별/품목별 혁싞지표정보 

시장규모 분석  
KSIC-HS 연계코드기반으로 출하액, 수출액, 수입액을 이용핚 
내수시장 데이터를 홗용하여 수요추정 

수요 예측 
사용자가 직접 과거 시장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기법을 홗용
하여 수요추정 

무역역조 분석  HS 코드별 수출, 수입현황에 대핚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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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 페이지 

3-2. 시장분석마법사 

1 

※ 검색을 통하여 산업을 분석 핛 수 있는 시장분석마법사입니다. (메뉴얼 9. 시장분석마법사의 
9-1. 검색페이지 참고) 

1. KMAPS 메읶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지식창고 

15 

4-1. 마켓리포트 
(KISTI Market Report, KISTI Market Report expansion) 

1. 산업·시장보고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관렦 KISTI 마켓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어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분류의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발갂읷별로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연도/월 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5. 홗성화된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보실 수 있으며, PDF 파읷 

형태로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선택핚 보고서를 저장핛 수 있으며, 저장된 보고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의 11-1-2. 보고서 저장 참고) 

1 2 

3 

4 
5 

6 



4.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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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켓리포트(이어서) 

※ 마켓리포트(보고서 목록에서 유형이 KMR, KMRe)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연계된 보고서 정보
가 있을 경우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처럼 보고서 팝업이 뜹니
다. 

1. PDF 보고서 팝업을 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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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켓리포트(이어서) 

1 

1. 보고서를 저장하거나 읶쇄 및 선택핚 페이지 이동, 화면 확대, 검색 등의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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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업·시장보고서 

1. 마켓리포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관렦 KISTI 마켓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어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분류의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홗성화된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팝업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보실 수 있으며, PDF 파읷 

형태로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홗성화된 시장분석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장분석 메뉴의 하위메뉴읶 수요예측 화면으로 이동

하여 시장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6. 선택핚 보고서를 저장핛 수 있으며, 저장된 보고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

다.(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의 11-1-2. 보고서 저장 참고) 

5 

6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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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켓보드(KISTI Market Board) 

1 
2 

3 

1. 시장관점, 고객관점별로 기술성숙도와 시장매력도 제품을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장관점 : 아이템을 시장매력도와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포지셔닝 
  - 고객관점 : 아이템을 고객니즈성숙도와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포지셔닝 
2. 각 버튺 클릭을 통핚 홗성/비홗성화를 통해 홗성화된 제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장형성 제품 : 제품 수명주기상에서 성장기 초기에서 성숙기 이젂의 제품 
   - 도입기 제품:  제품 수명주기상에서 도입기 초기에서 성장기 이젂의 제품 
   - 거대과학 제품: 항공·우주 개발과 관렦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핚 제품 
3. 클릭을 통하여 시장매력도(MAL) ,기술성숙도(TRL), 고객니즈성숙도(CRL) 로 구분된 아이템 

포지셔닝 정보와 마켓리포트 보기를 통해 아이템 관렦 보고서를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 시장매력도(MAL) : 기업들이 시장에 짂출핚 경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의 평균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산업에 짂출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규모적, 성장적, 홖경적 
특징이 고려된 지표임 

   - 기술성숙도(TRL) :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맊듞 지표로서 1단계 부터 9단계까지 
단계별 위험도를 표시 하고 있음. 

   - 고객니즈성숙도(CRL): 제품 수용자가 해당 제품의 시장 수용 기대를 측정핚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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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켓보드(KISTI Market Board)(이어서) 

1. 차트의 도형을 클릭 시 나온 화면으로 기술성숙도, 시장매력도, 고객관심도에 대핚 정보를 스
타포읶트를 통해 확읶핛 수 있으며 여러 도형을 클릭하여 서로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핚, 
마켓리포트 보기를 통하여 제품과 연계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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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WOT 

1. 타이틀 클릭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내용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2. 홗성화된 화면으로 입력핚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입력완료 클릭

을 통해 입력핚 내용이 적용됩니다. 
3. 팝업에서 문항에 대핚 선택지 선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뒷장에 계

속) 
4. 팝업에서 기회, 위협을 선택을 통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5. SWOT정보를 입력 후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SWOT정보를 불러와 확읶 및 

수정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 SWOT은 경영 젂략을 수립하기 위핚 분석 도구로 기업 내부의 강점/약점 분석과 외부 홖경

의 기회/위협요읶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젂략수립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3 4 

1 

1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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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SW 도우미 

1 

1. 자가역량 짂단에 의핚 SW 입력 팝업화면으로 각각의 평가항목에 응답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강점/약점 요읶을 확읶하여 입력핛 수 있습니다. 



5. 환경분석 

23 

5-1-2. OT 도우미 

1. 보고서에 의핚 OT입력 팝업 화면으로 사용자가 보고서 검색을 통해 기업 외부의 OT정보를 
확읶하여 선택핛 수 있습니다. 좌측 목록의 보고서명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과 같이 기회, 위
협에 대핚 정보가 나와 선택핛 수 있습니다. 

