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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9-10월에는 90여 건, 약 15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인수, 코람코자산신탁-현대오일뱅크 

컨소시엄의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인수 등 조단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SI들의 투자가 활발하였음.  

특히 Outbound 거래가 활발하였는데, 대림산업의 Kraton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 SK종합화학의 프랑스 Arkema 

기능성폴리올레핀 사업부 인수, SK실트론의 DuPont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 인수, 호텔신라의 미국 면세점 3Sixty 

지분인수, 현대카드의 베트남 카드사 지분인수 등이 이루어졌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 및 전기차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하여 해외기업과의 JV, 지분투자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진행함.   

사모펀드 부문에서는 한국유리공업, 메디트, 테스나 등의 인수가 이루어졌고, 태림포장과 영실업의 매각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비케어, 로젠택배, 헬스밸런스, 플레이타임그룹의 매각 작업이 시작됨. 

Top 5 Deals 
(단위: 억원) 

Target 사업 내용 거래 지분(%) Seller Buyer Deal Value 

웅진코웨이 가전 렌탈 25.08 웅진씽크빅 넷마블 18,000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자산 및 

운영권 
SK네트웍스 

코람코자산신탁-

현대오일뱅크 
13,000 

카미시아 광구 

(페루) 
가스전 17.6% SK이노베이션 

Pluspetrol 

(아르헨티나) 
12,600 

Kraton의 카리플렉스 

사업부 
합성고무 및 라텍스 사업부 인수 

Kraton 

(미국) 
대림산업 6,300 

DuPont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 

전략반도체용 

웨이퍼 
사업부 인수 

DuPont 

(미국) 
SK실트론 5,360 

주요 딜 일정 
(단위: 억원) 

Target 사업 내용 거래 지분(%) Seller 일정 및 진행 현황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업 31.05 금호산업 

11월 7일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애경-스톤브릿지캐피탈,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KCGI-

뱅커스트릿 PE 

케이에스넷 VAN, PG 100.00 
Net One 

(남아공) 

11월 11일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BC카드, 스톤브릿지캐피탈-

페이레터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52.80 스틱인베스트먼트 11월 7일 예비입찰 예정 

KDB생명보험 생명보험 92.73 KDB 11월 중 예비입찰 예정 

(*) 출처: Mergermarket, Deloitte Analysis,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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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Market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호텔신라 

• 미국 기내면세점 업체 ‘3식스티(3Sixty)’의 지분 44%를 1억 2100만 달러(약 1420억원)에 인수하였고, 지분 23%에 

대해서 5년 뒤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맺어 향후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 3식스티의 지난해 

매출은 약 8000억원으로 세계 20위 면세사업자이나 기내면세점 부분에서는 1위 업체로 에어캐나다, 버진에어웨이, 

싱가포르에어라인 등 21개 항공사에서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크루즈터미널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약 4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호텔신라는 이번 인수를 통하여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고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의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APTIV(앱티브)와 총 40억달러 규모(약 4조 8000억원)의 JV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개발해 나가기로 함. APTIV는 전장부품 및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2017년 델파이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인지시스템, SW 알고리즘, 컴퓨팅 플랫폼, 데이터 및 배전 등 업계 최고의 자율주행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JV는 50:50의 구조로 설립되며 현대차그룹은 현금 16억달러,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4억달러 가치의 

유무형자산을 현물출자 하며, 앱티브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지적 재산권 및 자율주행사업부 개발 인력 700명을 출자할 예정.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가 총 2조 4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게 되며 현대차그룹은 JV를 통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하여 자율주행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독일의 전기차 초고속충전업체 IONITY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여 지분 20%를 확보함. 

아이오니티는 BMW그룹, 다임러 AG, 폭스바겐그룹, 포드 모터 등 완성차 업체 4개사가 유럽 전역에 초고속 충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1월 공동 설립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 업체로, 현재까지 유럽 전역 고속도로망에 140여개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완료하는 등 유럽 최대 초고속 충전 사업자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니티의 

초고속 충전사업 노하우를 내재화 해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기아자동차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코드 42’에 150억원을 투자함. 지난 4월 현대차가 20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이번 

라운드에서 기아차 외에 LG전자, SK텔레콤, CJ 그룹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 코드 42가 주력 개발하고 있는 

UMOS(유모스)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딜리버리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이용해 라이드 

헤일링, 카 셰어링, 로봇 택시, 스마트 물류, 음식 배달, 이커머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활용한 

ATaaS(Autonomous Transportation as a Service)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미국 라이다(LiDAR) 센서 업체인 Velodyne(벨로다인) 에 약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고 라이다 양산과 관련한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함. 양사는 2021년 Level 3 자율주행용 라이다시스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대글로비스 

• 중국의 완성차운송전문 물류기업인 ‘롄허물류’와 합작사 ‘장쑤거롄물류유한공사’를 설립하기로 함. 베이징글로비스가 신설법인 

지분의 51%를 투자하고, 나머지 49%를 롄허물류가 투자할 예정이며 양사는 중국현지에서 각각 수행하던 완성차 운송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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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추가로 신규 화주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 글로비스는 이번 합작사 설립에 따라 롄허물류의 기존 고객인 

지리기차, 창청기차, 광저우기차 등 중국 현지 메이커의 완성차 운송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됨.  

