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fe Changing Education

36개의�프로젝트로�완성하는�M&A�실무�초격차�패키지�
Online.

�안내.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모든�강의�영상이�촬영하기�전�작성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촬영�및�편집을�거치며�일부�변경될�수�있으나,�전반적인�강의�내용에는�변동이�없습니다.�

아래�각�오픈�일정에�따라�공개됩니다.�

● 1차�:�23년�02월�09일�(목)

● 2차�:�23년�03월�09일�(목)

● 3차�:�23년�04월�06일�(목)

● 4차�:�23년�04월�27일�(목)

������������������������������������������������������������������������������������������최근�수정일자�2023년�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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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정보 강의장��������������온라인�강의�|�데스크탑,�노트북,�모바일�등

수강�기간����������평생�소장

상세페이지��������https://fastcampus.co.kr/fin_online_mnaproj

강의시간�����������44시간�예정�(*�사전�판매�중인�강의는�시간이�변경될�수�있습니다.)

문의������������������고객센터

강의특징 나만의
속도로

낮이나�새벽이나�
내가�원하는�시간대에�나의�스케쥴대로�수강

원하는�곳
어디서나

시간을�쪼개�먼�거리를�오가며�
오프라인�강의장을�찾을�필요�없이�어디서든�수강

무제한
복습

무엇이든�반복적으로�학습해야�
내것이�되기에�이해가�안가는�구간�몇번이고�재생

https://bit.ly/3SIfq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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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 불필요한�내용은�과감하게�생략,�36개의�프로젝트를�통해�학습하는�M&A�실무�프로젝트�

진행에�필요한�내용만�학습합니다.

- 국내/크로스보더�딜의�비하인드�이슈�스토리를�학습!�타�실무자가�추진한�딜의�세부�내용을�

알아봅니다.�

- 체계적인�커리큘럼으로�전체적인�프로세스에�대한�심화�내용을�습득하며�CASE�STUDY를�

통한�프로세스별�딥다이브를�다뤄봅니다.�

강의요약 - 강사가�직접�진행한�M&A�사례의�전�과정을�체험해볼�수�있는�시뮬레이션�프로젝트를�

다뤄보며�프로젝트들�속�여러가지�주요�이슈들을�파악하고,�이를�해결해나가는�과정을�

학습합니다.

- M&A는�거래의�수많은�변수들로�인해�이슈�발생을�예측하는�것이�불가능합니다.�시뮬레이션을�

통해�이�모든�이슈들을�미리�체험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보세요.

- 전체�프로세스�중�딥다이브가�필요한�영역들을�엄선하여�실습과�케이스스터디를�통해�각�

트랙별�심화�학습이�가능하도록�구성했습니다.

- 불필요하게�방대한�이론은�대폭�줄이고�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내용만을�담아�이론�

따로,�실습�따로�배울�필요없이�한�번에�학습이�가능합니다.

- 강의�내용을�완벽히�내�것으로�만들기�위해,�패스트캠퍼스는�학습�이후까지�챙겨드립니다.�

3개월�동안만�진행되는�질의응답을�통해�속�시원한�답변을�받아보세요!�

*�(본�질의응답�게시판은�강의�영상의�전체오픈일(2023년�04월�27일)부터�2023년�07월�

26일까지�3개월간�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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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우준호 과목 - M&A�시뮬레이션�프로젝트

약력 - 현)�우앤파트너스�CEO

- 전)�이랜드벤처스�CEO

- 전)�이랜드그룹�투자본부장

장봉근 과목 - M&A�전략�수립

약력 - 현)�국내�10대�기업�M&A팀�리더

- 전)�삼일회계법인�PwC�회계사

Jeff 과목 - 실사�및�기업가치평가

약력 - 전)�해외�Big�4�감사본부�및�국내�Big�4�회계법인�

Deal�본부

이준학 과목 - 실사�및�기업가치평가

약력 - 현)�국내�Big�4�회계법인

- 전)�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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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변승규 과목 - M&A�계약�및�법률�이슈

약력 - 현)�법무법인�세움�파트너�변호사

- 전)�중소벤처기업부�M&A�지원센터�책임�파트너�

변호사

김승민 과목 - M&A�세금�이슈

약력 - 현)�삼덕회계법인�공인회계사

- 전)�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세무자문본부

Doctor�Lee� 과목 - PMI

약력 - 전)�주요�대기업/글로벌�컨설팅사

Derek 과목 - M&A�Financing

약력 - 현)�국내�금융기관�재직

- 인수금융�주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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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프로젝트�①�:�매각대상�A기업