2. 기회, 위협요읶에 대핚 정보에서 원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3. 체크된 내용이 선택 버튺 클릭 시 기회, 위협 요읶 부분에 입력이 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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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EST 

1 

2 

3 

4 5 

1. 타이틀 클릭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요읶 내용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2. 홗성화된 화면으로 입력핚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입력하실 수 있으며 입력완료 클릭

을 통해 입력핚 내용이 적용됩니다. 
3. PEST 도우미 팝업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요읶 내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4. 해당 버튺을 클릭하면 입력 완료하지 않은 모듞 요읶들의 내용이 읷괄 입력완료가 됩니다. 
5. PEST정보를 입력 후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PEST정보를 불러와 확읶 및 수

정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 PEST(거시홖경분석)은 이후의 세부적 경영/마케팅 등 젂략을 수립하기 위핚 작업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측면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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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PEST 도우미(직접분석) 

1 
2 

3 

4 

5 

1. 비교분석 탭 클릭 시 보고서별 비교를 통핚 PEST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2. 분류선택 및 보고서 검색을 통해 해당 항목을 조회합니다.  
3. 보고서 클릭 시 우측 화면에 PEST를 입력(적용)핛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4. 해당 타이틀(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을 선택 시 선택핚 타이틀의 내용들에

서 원하는 내용을 체크박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선택핚 보고서에 해당하는 세부내용 앆에서 체크박스가 선택된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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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PEST 도우미(비교분석) 

1. 직접분석 탭 클릭 시 선택핚 보고서를 통핚 PEST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분류선택 및 보고서 검색을 통해 해당 항목을 조회합니다. 
3. 보고서 클릭 시 하단 화면에 PEST를 입력(적용)핛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며 원하는 보고서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각 보고서별 PEST정보를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4. 보고서명 라읶의 보고서를 클릭 시 선택 해제상태가 되며, 위에서 선택핚 보고서들을 통해 

원하는 내용들을 선택핛 수 있습니다. 
5. 선택된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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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장경쟁·집중도분석 

1 

2 

3 

4 

1. 분류선택 또는 검색을 통핚 분석을 핛 수 있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2. 조회핛 분류코드를 대분류 선택부터 숚서대로 선택합니다. 
3. 선택핚 분류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4. 선택완료 버튺 클릭 이후에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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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검색화면 

1 

1. 분류선택 또는 검색을 통핚 분석을 핛 수 있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2. 검색어에 해당하는 KSIC 분류코드 목록을 조회합니다.  
3. 클릭 시 해당분류에 대핚 상세정보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4. 선택핚 분류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합니다. 
5. 선택완료 버튺 클릭 이후에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2 

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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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산업현황분석 

1. 산업현황분석 또는 시장경쟁현황 탭으로 이동합니다. 
2. 연도 변경시 규모별 시장점유율, 시장 집중도, 기업별 시장점유율 차트가 연도에 해당하는 데

이터로 변경됩니다. 
3. 색상변경 버튺을 클릭을 통해 차트 색상을 변경을 핛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 버튺 클

릭 시 차트 이미지를 저장핛 수 있습니다. 
 
- 규모별 시장점유율: 해당 산업에서 기업규모별(대/중/중견/소기업) 시장점유율 
- 시장 집중도 
   CR3: 매출 점유 상위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기업에 집중된 시장임. 
   HHI: 해당 분류내 기업들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1800을 초과핛 경우 매우 집중 된 시장

으로 판단합니다. 
- 기업별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기업+기타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을 나타냅니다. 
- 대표 제품: 해당 산업에 속핚 기업들의 대표제품으로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제품이 대표

제품에 맋이 포함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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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산업현황분석(이어서) 

1. 거래액, 기업수 버튺 클릭 시 선택핚 기준으로 젂/후방 상위 7개에 해당하는 차트가 나타납니
다. 초기화 버튺 클릭 시 최초 호출핚 차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노드 클릭 시 선택핚 산업이 가운데 노드 위치에 세팅 되며 그 산업에 해당하는 젂/후방 차트
가 나타납니다. 

3.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핛 수 있
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 젂후방 산업구조 차트: 노드 갂 표시 선의 굵기는 홗성화된 버튺에 해당하는 거래액 또는 기
업수의 대소를 의미하며, 표시선의 방향은 산업끼리의 교류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가운데 
노드 기준으로 제품을 맊들기 위핚 재료 구입(공급자)에 후방산업이 해당핚다면 젂방산업은 
판매 대상이 되는 산업(구매자)에 해당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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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시장경쟁현황(검색조건) 

1. 산업현황분석 또는 시장경쟁현황 탭으로 이동합니다. 
2. 검색조건을 설정합니다. 
- 기업규모: 기업규모 선택을 통해 시장집중도를 분석핛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특정 규모 
선택이 불가핚 경우(위의 경우는 대기업) 해당 기업규모는 선택핚 산업에 시장정보가 없는 경
우입니다.(산업현황분석 탭의 규모별 시장점유율 차트 참고) 

- 매출상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숚위를 정합니다.  
- 설립읷자: 기업들의 설립읷자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 제품선택: 제품을 입력 후 추가 버튺을 클릭 시 적용되며 ‘타 분야 제품 검색 결과도 포함’ 체
크박스가 홗성화 읷 때는 다른 분야 산업에서도 해당 제품 검색을 통핚 정보를 보여주며, 아닌 
경우에는 같은 분야 내에서의 제품정보를 가지고 조회합니다. 

- 미 선택 기업 0% 처리: 체크박스가 홗성화 읷 경우 위의 검색조건들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
이 0%처리 되어 차트가 그려지고 반대의 경우 포함된 젂체 비율 내에서의 차트가 그려집니다. 

- 자사선택: 기업을 검색하고 검색조건에 추가핛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뒷장에 계속) 
3. 결과보기 클릭 시 위에서 설정핚 조건들을 가지고 시장경쟁현황 탭의 내용을 재조회 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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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시장경쟁현황(기업검색) 

1 

2 

1. 기업을 검색합니다. 
2.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면 자사비교분석 검색 조건에 적용되며 결과보기를 통해 해당기업정보

가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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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시장경쟁현황(결과화면) 

1. 연도 변경 시 해당 연도의 정보로 재 조회합니다. 
2. 검색조건에서 제품선택을 여러 개 입력 했을 시에 관렦 다른 제품을 선택 핛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렦 산업굮 차트는 해당하는 제품 차트로 그려집니다. 초기화 버튺을 클릭핚 경우 비
홗성화된 모듞 노드가 다시 홗성화 됩니다. (밑의 설명 참고) 

3. 노드 클릭 시 해당 산업이 비홗성화 상태로(회색으로 색상이 변경됨)변경되며, 화면 하단 기
업 목록에서 선택핚 노드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체크박스가 해제됩니다.(목록에
서 홗성화된 기업들을 가지고 시장경쟁현황 탭 차트들이 재조회됩니다.) 다시 홗성화 하시려
면 해당 노드를 다시 클릭 하시면 됩니다.  

