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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11-12월에는 100여 건, 약 20조원 규모(1)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 대성산업가스, 아시아나항공, LG 

CNS와 같은 빅딜의 인수자가 결정되었고, 독일 Delivery Hero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Estee Lauder 의 

해브앤비(닥터자르트) 인수와 같은 대규모 inbound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조 단위 빅딜이 다수 이루어짐.  

업종별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더불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발표되었고 웅진코웨이 딜의 SPA가 

체결되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렌탈, BS렌탈, 모두렌탈 등 3건의 렌탈업체 딜이 연이어 이루어졌음. 금융권에서는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매각이 진행 중이며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매각이 착수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효성그룹은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성캐피탈 매각을 고려하고 있음.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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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형제들(2) 

(배달의 민족) 
배달 플랫폼 100.00 개인 대주주 및 FI 

Delivery Hero 

(독일) 
47,500 

대성산업가스 산업용 특수가스 100.00 MBK 파트너스 
맥쿼리아시아 

인프라펀드 
25,000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업 
31.05 및 

신주 인수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25,000 

Texas Express 

Pipeline(미국) 

천연가스 액화물 

운송 파이프라인 
35.00 N/A 

IMM인베스트먼트-

Arc Light Capital 
20,000 

해브앤비 

(닥터자르트) 
화장품 66.70 개인 대주주 

Estee Lauder 

(미국) 
13,300 

LG CNS 시스템 통합(SI) 35.00 ㈜LG 맥쿼리 PE 9,516 

(2) 지분 87%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4년 후 Delivery Hero 본사 지분과 교환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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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택배 100.00 베어링 PEA 1월 15일 예비입찰 예정 

푸르덴셜생명보험 생명보험 100.00 
푸르덴셜파이낸셜 

(미국) 
1월 20일 예비입찰 예정 

플레이타임그룹 키즈카페 100.00 H&Q 코리아 12월 18일 예비입찰 진행함 

세하 백판지 제조 

71.60 

및 매출채권 

503억원 

유암코 

12월 19일 예비입찰 진행함. 한국제지, 

영풍제지, 아세아제지 등이 참여하였고 

1월말 본입찰 예정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52.07 

스틱인베스트먼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12월 30일 본입찰 진행. 한화생명 

컨소시엄, GC녹십자 컨소시엄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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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삼성디스플레이 

• 폴더블폰에 적용되는 초박형 유리(UTG, Ultra Thin Glass) 제조 업체 도우인시스의 경영권을 확보함. 도우인시스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이미 지분을 투자했던 회사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추가지분 인수를 포함하여 총 255억원을 투자하여 

지분 27.7%를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추가로 인수할 예정임. 도우인시스는 2010년 

설립된 회사로 UTG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업체로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1억원, 5억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음. 삼성전자는 갤럭시폴드에 일본 스미토모화학 투명폴리이미드(PI)필름을 사용했지만, 

UTG는 기존 투명 PI필름 대비 투사율과 내구성이 좋아 갤럭시폴드 2부터 초박형 유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SK 그룹 

SK㈜ 

• SK그룹은 국민연금과 10억달러(약 1조 2000억원) 규모로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중국의 벤처캐피탈 힐하우스캐피탈과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 코파펀드에는 SK그룹과 국민연금이 각각 5억달러 규모로 출자하며 주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 투자에 집중할 예정으로 SK동남아시아투자법인이 출자함.  

• 힐하우스캐피탈은 중국 최대 투자회사 중의 하나로, 온라인 기업인 텐센트, 온라인 쇼핑몰 징둥, 소셜커머스 업체 메이퇀 등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신선식품 새벽배송 사업을 하는 마켓컬리 

등에 투자하였음. SK차이나가 투자펀드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하며, 펀드는 바이오, 소재,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S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짐.  

SK 머티리얼즈 

• 산업용 탄산가스(CO₂) 제조업체인 한유케미칼의 지분 80%를 400억원에 인수하여 제품 라인업을 확대함. 한유케미칼은 

2002년에 설립되었고 식품 보관용, 산업용으로 탄산가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반도체업체향 매출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매출액 약 150억원 내외의 중소기업으로 반도체용 탄산가스 품질검증을 통과한 몇 안되는 강소기업으로 반도체 부문의 매출 

확대가 기대됨.  