프로젝트�소개�및�유의해야할�점

중국과의�크로스보더�M&A시�발생하는�문제들

이슈)�전략적�가격�협상

이슈)�실사를�통한�경영�리스트�제거

이슈)�인수구조

이슈)�우선매수권

이슈)�세금�이슈

시뮬레이션�프로젝트�②�:�매각대상�B기업

일본�회사들의�비즈니스�특징과�그로�인해�발생한�이슈

이슈)�산업별�실사�방향�설정

이슈)�가격�협상

이슈)�계약서�협상

이슈)�세금�이슈

시뮬레이션�프로젝트�③�:�매각대상�C기업

미국/홍콩/한국이�얽힌�가장�복잡한�프로젝트�소개

이슈)�매각대상�확정�및�벨류에이션

이슈)�최적�인수자�발굴

이슈)�가격�협상

이슈)�실사�대응

이슈)�계약서�협상

이슈)�클로징�조건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1.�

M&A�시뮬레아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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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전략�수립�및�실행�프로세스

사전검토단계

인수구체화단계

사전�분석적�검토

Planning

자료의�입수

거시경제분석

산업분석

대상회사�분석

경영분석(비재무적분석)

재무제표�분석

계정별�세부�분석

조정�후�재무분석

분석결과�도출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2.�

M&A�프로세스�

및�사전�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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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사-해외�Retail사�M&A

01.�M&A�추진�배경�및�목적

02.�M&A�전략방향

03.�M&A�실행과정�및�이슈

유니레버-카버코리아�M&A

01.�M&A�추진�배경�및�목적

02.�M&A�전략�방향�및�실행�개요

넷마블-코웨이�M&A

01.�M&A�추진�배경�및�목적

02.�M&A�전략�방향

03.�M&A�실행�개요

넷플릭스-스튜디오드래곤

01.�M&A�추진�배경�및�목적

02.�M&A�전략�방향

03.�M&A�실행�개요

티빙-시즌�M&A

01.�M&A�추진�배경�및�목적

02.�M&A�전략�방향

03.�M&A�실행�개요

위버스-브이라이브�M&A

01.�M&A�추진�배경�및�목적

02.�M&A�전략�방향

03.�M&A�실행�개요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3.�

M&A�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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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강의�소개)�강의�진행�방식�및�사례기업�3가지�선정사유

회사개요�및�산업현황�소개

가치평가�방법론(FCFF)�및�과거�재무제표�요약정리하기

과거�손익�기준�약식재무실사�-�QOE�및�QOA�아이템�선정하기

할인율(WACC)�및�유사기업�Multiple�산출하기

가치평가�모델에�과거�실적�숫자�기입정리하기

매출액(Top-Line)�추정�-�시스템보안�및�기타

영업비용�추정�-�인건비�및�기타영업비용

CAPEX�및�감가상각비�추정

순운전자본�및�Net�Debt�추정

Tax�추정�및�재무제표�완성하기

DCF�tab�완성�및�가치평가�결과�해석하기

카카오뱅크

회사개요�및�산업현황�소개

가치평가�방법론(FCFE)�및�과거�재무제표�요약정리하기

과거�손익�기준�약식재무실사�-�카카오뱅크�IR자료�분석하기

과거�손익�기준�약식재무실사�-�은행�분석�시�꼭�확인해야할�지표들�소개

가치평가�모델에�과거�실적�숫자�기입정리하기

향후�대출채권�규모�및�이자수익�추정하기

향후�예수부채�및�이자비용�추정하기

수수료수익/비용�및�기타영업수익/기타영업비용�추정하기

일반관리비�및�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추정하기

CAPEX�및�감가상각비�추정

Tax�추정�및�재무제표�완성하기

약식�BIS�비율�검증하기

영구성장률�및�할인율�산출하기

DCF�tab�완성�및�가치평가�결과�해석하기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4.�

실사�및�

기업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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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PC(Precast�Concrete)�건설업체�사례

국내�PC�산업현황�소개

과거�손익�기준�약식재무실사�-�QOE�및�QOA�아이템�선정하기

할인율(WACC)�및�유사기업�Multiple�산출하기

가치평가�모델에�과거�실적�숫자�기입정리하기

매출액(Top-Line)�추정

영업비용�추정�-�인건비�및�기타영업비용

CAPEX�및�감가상각비�추정

순운전자본�및�Net�Debt�추정

Tax�추정�및�재무제표�완성하기

DCF�tab�완성�및�가치평가�결과�해석하기

국내�식음료�프랜차이즈�사업

강의�진행�방식�및�사례기업�3가지�선정사유

Sell�side�Due�Diligence�및�Valuation의�특징�및�수행�계획

실사)�Store�analysis�실습

실사)�Operating�expenses�실사�실습

실사)�유무형자산�및�CAPEX�실사�실습

실사)�Store�ROIC�분석�실습

실사)�EBITDA�및�Net�Asset�Normalisation�(Debt-like�포함)�실습

가치평가)�Transaction�multiple�산정

가치평가)�Business�plan에�기초한�DCF�model�(FCFF)�작성

해외�제조업�사업부�분할�거래

사업부�분할�Due�Diligence�및�Valuation의�특징

실사)�분할�재무제표�검토

실사)�PL�약식�실사�실습

실사)�BS�약식�실사�실습

실사)�Run�rate�분석�(Stand-alone�cost)