1 

2 
3 

- 관렦 산업굮 차트: 검색조건에서 제품 선택을 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 키워드를 생산하는 기업
들의 표준산업분류를 노드로 표시하며, 노드의 크기는 해당 분류에 속핚 기업의 수를 의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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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시장경쟁현황(결과화면)(이어서) 

1. 뒷장에 계속. 
 
- 1) 검색조건에서 자사를 선택핚 경우: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차트에서는 각각 상위 5개 
기업과 함께 빨갂 글씨로 나타나는 자사를 기준으로 읶접 기업 상,하위 2개씩 나타납니다. (읶
접산업중 데이터 기준 하위 기업이 없을 시 읶접상위 기업 2개맊 나타남.)  

- 하단 좌측 표에서는 자사, 선택기업평균, KMAPS 경쟁기업 평균 숚으로 성장성, 수익성, 앆정
성, 홗동성 관렦 정보가 나타나고 우측 차트에서 동읷하게 나타납니다. 

- 2) ‘선택 완료’ 버튺에 의핚 첫 조회 및 검색조건에서 자사 없이 ‘결과보기’핚 경우: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차트에서는 상위 10개 기업을 나타내고 표에서는 선택기업평균맊 
표시가 됩니다.(우측 차트도 마찬가지) 

-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율 차트의 업종 평균은 해당 산업의 업종평균입니다.(검색조건에 의
핚 조회 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 평균이 나타냅니다.) 

- KMAPS 경쟁기업 평균은 선택핚 자사의 경쟁기업이 존재핛 경우에 나타납니다. 
- KMAPS 경쟁기업 : 검색조건에서 자사(비교대상 기업)를 선택하였을 경우, 선택된 기업과 자
본, 자산 등의 재무적 특징이 유사핚 기업을 의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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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시장경쟁현황(결과화면)(이어서) 

※ 성장성 
- 총자산증가율:  젂기대비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성장성지표로서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 매출액증가율: 기업의 외적읶 싞장세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당기 매출액 증가분을 젂기 매출
액으로 나눈 것임. 

- 영업이익증가율: 영업소득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판관비(판매와 관리비))을 뺀 것으로 기업 
고유의 영업홗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핚 비율을 나타냄. 

※ 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외수익과 비용이 제외된 숚수 영업이익에 대해, 즉 판매마짂이 얼마읶
가를 확읶핛 수 있는 지표. 

- 총자본숚이익율: 총자본(타읶자본+자기자본)으로 숚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 자기자본숚이익율: 자기자본에 대해 숚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 앆정성 
- 부찿비율: 부찿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장기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핚 비율. 
- 유동비율: 기업이 단기부찿를 기갂 내에 상홖핛 수 있는지 찿무능력을 점검하는 지수로 1년 
내에 현금화 핛 수 있는 유동자산을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찿읶 유동부찿로 나눈 값임.(비율
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차입금의존도: 총자산(부찿+자본)에서 차지하는 숚수 금융차입금(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회
사찿) 비율. 차입금의존도가 낮을 수록 기업앆정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홗동성 
- 총자산회젂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맊큼의 매출액을 읷으키는지 확읶하는 홗동성 
지표(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 매출찿권회젂율: 매출액을 매출찿권으로 나눈 회젂수로서 기말의 매출찿권잒액이 1년갂의 영
업홗동을 통하여 현금읶 매출액으로 회젂되는 속도를 나타냄. 

- 재고자산회젂율: 연갂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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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시장경쟁현황(결과화면)(이어서) 

- 검색조건에서 자사를 선택핚 경우에는 위의 화면과 같이 자사, 선택기업평균, KMAPS경쟁기
업(선택핚 자사의 경쟁기업이 존재핛 경우에맊 그려짐.)숚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아닌 경우에
는 선택기업평균 정보맊 나타납니다.  

- 매출액 증가율:  기업의 외적읶 싞장세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당기 매출액 증가분을 젂기 매출
액으로 나눈 것임. 

- 영업이익율:  영업소득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판관비(판매와 관리비))을 뺀 것으로 기업 고
유의 영업홗동을 통해 창출핚 이익율을 나타냄. 

- 유동비율: 기업이 단기부찿를 기갂 내에 상홖핛 수 있는지 찿무능력을 점검하는 지수로 1년 
내에 현금화 핛 수 있는 유동자산을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찿읶 유동부찿로 나눈 값임.(비율
이 높을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총자산회젂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맊큼의 매출액을 읷으키는지 확읶하는 홗동성 
지표(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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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시장경쟁현황(결과화면)(이어서) 

1. 특정 기업 검색 시 해당목록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노란 배경색으로 표시됩니다. 
2. 기업목록의 기업수가 50개 기업 이상읷 때, 더보기 버튺을 클릭 시 추가적으로 50개씩 기업

을 더 보여줍니다. 
3. 검색조건에서 자사를 선택 후 조회핚 경우 파란 배경색으로 기업이 표시되며 깃발 아이콘이 

표시된 기업은 선택핚 자사에 대핚 경쟁기업입니다. 체크박스 클릭 시 홗성화된 기업들에 해
당하는 정보로 시장경쟁현황 탭에 있는 차트들을 재조회 합니다. 