SK 에너지 

• 중국 항저우의 아스팔트 수입·유통 업체 절강보영과 합자법인 ‘절강보영SK물자집단유한공사’를 설립함. SK에너지는 4.5억위안 

(약 760억원)을 투자해 JV의 지분 49%를 확보하고 공동 경영하기로 함. 양사는 1996년부터 거래를 해 왔으며, SK에너지는 

이번 투자로 울산CLX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에서 

원재료 소싱, 저장, 개질아스팔트(PMA) 가공, 물류 및 판매에 이르는 전체 아스팔트 사업의 밸류 체인에 참여하게 됨. 중국은 

전세계 1억 톤 규모 아스팔트 시장에서 약 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아스팔트 수요국이며 향후 매년 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LG 그룹 

LG CNS 

• ㈜LG가 보유한 지분 85% 중 35% 매각을 위하여 맥쿼리 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거래가격은 9516억원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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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호텔롯데 

• 하나금융투자와 함께 미국 시애틀 도심에 있는 '호텔앳더마크(Hotel at the Mark)’를 1억 7500만달러(약 2400억원)에 

인수하였고 내년 6월부터 '롯데호텔시애틀' 간판을 걸고 위탁 운영할 계획임. 호텔은 44층 높이 건물의 1층부터 16층까지 총 

189실 규모이고, 연회장으로 쓰이는 별관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교회 건축물로 유명함. 하나금융투자와 호텔롯데는 

지난 9월 '글로벌 호텔 체인 확장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인수는 협약에 따른 첫 사업임.  

 

한화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비핵심사업 정리를 위하여 외식사업부(Food Culture)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할한 후 

VIG파트너스에 매각하였고 매각가액은 약 1000억원으로 알려짐. 외식사업부의 2018년 매출은 약 7180억원이며, 

사업부는 위탁급식 및 식자재유통, 레스토랑, 컨세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탁급식사업 브랜드인 ‘푸디스트’, 종합 식자재 전문 

브랜드인 '소후레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중식당 '티원', ‘도원’ 등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음.  

 

HDC 현대산업개발 

•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시아나 항공을 2조 500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이 2조 101억원을, 

미래에셋대우가 4899억원을 부담함.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 31.05 %를 3228억원에 인수하고, 

2조 17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구주는 주당 4700원, 신주는 주당 5000원에 인수하게 되며, 거래는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등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임. HDC그룹은 5월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 33위였으나 

이번 인수로 그룹서열 17위로 올라서게 됨.  

 

두산그룹 

㈜두산 

• 면세점사업부를 현대백화점에 매각함. 현대백화점은 두산타워에 위치한 면세점 매장을 연 100억원에 5년간 임차하고 관련 

집기, 재고 등을 약 1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면세점 시장이 중국 따이궁(보따리상)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송객수수료가 

폭등하여 흑자를 내기가 어려워졌고, 롯데·신라·신세계 등 업계 '빅 3'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시장 구조에 따라 중소형 

면세점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4년만에 사업을 접게 됨.  

두산밥캣 

• 미국 조경장비 전문업체인 ‘쉴러그라운드케어(Schiller Ground Care)’로부터 승용 잔디깎기 기기 ‘제로턴모어(ZTR Mower) 

사업부’를 8200만달러(약 971억원)에 인수함. 제로턴모어는 제초, 잔디깎기 등 조경작업을 하는 장비로, 제로턴(zero-turn, 

0도 회전반경) 방식을 적용해 작업의 효율성이 뛰어남. 두산밥캣은 이번 인수를 통하여 최근 출시한 콤팩트 트랙터에 이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농업과 조경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애경그룹 

제주항공 

•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의 지분 51.17%를 약 695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음. 구주 

인수금액이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데, 이스타항공은 신규자본 유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후 유상증자를 고려하여 구주 인수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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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음. LCC 1위인 제주항공은 B737NG 기종 4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은 같은 기종 21대와 

B737MAX 기종 2대 등 총 23대를 운영하고 있어, 인수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총 68대의 기재를 운영하게 됨.  

