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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스는 외국계 투자은행, PE,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경험한 강사로부터 실용적인
업종/직무별 밸류에이션 Skill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 코스는 DCF, Multiple, Advanced Relative Multiple까지, 금융 Valuation Modeling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강의 입니다. Top 3 미국계 투자은행 출신 강사에게 Valuation
Modeling의 모든 것을 배우세요.

자문사, 피투자사, 투자사 모든 입장에서 M&A를 경험한 강사
본 코스의 강사는 M&A와 관련된 모든 입장에서 M&A Deal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살려 Financial Model을 자문사, 피투자사, 투자사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설명 드릴 계획입니다.

Financial Modeling 시리즈의 중간코스
본 코스는 패스트캠퍼스의 스테디셀러 강의 “Financial Modeling 시리즈”의 중간
코스입니다. 본 코스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모든 M&A Deal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산출하는 방법과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강의자료와 엑셀파일
[Financial Modeling 시리즈]의 강의자료와 엑셀 파일은 강사가 수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의 정수입니다. 수강생 분들이 종강 이후에도 강의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매주 순차적으로 강의자료를 나눠드릴 예정이며 매 강의시간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엑셀파일도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주간 뉴스 정보 업데이트
강의시간 이외에는 본업에 집중하느라 관련된 뉴스를 챙겨보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본 코스는 종강 이후에도 수강생분들이 M&A에 대한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매주 새로운 뉴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각 뉴스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종강 이후에도 지속되는 맞춤형 컨설팅
코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강의자료와 엑셀파일을 복습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실무에서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 강사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기수
[Financial Modeling 시리즈]를 수강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강사에게 맞춤형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1주차

Concept
1교시: 본 강의의 목표 및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설명
2교시: 기업의 가치(Enterprise Value, Equity Value)란 무엇인지 설명
3교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Relative Valuation, Absolute Valuation) 소개

2주차

Relative Valuation 1
1교시: Relative Valuation이 무엇이고, 왜 사용되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설명 (Price Multiple, EV Multiple)
2교시: Trailing Multiple과 Forward Multiple, Public과 Private Market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지 설명
3교시: 유사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SOTP와 NAV 가치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3주차

Relative Valuation 2
1교시: Advanced Relative Valuation이 Basic Relative Valuation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는지 설명
2교시: Advanced Relative Multiple (Growth-Based, Return-Based)에 대해 설명
3교시: 배웠던 Relative Valuation 방법들 총 정리하고, 산업별로 어떤 Relative Valuation 방법이 가장 적절한
지 설명

4주차

Absolute Valuation 1
1교시: Absolute Valuation 중 가장 널리 알려진 DCF(FCFF) 방법 소개
2교시: Free Cashflow란 무엇이고, 왜 사용되고,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
3교시: Terminal Value란 무엇이고, 왜 사용되고,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

5주차

Absolute Valuation 2
1교시: Absolute (FCFF)  할인율 할인율이란 무엇이고, 다양한 할인율 개념들 중 WACC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WACC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2교시: Absolute (FCFF)  WACC (상장사) 상장사의 경우 WACC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설명
3교시: Absolute (FCFF)  WACC (비상장사) 비상장사의 경우 WACC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설명
(Unlevered/Levered Beta)

6주차

Absolute Valuation 3
1교시: 산출한 WACC을 활용하여 Enterprise Value를 산출하는 과정 설명
2교시: Enterprise Value를 Equity Value로 조정 시 반영해야 하는 계정들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
3교시: Valuation 기준일이 연말이 아닌 연중일 경우 어떻게 Valuation을 할 수 있는지 설명

7주차

Absolute Valuation 4
1교시: Absolute Valuation 중 Enterprise Value를 산출하는 방법(EVA)에 대해 설명
2교시: Absolute Valuation 중 Equity Value를 산출하는 방법(FCFE, DDM, RIM)에 대해 설명
3교시: 배웠던 Absolute Valuation 방법들 총 정리 (장단점 비교)

8주차

Football Field Chart
1교시: Football Field Chart 가 무엇이고, 왜 사용되고, 실제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을 소개
2교시: 배웠던 모든 Valuation 방법들이 Football Field Chart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3교시: 글로벌 IB에서 Football Field Chart를 활용하여 기업의 적정가치를 산출한 실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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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Park 강사님은 글로벌 IB에서 트레이닝과 선진
실무능력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요
PE에서 Cross Border Deal을 전문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의 Capital Market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바지하고자 Financial Modeling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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