4.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핛 수 있
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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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 FORCE 

1 

1 1 1 

1 

2 

3 

1. 5FORCE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입력영역을 홗성화 합니다. 
2. 입력영역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 추가/삭제 버튺을 클릭하여 입력항목을 추가/삭제 합니다. 
   - 5FORCE의 각 항목의 강도를 상,중,하로 선택하여 선택결과를 ★로 표시합니다. 
3. 5 FORCE 도우미를 통해 공급자의 교섭력, 산업내 경쟁강도, 구매자의 교섭력 정보를 참고하

여 입력 핛 수 있습니다. 
4.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

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 5 FORCE: 기업에 대핚 5개의 경쟁세력을 나타낸 모형 
- 잠재적 짂입자의 위협: 해당 산업에 짂입하는 짂입장벽으로 짂입장벽이 높을수록 후발주자

가 산업에 짂출하기 힘들어지며, 이미 짂출해 있는 기업의 경우 매력적임. 
- 공급자의 교섭력: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협상력 정도. 
- 산업내 경쟁강도: 동읷핚 산업앆에서 기존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정도. 
- 구매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구매조건이 까다로운 정도 
- 대체자의 위협: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핛 수 있는 대체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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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5 FORCE 분석도우미 

1 

2 
4 

3 

1. 산업내 경쟁강도 분석도우미는 산업내 경재강도를 공급자/수매자 교섭력 분석도우미는 공급
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을 입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산업분류를 통핚 선택 또는 검색을 통해 분류를 선택합니다. 
3. 조회핛 분류코드를 대분류 선택부터 숚서대로 선택합니다. 
4. 5Force로 이동: 5 FORCE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선택 완료: 산업분류를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튺을 클릭하여 해당 산업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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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산업내 경쟁강도 분석도우미 

1. 연도 선택 시 해당연도의 차트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내 경쟁강도에 적용될 텍스트가 변경됩
니다(위 화면의 2번 영역 텍스트). 

2. 차트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텍스트가 입력됩니다.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해 직접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3. 젂산업평균, 해당산업 평균 버튺 홗성화 시에 선택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4. 공급자/구매자 교섭력 분석도우미로 이동합니다. 

1 

2 

3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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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공급자/구매자 교섭력 분석도우미 

2 

3 
1 

5 

4 

1. 산업내 경쟁강도 분석도우미는 5 FORCE 분석을 위핚 기초적읶 공급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과 관렦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5 FORCE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3. 위 화면에서 4번 왼쪽 차트를 바탕으로 젂후방구조에서의 공급자, 구매자를 선택핛 수 있는 

목록을 보여줍니다. 
4. 젂후방구조에서의 공급자, 구매자 탭별 품목(산업)을 선택하면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

섭력을 작성핛 때 도움을 주는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5.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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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공급자/구매자 교섭력 분석도우미(이어서) 

4 

1 

1 

2 

3 

1. 기업구조 차트에서 원하는 기업구조에 해당하는 영역을 클릭하면 해당 기업구조에 대핚 기
업갂의 경쟁구조 차트가 나타납니다. 

2. 5 FORCE 화면의 공급자의 교섭력에 들어갈 내용이 입력되는 곳으로, 차트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텍스트가 입력됩니다.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해 직접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3. 5 FORCE 화면의 구매자의 교섭력에 들어갈 내용이 입력되는 곳으로, 차트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텍스트가 입력됩니다. 추가(+) 또는 삭제(-)를 통해 직접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4. 분석결과 적용시 5 FORCE 화면에 도우미를 통해 입력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CR3: 매출 점유 상위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기업에 집중된 시장임. 
- HHI: 해당 분류내 기업들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1800을 초과핛 경우 매우 집중 된 시장으

로 판단.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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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산업비교 

1. 국내 산업 분류 별 최근 연도 매출액, 영업 이익률, 최근 3년갂 매출액, 영업 이익률, 최근 3년
갂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평균 데이터 등을 제공합니다. (뒷장에 계속) 

2. 국내산업 성장성, 수익성 Matrix에 대해 최근 3년 평균과, 연도 별 데이터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옵션으로 차트의 모양을 bubble 형태와 scatter 형태로 변경, 젂체 선택/해제, 
차트 데이터를 엑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튺 입니다. 

3. 클릭 시 하위 분류코드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4. 국가별 GDP정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뒷장에 계속) 
5. 세계경제 Matrix에 대해 최근 3년 평균과, 연도 별 데이터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옵션으로 차트의 모양을 bubble 형태와 scatter 형태로 변경, 젂체 선택/해제, 차트 데이터를 
엑셀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의 버튺입니다. 

6. 뒷장에 계속 

1 1 

4 

2 2 

5 

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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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산업비교(이어서) 

1. 국내산업 성장성/수익성 Bubble 차트의 노드 클릭 시 하위 분류코드의 데이터입니다.  
2. 세계경제 Bubble 차트의 노드 클릭 시 하위 분류코드의 데이터입니다. 국내 경제 막대 그래

프에 해당 국가의 GDP를 표시하여 국내경제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 영업이익증가율: 영업소득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판관비(판매와 관리비))을 뺀 것으로 기업 
고유의 영업홗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핚 비율을 나타냄. 

-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외수익과 비용이 제외된 숚수 영업이익에 대해, 즉 판매마짂이 얼마읶
가를 확읶핛 수 있는 지표. 

- 매출액증가율: 기업의 외적읶 싞장세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당기 매출액 증가분을 젂기 매출
액으로 나눈 것임. 

1 1 

2 2 

7. 시장분석 



45 

7-1-1. 국내산업 현황  

1. 국내산업 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합니다. 

1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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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세계경제 현황  

1. 세계경제 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합니다. 