 

신세계그룹 

이마트 

• 지난해 인수한 미국 식품유통기업 굿푸드홀딩스를 통하여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 ‘뉴시즌마켓(New Season Market)’을 

2억 7500만 달러(약 3280억원)에 인수함. 뉴시즌마켓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 2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굿푸드홀딩스의 

24개 매장과 더하면 이마트의 미국 내 매장은 총 45개로 늘어남. 이마트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프리미엄 슈퍼 PK마켓 

1호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미국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코오롱그룹 

코오롱화이버 

•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위생용 부직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코오롱화이버를 사모펀드인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옐로씨매니지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함. 코오롱화이버는 지난 5월 코오롱글로텍에서 물적 분할돼 설립되었고, 컨소시엄은 구주 

100%를 430억에 인수하고 18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함. 이번 매각을 통하여 코오롱그룹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매각 대금은 자동차시트 원단 등을 제조하는 코오롱글로텍의 설비 보강 등에 투입될 예정임. 

SKC 코오롱 PI 

•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SKC코오롱 PI를 글렌우드 PE에 6080억원에 매각함.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각각 

27.03%를 보유하고 공동 경영하고 있었으며, 각 사로의 매각 대금 유입금액은 3040억원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신성장 투자 및 재무구조 건전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매각 자금은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카카오 

카카오커머스 

• 전자상거래 부문의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와 카카오메이커스를 합병하고 합병법인 ㈜카카오커머스를 출범함.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스토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메이커스는 2016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주문생산 

방식의 중소상공인 유통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음. 양사가 합병되면 전자 상거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경영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카카오키즈 

• 온라인 영어교육업체인 야냐두를 인수하여 합병을 진행함. 카카오키즈와 야나두의 합병 비율은 1 대 0.6이며 인수금액은 따로 

공개하지 않음. 양사는 콘텐트 제휴를 통해 1년여간 유아 영어 프로그램 '야나두 주니어'를 카카오키즈 앱을 통해 출시한 바 

있으며 "1년간의 협업 과정에서 교육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지향점이 일치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힘. 100만 

회원을 보유한 성인 대상의 영어 교육 플랫폼인 야나두와의 이번 합병을 통해 유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며, 교육 콘텐트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인공지능(AI) 기반 러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임. 

카카오M 

• 카카오M은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통하여 공연기획사 쇼노트의 지분 100%를 인수함. 쇼노트는 국내 유력 공연제작사 

중의 하나로 2005년부터 뮤지컬, 연극, 콘서트, 팬미팅, 전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특히 뮤지컬 '헤드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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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등과 연극 '졸업', '버자이너 모놀로그'를 제작하였고 YB, 이소라, 몬스타엑스, 포미닛 등의 콘서트, 

김제동의 토크콘서트 등을 제작함. 기존 음악 사업과의 시너지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 네이버는 사내독립기업인 네이버페이를 물적 분할하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여 미래에셋그룹 으로부터 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생명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며 미래에셋그룹이 지분 30%를 

보유하게 됨. 양사는 2017년부터 상호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금융 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핀테크 시장에서 금융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임.  

라인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 산하 일본 포털 업체 야후재팬이 경영통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하며, 이후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의결권 비율 50:50의 

합작회사가 되고 상장폐지 될 것임. 합작회사는 다시 야후재팬을 지배하고 있는 Z홀딩스 보통주를 공개 매수하고 Z홀딩스 

산하에 라인(운영회사)과 야후재팬을 두는 구조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사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을 계기로 AI 

연구개발에 매년 1000억엔(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월간활성사용자 1억명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사용자를 기반으로 AI 

기반 기술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전략. 

 

 

HSG 중공업 

• 경남 창원시에 본사가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인 HSG중공업은 큐리어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정관리 기업인 

성동조선해양을 2000억원에 인수함.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중견 조선소였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경영난을 겪으면서 채권단 관리를 거쳐 2018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 

HSG중공업은 성동조선의 야드를 당분간 선박 대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조기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임.  