 

SK 그룹 

SK㈜ 

• 제주도에서 박물관 및 콘도 사업을 하고 있는 ㈜휘찬의 지분 100%를 278억원에 인수함. 휘찬은 서귀포시에 다빈치뮤지엄 및 

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K는 휘찬의 부지를 활용해 계열사와 시너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SK네트웍스의 자회사인 

SK핀크스는 해당 부지 근처에서 호텔(포도호텔, 디아넥스호텔) 및 골프장(핀크스 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음. 

SK 네트웍스 

• SK네트웍스는 전국 324개의 직영주유소의 매각을 진행한 결과 코람코자산신탁-현대오일뱅크 컨소시엄을 우협으로 선정함. 

컨소시엄은 약 1조 3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유소 자산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위탁운영하는 구조임. 딜이 완료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사업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됨 (SK에너지(3404곳), 

현대오일뱅크(2542곳), GS칼텍스(2387곳), 에스오일(2099곳)). 

 

• SK네트웍스는 Car-Life 사업부문에서 ‘SK렌터카’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말 인수한 AJ렌터카로 렌터카 사업을 이관함. 

SK네트웍스는 1625억원 규모의 AJ렌터가 지분을 받아 지분율이 42.24%에서 64.23%로 상승하면서 AJ렌터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됨. 

SK 이노베이션 

• 페루 카미시아 가스전 88광구와 56광구에 대한 보유지분 17.6% 전량을 남미 및 아프리카지역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Pluspetrol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가액은 약 10억 5200만 달러임. 매각대금은 전기차 배터리 및 미국 

셰일가스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 

SK 실트론 

• 미국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 사업부를 4억 5000만달러(약 5360억원)에 인수함. 듀폰이 

보유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기술은 기존 실리콘에 탄소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로 전력 반도체용 웨이퍼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압·고열에서도 견딜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전기차 등에 사용되고 있음. SKC의 KCFT 인수 등, SK그룹은 전기차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고 있음. 

SK 종합화학 

• 패키징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 아르케마(Arkema France SA)의 기능성 폴리올레핀(Functional Polyolefin) 

사업부를 3억 3500만유로(약 4400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프랑스 내 3개 생산시설과 함께 기능성 폴리머 4개 제품 기술을 

확보하게 됨. SK종합화학은 고기능성 포장재 사업을 차세대 성장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왔는데, 

2017년 미국 다우에서 접착층과 차단층 핵심 소재인 에틸렌 아크릴산과 폴리염화비닐리덴 사업을 인수하며 북미 지역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유럽에서도 자산을 인수하면서 고기능 포장재 제품군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SK 텔레콤 

•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하에 통신·커머스·디지털 콘텐츠·미래 ICT 등 

4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함. 이번 거래를 통하여 SK텔레콤은 카카오의 지분 2.5%를 취득하게 

되며, 카카오는 SK텔레콤의 지분 1.6%를 취득하게 됨. 

•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푹(Pooq)를 결합하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Wavve)를 출범하였고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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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설립한 글로벌 1위 폴리이미드 필름 생산업체 SKC코오롱 PI매각이 진행 중이며, 11월 4일 진행된 

본입찰에 한앤컴퍼니와 글렌우드 PE가 참여함. 

 

LG 그룹 

LG 유플러스 

• 전자결제(PG) 사업부 매각을 위하여 비바리퍼블리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 송금 및 금융상품 

판매 중개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0억대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LG CNS 

• ㈜LG가 보유한 지분 85% 중 35%의 매각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5일에 진행된 본입찰에 맥쿼리 PE와 KKR이 

참여하였으며 11월 6일 맥쿼리 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롯데그룹 

롯데캐피탈 

•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은 롯데캐피탈에 대한 보유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계열사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함.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각각 25.64%, 11.81%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대금은 4867억원임.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에 이어 

롯데캐피탈을 매각하면서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충족하게 됨.  

