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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nalyst Program
제37기 고급기업분석가과정
2016. 09. 06 ~ 12. 15
리스크함정시대,“기업위험평가능력”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Advanced
Analyst
Program
(AAP)
기업분석전문가(Analyst)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기업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을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기업의 경영 Analyst, M&A 및 기업금융 Analyst, 증권투자 Analyst, 리스크 관리 및 심사
전문 Analyst, 벤처캐피탈리스트, 구조조정 Analyst, 기업가치평가 Analyst로 구분되며, 리스크 함정시대인
21C에 경쟁력 있는 전문직이다.

최고의 실무의사결정중심
New 기업분석 및
리스크관리 교육

실무 의사결정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해외워크숍 등
현장과 사례중심 교육

리스크함정시대, 현재, 그리고 미래 10년 후 최고의 유망직업, 기업분석전문가의 얼굴
• 의사결정자의 의사, 요리사 및 경영 coach로 변신
“Magic Chef”

• 문제 발견보다 해결가능성 및 리스크해결방법 제공자
• 선제적 컨설팅 중심 리스크관리가 최고의 경쟁력

“Good Consultant”

• 구조조정 및 컨설팅 능력 없는 사람 의사결정에서 손 떼야
“Excellent Doctor”

기업분석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영역
기업 : M&A Analyst, 구조조정 Analyst, 경영 Analyst, CFO Analyst, IR Analyst, 경영감사 Analyst
금융 등 지식산업 : Credit Analyst, Investment Analyst, Venture Analyst, IB Analyst,
Vulture Analyst, RM (Relationship Manager) Analyst, M&A Analyst,
PB (Private Banker) Analyst, 구조조정 Analyst, 컨설팅 Analyst

AAP

고급기업분석가과정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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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warning에 성공하는 차별화된 실무의사결정능력을
지향한 실무중심 고급기업분석가 프로그램

21C 지식사회는 Early warning 시대입니다.
「리스크회피경영」 에서 「리스크관리경영」 으로

고급기업분석가과정
주임교수 김 지 홍

수준 높은 분석능력을 갖춘 「기업분석전문가」 가 손실위험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고수익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인 리스크관리」 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자까지도 기업분석을 통한 「Early
warning」 이 생존경쟁 수단임은 물론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기업위험평가능력」 이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이정조

최고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기업분석전문가」 확보가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쟁력
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최고의 의사
결정능력이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기업분석가과정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기업분석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에 부응하여 기업의 재무회계 및 전략기획, 리스크관리·IR 담당자와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신용분석, 리스크관리, 투자분석, IB, RM, 기업금융 및 PB, 펀드
운용 담당자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전문가, M&A전문가, 컨설턴트, 기업전문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의 고급 Analyst를 양성하는 업그레이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리스크의 함정」 시대입니다. 지식사회인 21세기의 모든 경영의사결정은
「기업위험」 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폭 넓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사회는 「기업분석전문가」 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기업분석혁명의 선도자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 수

김 지 홍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 표

이 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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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업분석가과정은 매년 3월초/9월초 연 2회 개설됩니다.
매 기수 약 4개월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Global mind 제고를 위한 해외워크숍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odule 1

Module 4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특수리스크관리

New 재무정보와 의사결정 변화

•
•
•
•
•
•
•
•
•

•
•
•
•

리스크함정시대, New경영패러다임
저성장시대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사례
스마트카와 자동차산업의 변화
빅데이터와 미래 예측
4
 차산업 혁명시대, IT기술의 세계
공감경영과 Communication
재무관리 및 M&A와 리스크관리
향후 국제금융시장 및 환율 변화와 리스크관리
벤처기업의 평가와 투자 사례

Module 2
기업가치평가와 사업타당성분석 사례
• 추정재무제표와 기업위험평가 의사결정
• 기업가치평가기법과 의사결정 사례
• 사업타당성분석과 의사결정 Case study

Module 3
성공·실패기업 선별과 부실화 방어 전략
•
•
•
•

부실징후기업 대응전략과 리스크 최소화 전략
기업변신과 성공 및 실패기업 사례
구조조정 성공 및 실패 사례와 구조조정 성공전략
IB투자 및 구조조정기법 사례

IFRS 도입과 재무분석 영향
공정가치평가와 B/S, I/S, C/F 영향
연결재무제표와 의사결정 지표 영향
분식결산 발견기법과 재무정보 영향

Module 5
기업분석가를 위한 의사결정 회계
•
•
•
•

의사결정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관리회계 리스크관리
자산유동화와 리스크관리
파생상품과 리스크관리