 

한국제지 

• 4대 제지업체 중의 하나인 한국제지는 골판지제조업체인 원창포장공업 지분 910%를 약 900억원 인수함. 한국제지는 

인쇄용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복사지 브랜드 ‘밀크(MILK)’로 잘 알려져 있으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골판지 원지 및 

상자를 제조하는 원창포장공업을 인수함. 원창포장공업의 2018년 매출은 1230억원이며 경남 김해에 생산 공장 두 곳이 있고 

세종시에도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음. 인수를 위하여 한국제지는 계열사인 해성산업, 한국팩키지와 함께 ‘해성팩키지주식회사’ 

(SPC)를 설립하여 인수함. 

 

  

javascript:;
http://stock.hankyung.com/apps/analysis.current?itemcode=A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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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KB국민은행 

• 캄보디아 1위 소액대출은행 프라삭(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지분 70%를 약 7000억원에 인수함.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의 경우 여신 기능이 없는 MFI(Micro Finance Institution)와 여신 업무 취급이 가능한 

MDI(Microfinance Deposit-taking Institution)로 나뉘는데, 프라삭은 MDI로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금융기관임.  

장기적으로 프라삭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KB국민은행의 리테일 역량을 이전하여 캄보디아 내 선도은행으로 도약 

시키겠다는 전략이며,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으로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임. 잔여지분 30%는 2년 이후 

취득하기로 기존 주주인 스리랑카 기업 란카오릭스(LOLC), 뱅크오브이스트아시아(BEA) 등과 협의함.  

 

KB국민카드  

• 인도네시아 여신금융전문회사 ‘PT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PT Finansia Multi Finance)’ 지분 80%를 8128만 달러(약 

950억원)에 인수함. 회사는 자동차·오토바이·내구재 할부금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지점 137개 등 

총 248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신 취급액 기준으로 오토바이 담보 대출과 내구재 대출은 각각 업계 

3위, 자동차 담보 대출은 업계 5위를 차지하고 있음.  

 

광주은행 

•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을 통해 모건스탠리가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organ Stanley 

Gateway Securities, MSGS)' 지분 100%를 약 195억원에 인수함. 2006년 설립된 MSGS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중견 증권사로, JB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은행, 캐피탈에 이어 증권업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으며 

캄보디아, 미안마, 베트남을 거점으로 동남아 금융벨트를 구축하게 됨.  

 

SK 증권 

• 헤지펀드에 강점을 지닌 사모전문운용사 트리니티자산운용의 지분 7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함. SK증권은 이번 인수를 통하여 운용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룸.   

 

푸르덴셜생명보험 

•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한국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1월 

20일에 예비입찰이 예정되어 있음. 푸르덴셜생명은 2018년 6월 말 기준 자산총액 20조 원으로 생보업계 11위, 

당기순이익은 5위 수준이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505%로 당국 권고기준인 150%를 크게 웃도는 우량 생보사임. 

미국 푸르덴셜은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적용에 따른 자본확충 문제 등으로 자본부담이 늘어나자 한국을 포함해 일부 

해외법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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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사모펀드들의 인수거래가 활발하여 조 단위 딜의 주요 인수자가 되었고, 1000억원 이하의 소형 딜도 다수 이루어 졌음. 특히, 

IMM인베스트먼트가 미국 재무적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한 Texas Express Pipeline딜은 국내 PE에 의한 대규모 

해외투자로 주목을 받았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수금융도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매각 성사 건은 많지 않은 가운데 대성산업가스와 헬스밸런스가 세컨더리 딜로 소화되었고, 유비케어, 로젠택배, 플레이타임그룹의 

매각이 진행 중임. 규모는 작은 편이나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는 CS베어링의 상장을 통하여 엑싯 방안을 마련함.  