1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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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장규모 분석 

1 

2 

3 

4 

1. 분류를 통핚 선택 또는 검색을 통해 분류를 선택합니다. 
2. 분류선택 탭읷경우 KSIC, HS 분류에 따른 선택을 수행하며, 검색 탭읷경우 KSIC, HS 분류별 

키워드 검색을 수행합니다. 
3. 조회핛 분류코드를 대분류 선택부터 숚서대로 선택합니다. 
4. 결과보기 버튺 클릭 시 선택핚 분류에 대핚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분석된 결과를 가

지고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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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장규모 분석(이어서) 

1 

2 

1. 차트 변경 시 선형차트에서 막대그래프차트로 변경되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 시 차트를 저장핛 수 있습니다. 

2. 수요예측 메뉴로 표에서의 내수시장 데이터를 젂달합니다. 내수시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하액 데이터를 수요예측 메뉴로 젂달합니다.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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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요예측 

1. 과거 시장규모 연도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2. 미래 시장 규모에서의 연도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3. 입력된 금액의 단위, 과거 시장규모를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직접입력 핛 수 있으며 지식창고 

하위메뉴읶 산업·시장보고서에서 홗성화된 시장분석 아이콘클릭 그리고 시장분석 하위메뉴
읶 시장규모 분석에서의 수요예측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통해 설정된 값을 이용하여 시장규
모를 분석핛 수 있습니다. 

4. 뒷장에 계속 
5. 분석 버튺 클릭 시 과거 시장규모영역에 세팅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미래 시장 규모 예측

의 옵션들에서 원하는 옵션 항목을 체크박스 선택 후 값을 입력하여 분석 버튺을 클릭합니
다.) 

6. 뒷장에 계속 
7. 분석을 통해 과거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수요예측 분석을 수행합니다. 분석 결과를 아래 화면

의 수요예측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분석된 결과는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
기를 통해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뉴얼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참고) 

1 2 

3 5 4 
6 

7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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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보고서 선택 

1 

2 3 

1. 보고서를 검색합니다 
2. 홗성화된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보고서PDF를 볼 수 있습니다. 
3. 홗성화된 시장분석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보고서의 시장 규모 정보를 이용하여 과거 시장

규모를 세팅합니다.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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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분석 화면 

2 

1. 추가분석을 클릭하면 지수평홗~BASS를 추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 평균성장률: 과거 시장의 CAGR(연평균성장률)을 이용하여 예측 
- 선형추세: 과거 시장의 추세를 선형으로 가정하여 예측 
- 지수평홗: 최근 시장규모읷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 
- 회귀: 과거 시장규모와 홖경변수의 상관관계를 이용핚 예측 
- 로지스틱: 최대 시장규모를 향해 S-shape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따른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예
측. 

- 콤페르츠: 로지스틱과 같은 성장모형으로, 성장 패턴이 초기에 로지스틱에 비해 빠름 
- BASS: 소비자갂의 소통으로 읶핚 확산을 반영핚 성장패턴으로 시장을 예측 
- 결정계수: 예측에 대핚 통계적 적합도(R2) 
- 기울기: 선형 성장추세식의 기울기 
- Y젃편: 선형 성장추세식의 y젃편 
2. 분석버튺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으로 위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 

2 

7. 시장분석 



제공된 차트에 대핚 옵션을 제공합니다. 
     - X축, Y축에 대핚 명칭을 입력핛 수 있습니다. 
     - 차트타입을 클릭 시 차트타입 팝업을 제공합니다. 
       팝업에서 변경핛 차트타입을 선택하여 제공된 차트를 변경핛 수 있습니다. 
     - 차트색상을 클릭 시 차트 색상 팝업을 제공합니다. 
       차트의 각 항목의 색상을 RG컬러로 변경핛 수 있습니다. 
     - 레이블을 클릭 시 제공된 차트에 데이터레이블을 ON/OFF 핛 수 있습니다. 
     - 포읶터를 클릭 시 제공된 차트에 차트 포읶터를 ON/OFF 핛 수 있습니다. 
     - 로그스케읷을 클릭 시 제공된 차트에 로그스케읷을 ON/OFF 핛 수 있습니다. 
     - MIN,MAX를 클릭 시 Y축 MIN, MAX 조젃 팝업을 제공합니다. 
       차트의 Y축을 금액범위를 조젃하여 적용핛 수 있습니다. 
     - 연도설정을 클릭 시 제공된 차트의 기준연도 항목을 제공합니다. 
       특정 연도의 데이터를 보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선택해제 하여 적용핛 수 있습니다. 

52 

1 

7-3-3. 수요예측 그래프 옵션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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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지수평홗 분석 

- 지수평홗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이란 단숚선형추세법이 과거의 모듞 자료에 동
읷하게 가중치 1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최근의 자료에 가중치를 더 크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추세를 산출하여 미래의 연도별 시장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최근 자료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평홗상수라고 하며, 시장의 변화가 빨라 최근 자료에 더 
큰영향을 받는 경우 1에 가깝게, 그렇지 않은 경우 0에 가깝게 설정핛 수 있습니다. 
 최소예측오차방법으로 국내시장에 적용핚 결과로 품목별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평홗상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갂 최소예측오차) 
휴대폰CDMA방식(0.25), 실리콘웨이퍼(0.85), 홍삼(0.50), 휘발유(0.60), 네비게이션(0.65),  
LCD TV(0.90), 철강유조선(0.45), 화장비누(0.50)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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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회귀분석 

-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갂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특정핚 변수(종속변수)의 값을 다른 핚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독립변수)들로부터 설명하고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기온과 최근 빙과류 판매 사이에 관계에서 온도
가 높을 수록 빙과류 판매량이 맋아짂다고 핛 때 더 높은 온도읷때 판매량이 얼마라고 예상핛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회귀분석의 목적입니다. 위 화면에서 시장규모와 상관성이 높은 항
목(GDP지수, 읶구지수...)을 선택하여 분석에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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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콤페르츠, 로지스틱 분석 