 

한화그룹 

한화에너지 

• 한화에너지는 미국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제조업체 Nikola Motor Company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억달러를 

투자함. 니콜라의 대표 제품인 수소연료전지 트럭은 1만 4000대 이상이 사전 주문될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현재 

수소 충전소 사업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 중으로 한화 외에 보쉬, 이태리 상용차 업체 CNH등이 투자자로 참여함.  

한화에너지는 기존 영위하던 집단에너지사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더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종합에너지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CJ그룹 

CJ CGV  

•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법인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25%를 Pre- IPO 방식으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펀드에 약 3800억원에 매각함. 향후 해당 SPC를 홍콩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방안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임.  

CJ ENM  

• CJ ENM과 JTBC는 각 사의 콘텐츠를 통합 서비스하는 OTT 사업을 위한 JV를 설립하여 통합 OTT를 중심으로 국내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함. CJ ENM이 1대 주주, JTBC가 2대 

주주로 참여하며 통합 OTT 플랫폼은 CJ ENM의 ‘티빙(TVING)’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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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 미국 화학회사 Kraton(크레이튼)의 Cariflex(카리플렉스) 사업부를 5억 3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인수함. 크레이튼은 

미국 휴스턴에 있는 폴리머 제조 글로벌 기업이며, 카리플렉스 사업부는 고부가가치 합성고무와 라텍스를 생산하며 공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근처 폴리니아에 소재하고 있음. 제품은 주로 수술용 장갑과 주사용기의 고무마개 등 의료용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며, 회사의 라텍스는 세계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시장 1위 제품임. 대림산업은 이번 인수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의료용 소재 뿐 만 아니라, 고기능 라텍스, 접착제 원료, 코팅제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개발 및 투자를 이어갈 계획임. 이번 인수는 창사 이래 최초의 outbound deal이며 내년 

1분기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 

 

카카오그룹 

카카오모빌리티 

• 타고솔루션즈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택시회사 대표들이 보유 중이던 지분 70%를 인수하고, 

회사명을 카카오모빌리티의 영문 앞글자를 딴 케이엠솔루션(KM Solution)으로 변경함. 타고솔루션즈는 2018년 9월 설립된 

택시 가맹사업체로 4500여대 택시를 보유한 법인택시회사 50여 곳이 소속되어 있으며, 승차 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블루'를 

카카오 T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음.  

• 택시면허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서운수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며, 진화택시, 중일산업에 이은 세번째 택시회사 인수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를 이어감. 

 

넥슨 

• 신주인수 방식으로 원더홀딩스에 3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였고 지분 11.1%를 취득함. 원더홀딩스는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와 게임 개발사 ‘원더피플’, ‘에이스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임.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게임 개발 및 

라이브 서비스를 위하여 협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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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지분을 우리금융지주로 이전하면서 대가로 받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5.83% 중 4%를 3585억원에 대만 

푸본생명에 매각함. 은행은 지주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잔여 지분 1.83%도 처분해야 함.  

•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JC파트너스가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현대카드 

• 베트남의 소비자금융업체인 FCCOM(Finance Company Limited for Community)의 지분 50%를 490억원에 인수함. 

FCCOM은 베트남 중견 은행 MSB(Vietnam Maritime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의 100% 자회사로, 양사는 

50:50 JV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함. 현대카드는 금융상품과 마케팅,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금융 등의 분야에서 선진금융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시장에 정통한 MSB는 영업과 실무 오퍼레이션 부문을 담당할 예정임.  

MG 손해보험 

• 대주주를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 파트너스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금감원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게 됨.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펀드에는 우리은행과 애큐온금융그룹이 각각 200억원, 100억원씩 선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며, 이외에 리치앤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각 400억원,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외에 기존 인수금융 대환대출 1000억원 펀딩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더케이손해보험 

• 교직원공제회는 삼정 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여 더케이손해보험 매각을 진행함. 더케이손해보험은 2003년 온라인 

자동차보험 특화 보험사로 출범하였고 순차적으로 손해보험 전종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여 2014년 종합손해보험사가 됨. 

2018년 약 5100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두었으며, 작년말 순자산 규모는 약 150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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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아시아나항공, LG CNS, SKC코오롱 PI와 같은 대형 딜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거래는 한국유리공업, 

메디트, 테스나 등 3000억원 대의 중형 딜이 주를 이루었음. 가장 주목 받았던 딜은 메디트로, 국내외 SI 및 FI의 관심을 받았으나 

대주주들은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FI를 선호하였고 유니슨이 인수에 성공함.  