 

주요 인수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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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as Express 

Pipeline(미국) 

천연가스 액화물 

운송 파이프라인 
35.00 N/A 

IMM인베스트먼트-

Arc Light Capital 
20,000 

LG CNS 시스템 통합(SI) 35.00 ㈜LG 맥쿼리 PE 9,516 

SKC코오롱 PI(*) 
폴리이미드(PI) 필름 

제조 
54.06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글렌우드 PE 6,080 

케이에스넷(*) VAN, PG 100.00 
Net One 

(남아공) 

스톤브릿지캐피탈-

페이레터 컨소시엄 
2,700 

해마로푸드 

서비스(*) 
햄버거 프랜차이즈 

57.85 및 

메자닌 
개인 대주주 케이엘앤파트너스 1,937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 80% 개인 대주주 등 프랙시스캐피탈 1,200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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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산업가스 산업용 특수가스 100.00 MBK 파트너스 
맥쿼리아시아 

인프라펀드 
25,000 

헬스밸런스 
건강기능식품, 

이유식 
100.00 앵커에쿼티파트너스 TPG 2,800 

파인리조트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77.00 유진 PE 무림그룹 1,000 

CS베어링(*) 풍력베어링 N/A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IPO를 통한 

구주매각 
304 

(*) Deal Value는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의 보유 주식수에 상장일(11월 21일)의 종가를 곱한 금액. 일부 매각 후 2대주주로서 지분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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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M&A (Part 2) 

혁신 기업의 인수를 통한 가치 창출  

격변적 M&A 투자는 장기적인 변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들은 실제로 그러한 거래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귀사는 적합한 인수자인가? 리더들은 조직이 격변적 M&A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비전, 리더십, 투자, 

문화, 인센티브 및 통합 접근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Valuation: Reflecting risk and reward 

초기 단계에서 인수대상기업의 가격을 산정하려면 위험 및 잠재수익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적합한 성장 가정과 미래 결과를 

고려한 상방/하방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현금흐름 및 수익 분석은 탄탄한 밸류에이션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보에 입각한 

밸류에이션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적 인수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고려할 수 있다.  

1. 경제적 기회 평가 – 산업 및 시장 분석을 통해 인수대상기업의 혁신 및 가치 창출 동인과 관련한 시장 기회를 확인하고 평가하라. 

2. 잠재적인 상업적 성공/실패 시나리오 파악 – 인수 대상의 성숙도 및 가치창출 기회를 고려하여 정보에 입각한 예측을 하라. 

3. 확률 가중 시나리오 및 잠재 수익 시뮬레이션 – 파악한 상업적 시나리오에 대하여 적합한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적용하라. 수익 

기반 접근법과 시장 기반 접근법을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잠재적 결과에 대한 확률 가중치는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인수자는 잠재적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상기 단계에 대한 고려는 격변적 비즈니스에 대한 인수자의 투자 위험 및 수익 밸류에이션을 개선한다. 

Disruptive M&A due diligence 

격변적 투자는 복잡하며, 기술 플랫폼, 새로운 시장 기회, 지적 재산, 사이버 리스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요구한다. 

또한, 격변적 자산은 인수자가 완전한 상업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전에 상당한 투자를 요한다. 따라서, 실사 프로세스는 철저해야 하며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기업 실사 프로세스 중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상업성: 인수 대상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크기 및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인수대상기업의 성장은 지속가능한가? 성장하는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성원: 현 리더십 팀은 사업 규모를 키울 적임자인가? 인수대상기업의 문화는 인수자의 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 주요 직원들을 

동기부여 하기 위해 어떠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가? 

 기술 및 플랫폼: 인수한 IT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는가? 이는 보호될 수 있는가? 향후 발전을 가능케하는 전문지식도 인수 대상에 

포함되는가? 인수 대상의 플랫폼은 인수자의 플랫폼에 통합될 수 있는가? 플랫폼은 어느 정도까지 상업화가 가능한가?(그림 1 

참조) 

 규제: 거래 성사에 장애물이 될만한 규제 요인이 있는가? 

 세무 및 법률 요건: 인수 대상이 강력하고 충분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가치 창출 동인이 기업 주체의 법적 

구조에 부합하는가? 상당한 세무적 시너지를 얻을만한 기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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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 및 플랫폼 실사 시 고려사항 

 

출처: 딜로이트 

Negotiating with the founders 

격변적 M&A 거래는 모험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창업 팀과의 협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빠른 의사결정, 융통성 있는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기대할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 가진 전형적인 M&A 플레이북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같은 접근법을 사용해 인수자와 피인수자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으며, 협상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빈번하고 상세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수자는 통합의 유형/범위 및 제공될 기대편익에 대한 초기 

견해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결국 인수 대상의 자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율성과 기업문화가 거래 진행을 위한 오너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다. 

