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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KPI 및 투자계획 수립 방법을 배움으로써 VC의
투자 심사 과정 및 내부 프로세스 파악을 통해 투자 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Stage별, 형태(FI/SI)별 대응 방안과 최신 사례를 통한 CASE
STUDY에 더하여 Talk & Networking Session을 통한 업계 인맥과 Elevator Pitch
Session을 통한 실전 경험까지 얻어갑니다.

VC/PE의 투자유치 노하우
다수의 투자, M&A, PMI까지 모두 수행한 VC/PE가 스타트업 투자유치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 VC/PE의 투자 프로세스와 의사결정을 파악하여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세요!

투자 Stage별 투자형태별 대응 방안
스타트업 투자유치는 산업군 / 기업의 현재 단계에 따라 방법과 대응이 각기 다릅니다. 각
투자 Stage / 투자 형태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례와 즉각적인 Q&A를 통해
현안의 이슈를 해결하세요!

최신 사례에 대한 CASE STUDY와 실습
본 강의의 강사진은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 다양한 사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투자자,
스타트업 창업자를 모두 경험한 강사진의 실전 사례를 얻고 수강생 본인의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Networking & Elevator Pitch Session
같은 고민을 안고 온 수강생, 강사와의 Talk & Networking Session을 통해 앞으로의 큰
자산을 얻어가세요. Elevator Pitch Session을 통해 현역 VC/PE 앞에서 실전 투자 스피치
경험을 하고 자신감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주차

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그리고 Valuation
- 기업의 성장과정
- 투자 유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업 valuation의 이해
- 상장회사의 Valuation

2주차

스타트업 투자유치 : VC – 재무적 투자(FI)_1
- 기업의 성장과VC 운영에 대한 이해
- VC 에서의 의사결정 절차
- VC 입장에서의 투자 및 고려사항

3주차

VC – 재무적 투자(FI) (2) & Talk & Networking
- 투자 유치 Round 별 대응방안
- VC 피투자 시 경영자들의 Check Point
- 실제 투자를 수행하는 VC의 진짜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Talk & Networking Session

4주차

전략적투자(SI) 및 M&A
- 전략적투자/M&A의 개념
- 스타트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방법
- M&A 와 전략적 투자 유치의 꿀팁

5주차

스타트업 업종 별 투자 사례
- Case 1. 커머스 기업
- Case 2. 서비스 기업
Case 3. 기술기반 기업

6주차

최선의 기업가치 협상을 위한 실습 및 피드백 / Elevator Pitch
- 선정 회사에 대한 Valuation Modeling
- Modeling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Q&A
- 1분 안에 효율적으로 어필하라! Elevator Pitch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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