실사)�SPA,�TSA,�PMI�고려사항�파악

가치평가)�Trading�Multiple�산정

가치평가)�WACC�및�Terminal�growth�rate�산정

가치평가)�시너지�효과를�반영한�DCF�model�(FCFF)�작성

Deal)�Deal�structuring�개요�및�가정�소개

Deal)�LBO�modelling�실습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4.�

실사�및�

기업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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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스타트업�구독�비니지스모델

스타트업�Due�Diligence�및�Valuation의�특징

실사)�약식�실사�및�EBITDA�Normalisation

실사)�기타�비감사�법인�실사�유의�사항

가치평가)�Trading�multiple�실습

가치평가)�스타트업�WACC�산출

가치평가)�DCF�build-up:�매출

가치평가)�DCF�build-up:�원가�및�판관비

가치평가)�DCF�build-up:�NWC

가치평가)�DCF�build-up:�높은�초기�CAPEX�반영

가치평가)�DCF�build-up:�법인세�반영

가치평가)�PL,�BS,�CF�작성�및�Sensitivity�검토

가치평가)�주당가치�산정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4.�

실사�및�

기업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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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M&A

국문�구주양수도계약서�(1)

국문�구주양수도계약서�(2)

국문�신주인수계약서�(1)

국문�신주인수계약서�(2)

국문�합병계약서

국문�주주간�계약서

크로스�보더�M&A

영문�구주양수도계약서

영문�신주인수계약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법�(1)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법�(2)

해외�M&A

해외�M&A�사례�(1)

해외�M&A�사례�(2)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5.�

M&A�계약�및�

법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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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주요�개념�이해

인수금융�주요�Term

인수금융�구조�이해하기

리파이낸싱�및�리캡

리파이낸싱�및�리캡의�개념과�특징

폐기물회사(A사)�사례로�알아보는�주요�검토�사항

매도자금융

매도자금융의�개념과�특징

프랜차이즈회사(B사)�사례로�알아보는�주요�검토�사항

소수지분�리캡�및�리파이낸싱

소수지분�리캡�및�리파이낸싱의�개념과�특징

소프트웨어�회사(C사)�사례로�알아보는�주요�검토�사항

SI�주도�인수금융

SI�주도�인수금융의�개념과�특징

SI�(D사)�주도�인수금융�사례로�알아보는�주요�검토�사항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6.�

M&A�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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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세금

M&A�세금의�구조

합병비율�산정

적격합병�검토

피합병법인의�세금

법인세�:�양도손익

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등

합병법인의�세금

법인세�:�자산조정계정과�합병매수차손익

법인세�:�세무속성의�승계

지방세�:�합병에�따른�취득세

합병법인�및�피합병법인�주주의�세금

법인세�및�상증세�:�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및�상증세�:�불공정합병에�따른�증여의제

법인세�및�소득세�:�의제배당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7.�

M&A�세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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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

강의�목표/진행방식�설명

강의에서�다루는�사례�소개

Cross�Border�PMI�(Full�밸류체인�완전�인수)

Executive�Briefing�(M&A�Case�요약)

해당�PMI�특성

PMI�단계별�실행�Task�및�기대�산출물

PMI�단계별�각�부서별�R&R

PMI�중점�추진�방향성

PMI�전개�양상

주요�성과

Lesson�from�Case

동종업계이나�제품군�다른�회사�간�PMI�(제품�포트폴리오�확장�위한�인수)

Executive�Briefing�(M&A�Case�요약)

해당산업�특성

M&A�기대효과

인수�후,�(제한적인)�1st�PMI�과정에서�추진된�주요�내용�(요약)

(실질적�통합을�위한)�2nd�PMI의�시작

2nd�PMI�전개�양상

주요�성과

Lesson�from�Case

협력관계에�있는�부품�공급�회사와의�PMI�(제조라인�강화�위한�후방통합�형태의�인수)

Executive�Briefing�(M&A�Case�요약)

해당�PMI�특성

PMI�추진�방향성

PMI�진행�상황

주요�성과

Lesson�from�Case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8.�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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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와의�PMI�(수평적�확장�위한�인수)

Executive�Briefing�(M&A�Case�요약)

해당�PMI�특성

PMI�추진�방향성

PMI�진행�경과

변화관리�전개�양상

Lesson�from�Case

이종업체와의�PMI�(신사업�진출을�위한�인수)

Executive�Briefing�(M&A�Case�요약)

산업�특성�및�피인수기업의�경쟁력

M&A�기대효과

인수합병�과정�및�PMI�방향성

PMI�진행�내용

주요�성과

Lesson�from�Case

본�과정은�현재�촬영�및�편집이�진행되고�있는�사전�판매�중인�강의입니다.

해당�교육과정�소개서는�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CURRICULUM

08.�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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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황에�따라�사전�공지�없이�할인이�조기�마감되거나�연장될�수�있습니다.

- 패스트캠퍼스의�모든�온라인�강의는�아이디�공유를�금지하고�있으며

1개의�아이디로�여러�명이�수강하실�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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