태림포장과 영실업이 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SI들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포트폴리오 자산의 매각 

작업이 착수된 건이 다수 있었음. H&Q의 플레이타임그룹,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헬스밸런스, 베어링 PEA의 로젠택배,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유비케어 등의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주요 인수거래 

(단위: 억원) 

Target 사업 내용 거래 지분(%) Seller Buyer Deal Value 

CJ CGV 

중국▪동남아 사업 
멀티플렉스 25.00 CJ CGV MBK파트너스 3,800 

한국유리공업(*) 유리제조 100.00 
Saint Gobain 

(프랑스) 
글렌우드 PE 3,300 

메디트(*) 치과용 3D스캐너 50.00+1주 개인 등 유니슨캐피탈 3,200 

테스나(*)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 

29.99% 및 

메자닌 투자 
29.99% 

에이스에쿼티 

파트너스 
2,027 

디쉐어(*) 영어 교육 50.00+1주 개인 VIG파트너스 1,650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Target 사업 내용 거래 지분(%) Seller Buyer Deal Value 

태림포장 

태림페이퍼 

골판지 상자 

   골판지 원지 

71.00 

100.00 
IMM PE 세아상역 7,000 

영실업 완구 100.00 
Pacific Alliance 

Group 
미래엔-엔베스터 2,000 

신우 플라스틱 용기 100.00 J&W파트너스 삼화왕관 737 

웰리브 단체급식 100.00 베이사이드 PE 
페트로뱅크-

정오 F&B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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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M&A (Part 1) 

혁신 기업의 인수를 통한 가치 창출  

The rise of disruptive M&A 

지난 몇 년간 격변적인 M&A의 부상은 시장의 주목할만한 특징 중 하나다. 딜로이트의 분석 결과는 2015-2018년 사이 격변적 

기술기업의 M&A에 8,800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2,200억 달러가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통해 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이 비기술기업의 첨단기술 자산 취득과 관계 있는데, 이는 M&A 거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재무적인 이익에 더해, 이들 거래는 새로운 기술, 인재, 운영 모델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 중요 격변적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2017-18 M&A 거래 규모 

 

출처: Pitchbook 데이터에 근거한 딜로이트의 분석 

격변적인 M&A는 빠른 속도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한다. 어떤 산업도 그러한 M&A를 뒷받침하는 격변적 기술과 메가트렌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융합은 서로 다른 산업 혹은 제품들의 다양한 특성의 통합을 통한 차별화되고 모듈화된 산업 혹은 제품의 창조를 

목표한다.  

Disruptive M&A strategy: A series of choices 

전략은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다. 혁신 주도적 성장 전략은 두 가지 분명한 선택의 관점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어디서 '활동'하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말이다.  

 핵심 역량 향상: 혁신적 제품 혹은 기술의 획득을 통해 기존 핵심 역량의 강화를 꾀한다. 대부분의 격변적인 혁신 투자가 이 

영역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인접 영역으로 진출: 기존 비즈니스를 '기업에게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다. 예를 들어, 소비재 제품 제조사가 플랫폼을 인수한 후 

구독모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다. 

 새로운 변환적 비즈니스 창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 대한 변환적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목표한 투자. 산업이 근본적인 

격변의 시작점에 도달했을 때 기존 기업들이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자동차제조사의 자율주행을 위한 AI 기술 투자)  

혁신 주도적인 성장 전략을 개발할 때 기업은 장단기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3가지 단계 전반에 걸친 투자전략이 

수반될 수 있다. 격변적인 M&A는 혁신 주도적인 성장 및 사업의 변환에 도움이 되는 투자 기회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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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격변적인 M&A 전략 

 

Building the opportunity pipelines 

일단 격변적인 M&A 전략이 분명해지면, 다음 단계는 지속가능한 기회의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이 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격변적인 시장의 감지: 기업은 격변적인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 및 다양한 산업들의 미래 융합을 감지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변화의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은 핵심, 인접 시장, 변환적 투자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정보에 기반해 결정할 수 

있다.  

 생태계 참여: 기업은 스타트업, 학계, 선도적인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정부 대표자, 그리고 심지어 다른 

기업들과의 잠재적인 관계 파악을 위해 적극적인 생태계 참여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혁신 허브의 파악: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핵심 혁신 허브와의 연결은 생태계 참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가 이들 허브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동부 해안 지역, 이스라엘, 영국 등) 

Deloitte disruptive M&A framework 

격변적인 M&A는 단지 거래에 관한 것뿐만이 아닌, 투자 기회의 포트폴리오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이 혁신 주도적인 성장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투자: 조직이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견, 육성,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역량으로서 벤처 투자 역량 개발 

 인수: 새로운 성장 및 수익 원천의 발굴을 가능케 하는 역량, 제품, 기술의 인수를 위한 격변적 M&A 전략의 수립 

 협업: 공동 혁신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들과 협업 

모든 투자 기회를 평가하면서 이들 세 가지 대안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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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loitte disruptive M&A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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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비상장주식 거래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 추진  

개정시 2020. 4. 1. 주식양도분부터 0.5%→0.45% 적용  

• 기획재정부가 2019.7.26. 비상장주식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코스피 등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9.6.3. 이후 

양도분 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됨) 

• 해당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2020.4.1.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됨.  