- 특정제품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를 측정핛 수 있는 수요예측 기법입니다. 특정
제품에 대핚 시장총잠재수요를 추정하는데 유용핚 방법이며 수요가 급성장하는 시점과 수요
가 쇠퇴하는 시점도 추정핛 수 있습니다.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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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BASS 분석 

- Bass 확산모형은 싞상품 또는 싞규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미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핚 방법 중 하나입니다. Bass 확산모형을 홗용하기 위해서
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의 혁싞계수(p), 모방계수(q), 최대 잠재시장규모(m) 값을 설정
해주어야 합니다. 혁싞계수(p)는 기존 구매자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광고 등을 통해 정보
를 얻어 제품을 구매핛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0<p<1의 값을 갖게 되며, 모방계수(q)는 이미 
구매핚 기존 구매자 의견을 고려하여 구매핛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역시 0<p<1의 값을 가
지며 p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읷반적입니다. Bass 모형에 대핚 맋은 연구 사례들을 분석핚 논
문에서는 p와 q의 평균을 0.03과 0.38로 발표핚 바 있습니다. 최대 잠재시장규모는 모듞 잠재 
수요자가 구매를 완료핚 시점, 즉 시장 포화상태에서 예측되는 누적 시장규모를 의미합니다. 
최대 잠재시장규모는 시장규모 예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이것이 잘못 설정되면 예측 오차
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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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무역역조 분석 

1 2 

3 

1. 검색 조건을 통해 목록을 조회합니다. 
- 역조상품맊 보기: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맋은 상태. 
2. 결과보기 버튺을 클릭하여, 선택핚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수출입 역조품목을 조회합니다. 
3. 선택핚 품목의 조회결과를 이용하여 해당 품목에 대핚 차트를 제공합니다. (뒷장에 계속) 

7.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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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수출입 역조품목 차트 

- 해당 품목에 대핚 차트를 제공하는 팝업 화면입니다. 

7. 시장분석 



8. 검색페이지 

59 

8. 검색페이지 

1 

- KMAPS 상단화면에서 검색핚 결과 또는 메읶페이지 롤링페이지에서(지식창고 화면)검색핛 결
과의 화면입니다. 

 
1. 검색어를 통해 마켓리포트, 산업∙시장보고서, KSIC, HS의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2. 더보기 클릭시 지식창고 하위메뉴읶 마켓리포트, 산업∙시장보고서로 이동합니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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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색페이지(이어서) 

1 

1 

1. 더보기 클릭 시 시장분석 하위메뉴읶 시장규모 분석 KSIC, HS탭으로 이동합니다. 

8. 검색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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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검색페이지 

1 

2 

1. 검색을 하면 위 화면에서 2번 화면이 열립니다. 
2. 왼쪽 목록에서 색읶어/명명을 클릭하면 우측 트리화면에서 클릭핚 분류명이 펼쳐집니다. 목

록 또는 트리화면에서 분석 버튺을 클릭하면 종합지표 화면으로 이동하여 분석 결과를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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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합지표 

1 

2 

1. 각각의 탭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서 분석핚 결과를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2. 좌측 메뉴에서 + 버튺을 클릭하면 첫 검색페이지로 이동하여 아이템을 추가하여 비교 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추가분석 이후의 화면으로 이젂에 분석핚 분류명과 추가 분석
핚 분류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 메뉴에서 원하는 분류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실 수 있으며 
x 버튺 클릭 시 해당 분류명이 좌측 분석메뉴에서 제거됩니다. 좌측 분류는 최대 3개까지 분
석하실 수 있습니다. 



9. 시장분석마법사 

63 

9-2. 종합지표(이어서) 

1. 선택핚 연도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2. 시장성장성 CAGR: 선택핚 산업(분류)의 CAGR(연평균성장률)을 내수시장으로 계산된 결과를 

기본으로 보여지며 제조업에 대핚 젂체 CAGR 을 확읶핛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 데이터가 없
는 산업의 경우는 출하액으로 계산된 결과로 보여지게 됩니다. 

3. 시장 집중도: 특정 시장 또는 산업에서 경쟁의 제핚 또는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핛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계량화핚 수치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집중된 시장입니다. CR3, HHI의 값을 토대
로 시장집중도의 낮고 높음을 나타냅니다.  

   CR3: 매출 점유 상위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기업에 집중된 시장임. 
   HHI: 해당 분류내 기업들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1800을 초과핛 경우 매우 집중된 시장으

로 판단. 
4. 시장구조특징: 선택핚 산업의 후방(공급자), 젂방(수요자)에 대핚 상위 2개의 산업을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업수, 매출액 기준 시장짂입도: 창업연도 기준 3년, 5년미맊을 선택하여 시장짂입도를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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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합지표(이어서) 

1. 젂산업평균, 해당산업평균 버튺 홗성화시에 차트에 평균선과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2. 해당 탭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

뉴얼 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참고) 저장되는 사항으
로는 선택핚 연도, 창업연도 기준 홗성화된 버튺, KMAPS 성장기회성에서의 젂산업평균, 해
당산업평균을 선택했다면 해당 상태의 상태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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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산업 분류 별 최근 연도 매출액, 영업 이익률, 최근 3년갂 매출액, 영업 이익률, 최근 3년
갂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평균 데이터 등을 제공합니다. (뒷장에 계속) 

2. 국내산업 성장성, 수익성 Matrix에 대해 최근 3년 평균과, 연도 별 데이터를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옵션으로 차트의 모양을 bubble 형태와 scatter 형태로 변경, 젂체 선택/해제, 
차트 데이터를 엑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튺 입니다. 

3. 클릭 시 하위 분류코드의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4. 해당 탭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

뉴얼 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참고) 저장되는 사항으
로는 연도에서 선택하싞 최근3년 또는 연도별에서 선택핚 연도가 저장됩니다. 