Disruptive M&A integration 

격변적 인수는 통합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왜냐하면 격변적 인수가 단순히 제품과 기술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인력도 

취득하기 때문이다. 거래의 근거는 주로 매출 시너지 전망에 기반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비용 시너지보다 산정하기 훨씬 어렵다. 

따라서, 통합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아닌 “얼마나 통합할 것인가?” 또는 “분리된 채로 놔둬야 하는가?”의 문제다. 

통합 우선순위 매트릭스(그림 2 참조)는 거래 유형 및 통합의 유형/정도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격변적 M&A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접 시장으로의 확장일 뿐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 및 시장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다. 인수대상기업과의 제품/서비스, 혁신 

문화, 시장 및 브랜드 포지셔닝 등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완전 통합을 빨리 시작해야 하고, 그 반대 역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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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 우선순위 매트릭스 

 

출처: 딜로이트 

격변적 통합 전략을 고려할 때 인수 기업은 전략적 청사진, 경영 상 통제/통합의 정도, 인력 및 문화, 제품/서비스에 대한 투자, 경영 

모델 등이 인수 대상과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고려사항: 인수 대상의 성공을 이끌어낸 혁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상이한 문화적 기준을 용인할 의지가 있는지가 인수자의 

주된 고려사항이다. 인수대상기업의 혁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며, 인수자는 문화적 통합의 정도와 이것이 실제로 성장 

아젠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Delivering Expected returns   

효과적인 시너지 추적 프로세스의 구현은 수익 실현 여부를 평가하고 1~2년 동안 ‘경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격변적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첫날부터 승리를 선언하지 말라. 최소 1년 동안은 통합의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를 따라가고 경영진의 지원을 유지하라.  

 매출 시너지 실현을 추적하고 통합 책임자 및 인수대상기업 경영진 간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자율성의 정도 

및 나머지 비즈니스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경로 수정을 가능케 하라. 

 인수대상기업으로부터 배우고 이들의 고객 인사이트와 지적 재산을 활용하도록 비즈니스를 조정하라. 

 전략적 거래의 근거에 맞춰 리스크 수용 정도 및 관련 투자 접근법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장기적인 수익실현 기간에 대비하라. 

 첫날부터 핵심적인 문화 통합 방향을 결정하고 그 과정 동안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지하라. 

 교차 판매 매출, 제품 개발 비용/R&D, 직원 유지 및 고객 수익 등 주요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최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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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2020. 1. 1. 부터 50% 이상의 주식 또는 자산·사업 양수시 인수금액의 5~10%까지 세액공제 가능 

• 내국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9. 12. 24.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들이 공동으로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i) 50%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자산·사업을 

양수하거나 또는 ii) 30%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 또는 자산·사업을 양수하고 경영권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까지 인수금액 중 5천억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세부 규정은 하단 표 참조).   

• 금융·보험업자와 같은 단순 재무적투자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0. 1. 1.부터 2022. 12. 31. 까지 

출자·인수하는 투자에 적용될 예정임.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ㅇ (대상) 내국법인이 국내산업기반․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ㅇ (요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또는 경영권+30%) 이상을 취득할 

것 등 

ㅇ (공제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중견 7%, 중소 10%) 

ㅇ (공제한도)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5천억원 이하  

ㅇ (사후관리) 대통령령(*3)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업의 폐지, 지분비율의 감소 등 발생시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1) 대상외국법인: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A)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B)인 외국법인 

(A)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B)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50% 규정은 미적용 

(*2) 공제대상 한도: 사업양수방식 인수시 적용 방법  

최근 3년내 동일기업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부문을 여러 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5천억원) 적용 

(*3) 사후관리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1.6.)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 20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익금불산입률을 결정하는 지분율 기준을 “초과”를 “이상”(하한기준)으로 “이하”를 

“미만”(상한기준)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2019. 12. 24.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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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기존에 지분율 하한 기준에 의해 익금불산입률이 결정된 회사의 경우, 향후 적용 가능한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하단 표 참조).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지면 모회사의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자회사의 법인세 및 모회사의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가 더욱 경감/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함.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자회사 구분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100% 100%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이상 100% 

