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sic_1 재무&회계 교육과정 세부내용
주 내용

시간

상세내용
손익계산서 분석

1 교시

- 손익계산서 개요, 회계기준, 분석방법
- EBITDA 개념
대차대조표 분석
- 운전자본 / 비운전자본 항목

2 교시

- 영업부채와 재무부채에 대한 개념과 구분 방법
- 대차대조표 항목 관련 회계기준 및 분석방법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유형자산, 충당금, 우발부채 등)
현금흐름표 분석

가치평가 및 금융 모
델링을 위한 재무&
회계 수업

- 현금흐름표 개요 및 타 재무제표간의 연관성
▒ Hedge Fund Strategy(헤지펀드) 교육과정 세부내용
3 교시

-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 현대건설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4 교시

- Enterprise value 및 Equity value에 대한 개요, 할인율 종류
- Multiple 관련 용어, FCF(Free Cash Flow) 산출방법
- 동일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출 방법 (Dividend Discount Model, Gordon Dividend Growth Model)

▒ Basic_2 가치평가 교육과정 세부내용
주 내용

시간

상세내용
 Valuation Overview (기업가치평가 개요)

1교시

- 각종 기업가치평가 방법 설명
- 기업가치평가 수행시 고려사항
- 기업가치의 구성요소
 Comparable Companies Analysis(유사기업비교법)
- 각종 재무비율, 재무통계, 멀티플 설명

가치평가의 개요

2교시

- 비교 대상 회사 벤치마크
- 유사기업비교법의 주요 장단점

무엇을 가치평가 하
는가?
(Equity,
Mezzanine, EV)

- OB맥주 적용 - Comparable Companies Analysis
 Precedent Transactions Analysis(과거거래분석법)
- 비교 대상 유사 M&A 딜 선정과 재무수치 추리기
3교시

- 비교 대상 M&A 벤치마크
- 과거거래분석법의 주요 장단점
- OB맥주 적용 - Precedent Transactions Analysis
 DCF(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 분석

4교시

-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종류와 계산법
- 잔존가치(TV, Terminal Value) 의미와 계산법 2가지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에 대한 이해

▒ Basic_3 금융모델링을 위한 엑셀 기초반
주 내용

시간

상세내용
* Excel 왕초보 가이드
- 금융모델링에서 많이 사용되는 엑셀 단축키와 함수

1교시

- 5가지 섹션: "기초, 이동, 편집, 참조, 기타"
- 주요 Excel 함수 / Excel Practice 1, 2, 3, 4
(CountIf, sumIf, 중복제거, Vlookup, Offset, Rand, Indirect, Index, Month, Year 등)
* Formatting <엑셀에 이쁜 옷 입히기>

모델링을 위한 엑셀
활용법 기초

- Formatting 의 중요성
2교시

- Wall Street에서 통용되는 Formatting에 대한 이해
- 실제 Income Statement를 Formatting 하는 것 단계별로 수행
- WST Formatting Exercise 연습
* Dart to Excel

3교시

- Dart 에서 회사 및 재무제표 검색
- 금융모델링 재무제표 항목별 분석
- 금융모델링과 Link하여 과거자료 완성

※ Above material can be altered for benefit of cadidates, as well as due to instructor schedule/time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