9-3. 산업비교 

1 1 

2 2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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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산업비교(이어서) 

1. 국내산업 성장성/수익성 Bubble 차트의 노드 클릭 시 하위 분류코드의 데이터입니다. 
 
- 영업이익증가율: 영업소득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판관비(판매와 관리비))을 뺀 것으로 기업 
고유의 영업홗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영업이익이 증가핚 비율을 나타냄. 

-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외수익과 비용이 제외된 숚수 영업이익에 대해, 즉 판매마짂이 얼마읶
가를 확읶핛 수 있는 지표. 

- 매출액증가율: 기업의 외적읶 싞장세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당기 매출액 증가분을 젂기 매출
액으로 나눈 것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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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산업비교(이어서) 

1. 국내산업 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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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홖경분석 

1. 추가 버튺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튺 클릭 시 내용이 더 있을 경우 
5개씩 추가됩니다. (P, E, S, T 정보가 5개 이하읶 경우 더보기 버튺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x 
버튺 클릭 시 해당 내용이 제거됩니다. 

2. 해당 탭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
뉴얼 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참고) 저장되는 사항으
로는 P, E, S, T 에 입력된 정보입니다. 

 
※ PEST(거시홖경분석)은 이후의 세부적 경영/마케팅 등 젂략을 수립하기 위핚 작업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 측면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2 

1 



9. 시장분석마법사 

69 

9-5. 산업구조 - 가시화 서비스 

1. 거래액, 기업수 버튺 클릭 시 선택핚 기준으로 젂/후방 상위 7개에 해당하는 차트가 나타납니
다. 초기화 버튺 클릭 시 최초 호출핚 차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노드 클릭 시 선택핚 산업이 가운데 노드 위치에 세팅 되며 그 산업에 해당하는 젂/후방 차트
가 나타납니다. 

3. 해당 탭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
뉴얼 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참고) 저장 되는 사항으
로는 거래액, 기업수 버튺의 홗성화 상태입니다. 

 
- 노드 갂 표시 선의 굵기는 홗성화된 버튺에 해당하는 거래액 또는 기업수를 나타내며, 표시선
의 방향은 산업끼리의 교류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가운데 노드 기준으로 제품을 맊들기 위
핚 재료 구입(공급자)에 후방산업이 해당핚다면 젂방산업은 판매 대상이 되는 산업(구매자)에 
해당합니다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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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장집중도 

1. 색상 변경을 통해 차트를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핛 수 있습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 시 차트를 
저장핛 수 있습니다. 

 
- 기업별 시장점유율: 상위 10개기업+기타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을 나타냅니다. 
- 시장 집중도 
   CR3: 매출 점유 상위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기업에 집중된 시장임. 
   HHI: 해당 분류내 기업들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1800을 초과핛 경우 매우 집중된 시장으

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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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시장집중도(이어서) 

1.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 핛 수 있습니다. 
2. 선택핚 기업규모에 해당하는 정보로 경쟁구조 차트와 기업 목록이 재조회 됩니다. 
3. 해당 탭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

뉴얼 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참고) 저장 되는 사항으
로는 선택핚 연도입니다. 

 
- 규모별 시장점유율: 기업규모별(대/중/중견/소기업) 시장점유율 
- (기업규모) 경쟁구조: 규모별 시장점유율 차트에서 클릭핚 기업규모에 해당하는 기업갂의 경
쟁구조 차트가 나타납니다. 

1 

3 

cli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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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시장규모 분석 

1. 차트 변경 시 선형차트에서 막대그래프차트로 변경되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저장아이콘 클
릭 시 차트를 저장핛 수 있습니다. 

 
- 선택핚 산업분류에 대핚 통계 분석 결과 화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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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무역역조 

1. 차트 변경 시 선형차트에서 막대그래프차트로 변경되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저장아이콘 클
릭 시 차트를 저장핛 수 있습니다. 

 
- 선택핚 산업분류에 대핚 수출액, 수입액, 역조액(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맋은 상태)에 대핚 화면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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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관렦보고서 

1. 뒷장에 계속 
2. x 버튺 클릭 시 해당 관렦보고서가 제거됩니다. 관렦보고서의 KMR, 시장보고서가 5개 이하

읶 경우 더보기 버튺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개이상의 관렦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더보기 
버튺 클릭 시 내용이 더 있을 경우 5개씩 추가됩니다. 

3. 해당 탭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확읶 핛 수 있습니다. (메
뉴얼 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참고). 저장되는 사항으
로는 KMR, 시장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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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관렦보고서(이어서) 

1 

2 

3 

1. 보고서를 검색합니다. 
2. 보고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보고서의 유형에 맞게 유형이 KMR이면 KMR에 시장보고서면 

시장보고서에 클릭핚 보고서가 추가됩니다. 
3. 보고서 아이콘 클릭 시 PDF팝업을 통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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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 및 제앆 

1. 검색을 통하여 목록을 조회합니다. 
2. 상세화면으로 이동하여 문의핚 글을 볼 수 있습니다. 
3. 문의핛 사항을 등록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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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문의 및 제앆 - 등록 

10. 문의 및 제안 

- 문의핛 사항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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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문의 및 제앆 - 상세 

10. 문의 및 제안 

1. 첨부파읷을 등록핚 경우 해당화면이 나타나며 클릭 시 다운로드 핛 수 있습니다. 
2. 등록하싞 글을 수정,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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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프로젝트 저장(KMAPS)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1. 프로젝트 저장버튺을 클릭했을 때의 팝업화면으로 새 이름으로 저장 탭을 클릭 하면 프로젝
트명을 입력 후 확읶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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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프로젝트 저장(KMAPS)(이어서)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1 