Module 6
새로운 기업평가와 투자 및 신용위험 평가
•
•
•
•
•

현금흐름분석과 의사결정 사례
의사결정중심 지속가능경영재무정보와 사례분석
실패기업 사례에서 본 기업리스크와 의사결정
부실징후기업 예측과 신용위험평가
E
 arly warning signal과 국내외 기업변신 성공
및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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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NALYST PROGRAM
19:00~22:00
1주차

2주차

3주차

강의주제

강사

입학식 (특강 : 21세기 경영과 기업가치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주인기 명예교수)
저성장시대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사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

향후 국제금융시장 및 환율의 변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IFRS 이해와 재무분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지홍 교수

4차산업 혁명시대, IT기술의 세계

IT산업 전문가

재무관리 및 M&A와 리스크관리

변호사

분식회계와 회계정보의 분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지홍 교수

자산유동화와 리스크관리

자산유동화 전문가

벤처기업의 평가와 투자사례

벤처투자 전문가

현금흐름분석과 의사결정 1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이정조 대표

4주차

5주차
6주차

해외워크숍 (2016년 10월 중 예정.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현금흐름분석과 의사결정 2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이정조 대표

파생상품과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전문가

공정가치평가와 B/S, I/S, C/F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공감경영과 Communication

Communication 전문가

기업 구조조정 사례와 성공전략

구조조정 전문가

스마트카와 자동차산업의 변화

자동차산업 전문가

Mezzanine금융기법과 IB 투자 및 구조조정기법 사례

LIG투자증권 임태순 대표이사

관리회계와 의사결정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이경태 교수

11주차

기업가치평가 기법

기업가치평가 전문가

12주차

사업타당성 분석과 의사결정 1, 2

사업타당성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와 미래예측

빅데이터 전문가

New기업분석방법과 기업위험평가 사례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이정조 대표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3주차
14주차
온라인 강의

수료식
연결재무제표와 의사결정지표

기업분석사관학교

고급기업분석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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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파트너스 대체투자팀 신승태 차장(AAP36기)
3월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의 36기 고급기업분석가과정 지원에 대한 직장 상사의 권유를 듣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시간마다 수업에 참
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3개월이라는 긴 과정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저희 회사에서 고급기업분석가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에
게 너무 좋은 과정이었다는 추천을 수년 전부터 들었고, 과정에서 만났던 동기들과 10년 이상 모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급기업분석가 과정은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에서의 기업평가방법 및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환율, 자산유동화, 벤처기업 평
가, 메자닌 투자 등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좀 더 폭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IT산업과 관련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IoT,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스마트카,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최근
급변하고 있는 IT산업에 대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급기업분석가 과정에서는 강의와는 별도로 리스크컨설팅코리아의 Early Warning
News와 중급회계 온라인과정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연세대 상남경영원 고급기업분석가과정은 기업분석과 관련된 지식과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까지 얻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끝난 지금 저보다 먼저 과정을 이수한 선배들이 왜 이 과정을 추천했는지 알 수 있고 저 또한 이 글을 읽으
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 수 있습니다.

BGF리테일 사업조정실 황환조 실장(AAP36기)
학창시절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의무로 인식되지만 직장생활에서는 기회라 여겨집니다. “고급기업분석가 과정!!!” 밤 열시까지 진행되는 것도 모자라 일주일에
두 번. 그래도 위안이 되는건 해외워크샵이 있다는 매력. 힘들고 골치 아프고 재미없을거란 생각을 긍정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캠퍼스를 찾으니 무겁던 발걸음
도 가벼워지고 중압감에서 기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중심의 열띤 교수님들의 강의는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 전
문학원 스타강사와 흡사한 김종일교수님의 기업가치평가, 사업타당성분석과정은 그동안 모르거나 간과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해보는 기회로, 색깔은 조금 다
르지만 김지홍교수님의 “공감경영과 커뮤니케이션”은 이성과 세대의 소통에 많은 공감과 실천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4권이나 되는 중급회계 동영
상 강좌를 수강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사~알짝 자만도 해봅니다.

