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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Global 투자자들이 어떠한 변수가 수익성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지,
수익성을 분석하는 Model은 무엇인지 배웁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구조의 모든 선택지를 학습합니다. 바이아웃, 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내용을 Financial Modeling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nancial Modeling 시리즈의 마지막 코스로 수익성 및 투자구조 분석하기와 투자를
결정하기 전, 글로벌 투자자들이 반드시 수행하는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익성 분석, 자금조달, 바이아웃, 지배구조 등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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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Financial Modeling 시리즈의 마지막 코스
본 코스는 패스트캠퍼스의 스테디셀러 강의 [Financial Modeling 시리즈]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본 코스를 통해 실무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분석을 하는지 배우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단기간에 핵심 실무능력을 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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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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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분석 PART.1
-강의 소개(강의의 목표 및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설명)
-개념소개(강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설명)
-수익성 분석에 대한 개념 및 실제 사용

2주차

수익성 분석 PART.2
-분석(목표값찾기)/목표값 찾기에 대한 개념 및 실제 사용
-분석(민감도 분석)/민감도 분석에 대한 개념 및 실제 사용
-분석(기여도 분석)/기여도 분석에 대한 개념 및 실제 사용

3주차

소수지분 인수 PART.1
-개요(기업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과 현금을 공급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 설명)
-주요조건(기업이 메자닌 증권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때 마주하게 되는 주요 조건들에 대해 설명)
-전환사채(전환사채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사채 인수 시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4주차

소수지분 인수 PART.2
-교환사채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교환사채 인수 시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시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전환상환우선주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상환우선주 인수 시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5주차

소수지분 인수 PART.3
-전환우선주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우선주 인수 시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상환우선주/우선주의 주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상환우선주/우선주 인수 시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총정리(기업이 메자닌 증권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 비교 분석)

6주차

경영권 인수 PART.1
-개요(경영권 인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경영권 인수의 종류들 소개)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LBO 모델)의 Template 설명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LBO 모델) 순차적으로 설계1

7주차

경영권 인수 PART.2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LBO 모델) 순차적으로 설계2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LBO 모델) 순차적으로 설계3
-기업이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의 Template 설명

8주차

경영권 인수 PART.3
-기업이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 순차적으로 설계1
-기업이 경영권 인수 시 준비하는 모델 순차적으로 설계2
-총정리(경영권 인수의 종류들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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