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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세종기업데이터만의기업분석
보고서로투자아이디어를얻어가세요. 

업계에서가장빠르게최신실적을받아보세요.

스스로기업분석을하고싶다면
세종기업데이터가제공하는교육콘텐츠를
활용하세요.



사업의내용

재무분석
Valuation

실적 Review & Preview

S-Guidance

Investment 
Success

Forecasting

REPORT



회사의개요및주요사업의내용, 향후실적및사업전략, 투자자와회사와의

질의응답내용등다양한정성적정보가글과그림을통해자세히담겨있습니다. 

주요특징①다양한정성적정보REPORT



Valuation 및방사형차트

해당 기업의 Valuation 및 DCF /
RIM 모델에 해당하는 적정 주가를
산출합니다. 또한 유사한 수익성을
보이는 기업들과의 Valuation 비교
차트를 그려 해당 기업의 시장 가치를
비교합니다.

S-Guidance

벤자민그레이엄, 워렌버핏등전설적
투자자들의투자기준에맞춰투자
등급을산정합니다. 

주요특징②세상어디에도없는 ValuationREPORT



재무분석

자체재무데이터를기반으로다양한재무분석을실시하여기업의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생산성을산출합니다.

5개년도의데이터를분석하여회사의재무구조는어떤흐름을보이고
있는지알아보며, 이를통해회사가성장하고있는지혹은경영에어려움을
겪고있는지를한눈에파악할수있습니다. 

주요특징③정확한재무분석REPORT



업계 유일, 최대 20년치 재무 정보
연간기준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20년치자료를한
눈에확인할수있습니다. 기업의과거
자료는미래를바라볼때도좋은
지표가됩니다.  

가장 빠른 실적 업데이트
기업들의실적발표다음날이면업데이트가완료됩니다. 
그어떤사이트보다빠르게최신실적을확인할수있습니다. 

FINANCIAL DATA



분기재무정보 (연결 / 별도)
12개분기의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및
각각의성장률을보여줍니다. 

실적컨센서스
시장에서바라보는회사의실적전망입니다.  

실적분석
최대 16개분기의실적성장률과기본
재무비율을보여줍니다. 

매매동향
매일의투자자별매매동향을보여줍니다. 

Valuation
최근실적을반영한 Valuation 및 PER / 
PBR 차트입니다.

FINANCIAL DATA



본 책과 강의는 P(가격), Q(판매량), C(비용), V(Valuation)의 관점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엑셀(EXCEL)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기업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며, 기업을 분석해서

직접 가치를 매김으로써 나만의 적정 주가 혹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위한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변수를 어디에서 찾으며

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등을알아볼예정입니다.

외부 투자자로써 최대한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을 직접 분석하는

세종기업데이터만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며 기업분석과 엑셀 초보자라

하더라도어렵지않게따라할수있을것입니다.

내꿈은전업투자자LECTURE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단연 엑셀(Excel)입니다. 본

강좌는 투자 및 기업 분석에 엑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며 기초 엑셀

기능부터 고급 함수 및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법까지 엑셀 전반에 대한 내용과

실제기업을분석하는사례를예시로넣어투자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엑셀을 전혀 다룰 줄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본 강좌를 통해 엑셀 기본 기능부터 투자

및기업분석에활용하는법까지익히실수있습니다.

내꿈은전업투자자LECTURE



Q. 타재무정보사이트(F사, W사등)와어떤점이다른가요?

A.콘텐츠에서차이가있습니다. 

타사이트는재무데이터와애널리스트리포트를취합하여제공하지만, 
세종기업데이터는재무데이터와자체발간리포트를제공합니다. 
재무데이터의경우장기간의데이터를제공한다는점에서차별화되어
있습니다.  

Q. 리포트의발간기준은무엇인가요?

A.유망중/소형주및숨은알짜종목, 대기업실적발표자료입니다. 

시장의수요는많지만상대적으로정보가부족한중/소형주위주로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대형주의경우실적 Conference Call 및
공개실적발표자료를통해커버하고있으며, 투자자들의관점과회사의
관점이리포트에뚜렷이드러난다는강점이있습니다.  

Q&A



세종기업데이터를이용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정기결제신청!

세종기업데이터의모든
서비스이용시

(보고서 + 재무정보)

月 55,000원(VAT 포함)

▶ 자동결제이용권의 특성 상, 중도 해지 및 이에 따른 환불은 불가능하며, 해지 신청
시 다음 결제예정일에 자동 해지완료됩니다.
▶ 결제취소는대표번호 (070-8614-6646) 또는 대표 메일 (info@sejongdata.com)로
문의하세요. 
▶ 결제 수단의 정지/한도초과/정보변경등의 사유로 결제상태가 변경될 경우, 결제
및 서비스가일시 정지되며 정상으로 전환되거나 직접 일시 정지 해제를 하시면 다시
결제 및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회원 가입시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월간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혜택
매월오프라인월간지<월간세종>
발송(회원가입시기재한주소지로)
세종기업데이터강좌 10% 상시할인

재무정보만이용시

月 33,000원(VAT 포함)

★회원혜택
세종기업데이터강좌 10% 상시
할인

★회원혜택
세종기업데이터강좌 10% 상시할인

보고서만이용시

月 33,000원(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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