100% 미만 

30% 초과 이상  
50% 

40% 이하 미만 

30% 초과 이상  
90% 

30% 이하 미만 30% 30% 이하 미만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이상 100% 

100% 미만 

50%  초과 이상  
50% 

80% 이하 미만 

50% 초과 이상 
90% 

50% 이하 미만 30% 50% 이하 미만 80% 

 

한·싱가포르, 한·체코 이중과세방지개정협정 발효  

과점주주 아닌 싱가포르 주주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시 한국 원천세 면제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개정협정 및 한·체코 이중과세방지개정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 1. 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각 개정협정이 적용됨. 

• 특히 개정된 한·싱가포르 협정에서 과점주주(직·간접 지분율 25% 이상)가 아닌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면제하고 있어 싱가포르 비과점주주 투자자들의 국내 exit이 세무상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로 싱가포르 및 체코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개정협정 (2019. 12. 31. 발효) 

현행 개정 후 

건설기업 현지에서 6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 건설기업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15%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5%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 

 직·간접 지분율 25% 이상인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이외의 

기타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거주지국 과세       

(원천지국 면세) 

 

한·체코 이중과세방지개정협정 (2019. 12. 20. 발효) 

현행 개정 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세율 0% 또는 10%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세율 5%로 단일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10%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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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도 수익적 소유자”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 두 41096 판결 

사실관계 

• 노르웨이 기업인 A는 2002년 한국에 운송회사 B를 설립하였고, 2008년 몰타공화국에 자회사 C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B의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 함. 

• B는 2010년 C에게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몰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함. 

•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C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B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 대법원은 C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아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B의 

승소를 확정함. 원심은 다음의 근거로 C를 한·몰타 조세조약 제 10조 제 2항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였음:  

• 한·몰타 조세조약 제 10조 제 2항 및 OECD 모델조세조약 제 10조에 대한 주석을 종합할 때 해당 규정의 ‘수익적 소유자’란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의미함.  

• C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일부를 사내유보하기도 하였으므로, C가 위 배당소득을 A에게 이전해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렇다면 C는 한·몰타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동 조약 제 10조 제 2항에서 정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시사점 

• 중간지주회사와 모회사의 설립지국 사이에 세율 차이가 있음에도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성 및 실질 

귀속자성을 인정한 사건으로서, 중간지주회사가 단순히 저세율 국가에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앞으로는 글로벌그룹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저세율 국가에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단순히 세율 차이를 이유로 그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성이 부인되지 아니할 것인바, 해당 중간지주회사의 사업목적의 정당성, 설립 필요성, 실제 

사업내역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중간지주회사가 사업장/직원 

등의 실체를 보유하지 않고 지분 인수 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의 기능을 갖지 않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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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애자일한 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By Carsten Brockmann외 3인 

 

극소수의 IT 조직 혹은 기업들만이 단번에 애자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애자일 방법론의 혜택을 실현하고, 단계별로 그 여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Future of Mobility 

모빌리티 혁명의 이상향적 전망에 딴지걸기 

By Craig Giffi, Joe Vitale, and Ryan Robinson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고급 자동차 기술과 이들 기술에 대한 자신들의 지불 의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이상향적 비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 제조사들은 투자수익률을 크게 확신하지 못한 

채 값비싼 R&D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Consumer Products & Retail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의 생각과는 다를 것이다 

By Kasey Lobaugh외 2인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과거의 소비자들과 다르다. 더 변덕스럽고 브랜드 충성도가 낮으며, 

오프라인 매장을 피하고 제품보다 경험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더 

자기 도취적이고, 더 사회적 의식이 있으며, 더 경험 지향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딜로이트의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소비자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점증하는 경제적 압박과 늘어나는 경쟁적 대안의 

결과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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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deloitte-korea-review/13/kr_insights_deloitte-korea-review-13_08.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review/issue_25/kr_insights_deloitte-review-issue-25_07.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special-focus/sector-focus/kr_insights_special-focus_sector-focus_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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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