• M&A 상 주식양수도 거래시 주식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자인 경우 주식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비상장주식 
0.5% 

(농특세 없음) 

0.45% 

(농특세 없음) 

2020.4.1.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코스피 
0.3%  

(거래세 0.15%, 농특세 0.15%) 

0.25% 

(거래세 0.10%, 농특세 0.15%) 

2019.6.3. 부터 세율 

인하 시행됨 

코스닥 
0.3% 

(농특세 없음) 

0.25% 

(농특세 없음) 

코넥스 
0.3% 

(농특세 없음) 

0.1% 

(농특세 없음) 

K-OTC 
0.3% 

(농특세 없음) 

0.25% 

(농특세 없음) 

 

대법원 “실질적 주주권 행사 못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 두 3591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S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자 A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임. A사는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부도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인인 S건설에게 사업부지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함. 

• 위 양도 과정에서 S건설은 원고에게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는 A사의 나머지 주식 50%를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후 그 

보유주식 전부를 S건설에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요구대로 A사 주식을 추가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을 

100% 주주로 등재하였고 그로부터 6일 후 보유주식 전부를 S건설에 양도함. 

• 피고 용인시는 원고가 A사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A사 건설용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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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시사점 

• 대상회사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과점주주”)는 대상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해당 지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또는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M&A 목적상 대상회사 지분 인수시 발생하는 간주취득세는 추가 인수 비용(세무상 주식 취득원가 

구성)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단,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인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주주명부상 보유지분율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지배자만 과점주주로서 그 지분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 사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고 6일 후 곧바로 양도하여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부정된 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주식 양수의 

경위와 목적, 추후 양도 경과 등에 따라 과점주주의 실질적 주주권 행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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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Digital Technologies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의 5 가지 방향성 

By David Schatsky 외 2인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정보(IT)에 대한 자본 투자를 축소하고, 서비스 제공 속도의 가속을 

목표로 삼아 일부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해 왔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전사적 디지털 

변환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첨부파일(PDF): 국문 번역본 

 

Consumer Products & Retail 

한국 유통산업의 미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By 이상근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유통산업의 혁신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딥러닝,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더 스마트하고 혁신적으로 변할 것이며 소비자가 회사보다 더 똑똑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가 될 것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Life Science 

<잭과 콩나무>에서 배우는 제약 산업 R&D 포트폴리오 관리 

By 김경훈 이사 외 1인, 딜로이트 컨설팅 

 

영국 동화 <잭과 콩나무>에서 전 재산인 소 한 마리를 강낭콩 씨앗과 맞바꾼 잭은 하룻밤 

안에 쑥쑥 자라나는 강낭콩으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여기서 잭의 성공은 단순한 

횡재였을까? 본고는 우화의 형식을 빌어 제약 산업의 투자 의사결정의 성패가 연구개발의 

다면적 특성을 빠짐없이 고려한 평가와 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누적되어 나타난 포트폴리오 

관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korea-review/13/kr_insights_deloitte-korea-review-13_08.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19/kr_consumer_issue-highlights_20191028.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korea-review/13/kr_insights_deloitte-korea-review-13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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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Financial Advisory Service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는 M&A 거래 자문과 더불어 PMI 전략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및 

컨설팅,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재무적 투자자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Advisory Services 

• M&A Lead Advisory Services 

• Financial Due Diligence 

• Valuation Services 

• PMI 컨설팅 및 Value Creation Services 

Restructuring Services 

•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자문 

• 위기관리 컨설팅  

• 부실채권 거래 자문 

Real Estate 

• 국내 및 해외 부동산 거래 및 개발프로젝트 자문  

• 리테일 부동산 개발 전략 자문 

• 투자 타당성 검토  

Energy & Infra 

•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검토 및 거래 자문 

• 자원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거래 자문  

•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자산 및 선박, 항공기 등의 대체투자 자문  

Financial Crisis 

• 포렌직 부정조사 및 방지 자문 

• 디스커버리 및 분쟁조정 지원 

• 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및 방지 자문 

• 금융기관 및 기업의 법규준수 및 운영위험 평가, GAP분석,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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