노루홀딩스 경영전략팀 김동환 팀장(AAP36기)
회사로부터의 교육참석 승인: 1주일 2회 저녁, 위치가 연세대(집에서 너무 멀어서: 용인수지^^)라서 걱정도 들었고, 또 직장경력 20년이 넘어선지라,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져 버렸고, 교육이 다 그렇지 라는 나태해진 생각이 자리잡고 있던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생각한대로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일하던 분야(전략/투자)와는 다른 분야의 분들 많아서 새
로운 친구, 선후배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다양한 강의 구성내용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식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강하고 약
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된 재무/회계/투자/평가 관련 강의들을 통해 전반적인 기업재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
고, 특히 회계분야에서는 머리 속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좀더 가지런히 정리 하는 시간이었고 Valuation/타당성평가/관련법률 강의도 저한테는 기존의 지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은 스스로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직장생활을
지식관점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기에, 저에게는 아주 전략적인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한화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조영진 과장(AAP36기)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자는 목표 아래 리스크관리 인력 또한 금융투자협회 수준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보자는
취지 하에 상남경영원 AAP과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회계관련 교육부터 투자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물론, 새로운 산업
에 대한 소개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습득이 아닌 정보를 검증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환기시켜주었다
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M&A, 자산유동화, 벤처기업 평가, 구조조정 등의 주제는 필요성은 느끼나, 여러 외부교육에서 접하기는 어려웠
던 주제였던 만큼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싶은 욕구가 끓어오르는 여러 기업분석가분들에게 AAP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Attended Companies
은행 및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KB금융지주 청와대 등

증권 / 자산운용 /
투자자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증권금융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맥쿼리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티스투자자문 원익투자파트너스 아이디벤처스
키움인베스트먼트 피플라이프 한화자산운용 화인파트너스 등

보험 / 카드 /
캐피탈 등 제2금융권

한국개발금융 KDB캐피탈 신한캐피탈 삼성캐피탈 한국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무역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 코리안리재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보험 IBK연금보험 LIG손해보험 KB국민카드
한국투자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컨설팅 / 회계법인 /
신용평가

A.T.Kearney 김앤장법무법인 법무법인정진 한국기업평가 한민앤대교 등

일반기업

GE캐피탈코리아 General Mills Korea 한국IBM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GS칼텍스 삼성전자 삼성SDS 한국도로공사
경농 공우이엔씨 노루홀딩스 대림비앤코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동부하이텍 동서식품 두산그룹 롯데삼강
롯데제과 신세계그룹 보광그룹 희성그룹 한국마사회 고려아연 금화PSC 삼광글라스 세아홀딩스 아주산업 에브릿 에스티에이
옵트론텍 와이솔 이수 코오롱인더스트리 씨그널정보통신 한국수출포장공업 학교법인 한일학원 한솔그룹 홍덕산업
BGF리테일 LG CNS KCTC LS네트웍스 LS산전 LS엠트론 SK텔레콤 YBM시사닷컴 등

고급기업분석가과정

모집요강

제 37기 고급기업분석가과정 교육일정
교육기간

2016년 9월 6일(화) ~ 12월 15일(목)

교육일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9:00 ~ 22:00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제 37기 고급기업분석가과정 모집요강
모집정원

50명

전형방법

서류전형을 통한 수강능력 심사 후 선착순 입학결정

원서접수방법

홈페이지(www.sim.yonsei.ac.kr)에서 수강신청

원서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단, 모집정원 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발표

접수 후 1~2주 이내 개별 E-mail 통보

합격자등록기간

2016년 9월 2일(금)까지
1) 입학지원서 - 홈페이지 (www.sim.yonsei.ac.kr)에서 수강신청

제출서류

2) 최근 1년 이내 반명함 사진 1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첨부
3) 재직증명서 사본 1부 (교육비 회사지원인 경우 생략가능)
4) 대표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등록금

550만원 (교재비, 식사 및 간식비, 학사진행비, 해외워크숍비 일체 포함)
- 등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26-000091-18-322 (예금주 : 연세대학교)
• 매 기수 조기 마감되는 과정이오니 미리 전화로 인원 예약해주시면 인원배정에 참고 가능합니다.

기타안내

시 리스크컨설팅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기업분석사관학교” 중급회계 수강권을
드립니다.

•수
 강

고급기업분석가과정 담당자 양혜선
문의처

Tel : 02-2123-4265 Email : sylvia74@yonsei.ac.kr
리스크컨설팅코리아 팀장 김정은
Tel : 02-2263-4396 Email : edu@riskconsulting.co.kr

Advanced Analyst Program
제37기 고급기업분석가과정

북문

본관
새천년관
성산대교
김포공항 방면

금화터널
광화문 방면

중앙도서관

신경영관

상남경영원

동문
한국어학당

대운동장
남문

학생회관

연세공학원

치과대학

파리바게트
대중교통로

백주년기념관
정문

지하철

세브란스병원

-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도보(20분 소요) 또는 지선버스(7024) 승차하여 이대부중 하차
-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간선버스(272, 606) 승차하여 이대후문 하차

버 스

- 지선/마을버스 6714, 7024, 7737, 서대문03, 서대문04
- 간선버스

163, 171, 172,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10, 750A, 750B, 751

- 직행/광역버스 1000, 1100, 1200, 1900, 2000, 9714, M6628, M6724, M7106, M7111, M711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Tel : (02)2123-4263~73 | Fax : (02)392-6706
http://sim.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