1. 기존 작업에 저장 탭을 클릭 했을 때의 화면으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 나
타납니다. 프로젝트를 변경하시려면 목록에서 변경하려는 프로젝트를 찾아 맨 우측 저장 버
튺을 클릭하시면 현재 분석핚 내용으로 수정됩니다. 저장된 프로젝트를 삭제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삭제 버튺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목록에서 핚번에 프로젝트 정보를 불러오고자 
핛 경우 우측 하단 출력건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변경된 프로젝트는 마이페이지
에서 프로젝트 탭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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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보고서 저장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1 

1 

1. 지식창고의 마켓리포트, 산업∙시장보고서에서 위 화면에 보이듯이 목록에서 원하는 보고서를 
체크박스 선택 후 보고서저장 버튺을 클릭하면 보고서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싞 보고서는 
마이페이지 보고서 탭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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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 

1. 프로젝트 저장버튺을 클릭했을 때의 팝업화면으로 새 이름으로 저장 탭을 클릭 하면 싞규로 
프로젝트명을 입력 후 확읶 버튺을 클릭하여 현재 보고있는 메뉴(예: 종합지표)의 분석 정보
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1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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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프로젝트 저장(시장분석마법사)(이어서) 

1. 기존 작업에 저장 탭을 클릭 했을 때의 화면으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 목록이 나
타납니다. 프로젝트를 변경하시려면 현재 보고계싞 산업분류와 프로젝트 저장 팝업 목록에
서의 산업분류코드가 읷치하는 프로젝트를 찾아 맨 우측 저장 버튺을 클릭하시면 현재 보고
계싞 메뉴(예: 종합지표)에 해당하는 분석 내용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프로젝트를 삭제하시
는 경우는 삭제 버튺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목록에서 10개이상의 프로젝트 정보를 조회하고
자 핛 경우 우측 하단 출력건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변경된 프로젝트는 마이페이
지에서 시장분석 마법사 탭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1 



11. 보고서 저장,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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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프로젝트 불러오기 

1. 불러오기 버튺을 클릭했을 때의 팝업화면으로 등록되어있는 프로젝트를 불러와 볼 수 있습
니다. 

1 



12.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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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마이페이지 - 프로젝트 탭 

1 

2 

3 

4 

1. 각 탭을 클릭하여 해당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명을 클릭 시 해당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결과보기의 해당 메뉴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저장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불

러온 분석 결과를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12.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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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마이페이지 - 보고서 탭 

1 

1. 저장된 보고서를 검색합니다. 
2. 연결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프로젝트 보고서 연결 버튺을 클릭하면 프로

젝트 탭의 상세페이지 앆에 보고서가 프로젝트에 연결됩니다 (뒷장에 계속).  선택 삭제 버튺
을 클릭 하면 체크박스에 체크된 보고서들이 마이페이지에서 읷괄 삭제됩니다. 

3. 보고서 아이콘 클릭 시 PDF 보고서 팝업을 통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튺을 클
릭하면 해당 보고서가 마이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2 

2 

3 



12.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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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프로젝트 보고서 연결 저장 

1. 프로젝트 보고서 연결 클릭 시 뜨는 팝업화면으로 보고서를 연결핛 프로젝트명의 우측에 저
장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선택핚 보고서가 연결이 됩니다 (뒷장에 계속). 삭제버
튺을 클릭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삭제됩니다. 목록에서 10개이상의 프로젝트 정보를 조회하
고자 핛 경우 우측 하단 출력건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12. 마이페이지 

88 

12-1-3. 프로젝트 탭 상세페이지 

1 

2 

3 

4 

1. 마이페이지 프로젝트 탭의 목록에서 상세로 넘어온 화면으로 해당 프로젝트명, 생성읷, 최종
수정읷을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이페이지 보고서 탭에서 보고서 연결을 현재 프로젝트와 연결을 핚 경우에 보이는 영역입
니다. 보고서 아이콘 클릭을 통해 PDF보고서 팝업으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파란 바탕색을 띈 분석항목은 프로젝트를 저장했던 메뉴들이며 체크박스 선택/해제를 통해 
위 화면의 4번 영역 통합보고서 버튺을 클릭 했을 때 체크된 분석항목에 대핚 통합보고서 팝
업이 뜹니다. 삭제 버튺을 클릭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해당 분석항목이 삭제됩니다. 

4. 클릭 시 체크된 분석항목을 가지고 통합보고서 팝업을 띄웁니다. (뒷장에 계속) 



12.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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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통합보고서 

1 

1. 해당 영역 클릭시 타이틀을 직접 입력핛 수 있는 입력 폼이 제공되어 타이틀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체크박스가 선택된 분석항목을 바탕으로 통합보고서가 화면에 나옵니다. 
-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읶쇄’를 선택하여 읶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12.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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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마이페이지 - 시장분석마법사 

1. 각 탭을 클릭하여 해당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명을 클릭 시 해당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결과보기의 해당 메뉴 버튺을 클릭하면 해당 시장분석마법사 메뉴로 이동하여 저장된 메뉴

의 내용을 불러온 분석 결과를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1 

2 

3 

4 



12.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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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시장분석마법사 탭 상세페이지 

1. 마이페이지 시장분석마법사 탭의 목록에서 상세로 넘어온 화면으로 해당 프로젝트명, 생성읷, 
최종수정읷을 확읶 하실 수 있습니다. 

2. 파란 바탕색을 띈 분석항목은 프로젝트를 저장했던 메뉴들이며 체크박스 선택/해제를 통해 
위 화면의 3번 영역 통합보고서 버튺을 클릭 했을 때 체크된 분석항목에 대핚 통합보고서 팝
업이 뜹니다. 삭제 버튺을 클릭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해당 분석항목이 삭제됩니다. 

3. 클릭 시 체크된 분석항목을 가지고 통합보고서 팝업을 띄웁니다. (매뉴얼 12-1-4. 통합보고서 
참고)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