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인수합병
거래와 실무

M&A Masterclass

강의 특장점

인수합병 거래 전반에 대한 실무지식 함양

생생한 실제 인수합병 사례를 통한 흥미로운 강의

M&A 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 강의를 통해

M&A 전문가로 거듭나기!

과정소개

입체적으로 M&A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강의!

M&A Masterclass는 약 20년에 걸쳐 인수합병거래 분야에 전념해 온 이성훈 변호사가 총 7회에 걸쳐 본인만의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연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인수합병 거래의 참여자, 인수합병 거래의 구조, 인수합병 거래의 개시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전반적인 절차, 인수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수합병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 인수합병과 관련된 실무 쟁점과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서 최정상급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강연자를 통해 인수합병 거래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함께 단계별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Point 1

기초부터 실무까지 단기간 내에 끝내는 A to Z 실무 패키지!

인수합병거래의 구조, 절차, 분쟁 시 대응방안 등을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총 정리01

PEF 방식, 주식양수도계약, 신주인수계약 등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M&A 거래의 특성에 대해 학습02
다양한 인수합병 사례 및 적대적 인수합병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M&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가능03

Point 2

실수강 고객 100% 만족도를 달성한 강의!

2018년부터2020년까지 해당 과정을 수강한 고객 중 64%가 본 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 36%의 고객이 "만족"하였다고 응답

본 과정에 대한 3개년치 고객만족도 평가 평균: 4.6점/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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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후기

수강 혜택

외부 교육 중 실무에 도움이 되는 M&A 강의에 대한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인데

다행히도 너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강을 고려할 때 장기과정이라 약간 망설여 졌는데 강의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7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모든 점에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합니다.

업무 상 사유로 불참한 강의를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더 재수강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알찹니다. 추천합니다.

<2018 ~ 2020년 수강생 후기 중 일부 발췌>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M&A 구조와 전략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학습을 희망하시는 분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M&A 업무절차 및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신 분

주1회 평일 저녁교육으로 업무시간 부담없이 참석하여 M&A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

실무에 활용가능한 사례집 및

템플릿 제공

모든 수강고객께 실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16여종의 M&A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 샘플과 11여개의 실제 판결사례 

모음집을 드립니다.

선호하는 강의 방식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Hybrid 강의

수강고객의 선호에 따라 현장강의와 실시간 

웨비나 중 강의방식을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M&A 온라인 과정 무료 제공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복습이 필요한 경우 강의 이후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 강의를 녹화한 온라인 과정을 함께 

제공합니다



교육일정

교육일시 | 2021년 11월 1일~12월 13일 / 매주 월 18:30 ~ 21:30

(총 7주, 21시간)

교육장소 | 로앤비 교육센터 (역삼역 6번출구 앞)

강 사 진 |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교 육 비 | 1,200,000원%

강사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Allens Arthur Robinson Foreign Legal Consultant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현)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공동설립자/파트너 변호사이성훈 변호사

M&A 전문 변호사의 20년의 노하우가 담긴 M&A Masterclass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M&A 전문 변호사의 20년의 노하우가 담긴 M&A Masterclass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커리큘럼

강의주제No 세부내용 시간 강사

18:30

~

21:30

이성훈

변호사

1
한국의 인수합병

역사와 특성

-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흥망성쇠 사례 소개  

- 한국의 인수합병 거래 역사와 발전과정

- 최근 인수합병 거래의 특성

2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서의 참여자

-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서의 참여자(사모펀드, IB,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개요

-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3
인수합병 거래의

일반적 절차

- 인수합병 거래의 절차 개관

- 사적 거래(Private Deal)의 경우와 경쟁입찰(Bidding)에 따른 비교 검토

- 실제 사례를 통한 절차 파악

4
인수합병 거래의 구조 및

사례 검토

- 실제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 활용되는 구조 개관

-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거래의 특징

- 각 형태별 인수합병 거래의 사례 검토

5
PEF의 인수합병 거래의

특징

- 사모펀드의 개념

-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거래의 특성 및 고려사항

-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사례 검토

6
인수합병 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 인수합병 거래와 계약서의 기능

- 양해각서와 본 계약 간의 차이점

-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구조 및 해설

7
적대적 인수합병

관련 issue 검토

- 적대적 인수합병의 개념

- 적대적 인수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격 방어 방법

-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사례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