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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1-2월에는 50여 건, 약 5조원 규모(1)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대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따른 매각 거래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기업 인수 및 JV설립이 주를 이룸. 그룹사들의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투자 재원 확보는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룹별로는 삼성은 5G, 현대차는 전기차와 모빌리티, LG는 차량 전장과 더마 화장품, SK는 냉동 

물류, GS는 모듈러 건축과 관련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Outbound deal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금융기관들도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를 위하여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 사업 분야가 두드러졌는데, 이앤에프 PE가 코오롱환경에너지를 인수한 데 이어, 맥쿼리 PE의 

코엔텍·새한환경, 어펄마캐피탈의 EMC홀딩스 매각 계획이 발표되었음. 해당 매물들은 지배적인 시장지위와 높은 수익성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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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파마,  

한국콜마 제약사업부 
CMO 

69.43% 

사업부 인수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IMM PE 7,500 

SK케미칼 

바이오에너지사업 

바이오디젤·중유 

제조 및 판매 
사업부 인수 SK케미칼 한앤컴퍼니 3,825 

이누스 욕실 도기 100.00 IS동서 이앤에프 PE 2,170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52.70 

스틱인베스트먼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GC녹십자헬스케어 

시냅틱인베스트먼트 
2,088 

독일 식스트 리싱 

(Sixt Leasing SE) 
자동차 리스 41.90 식스트(Sixt SE) 현대캐피탈 2,036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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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덴셜생명보험 생명보험 100.00 
푸르덴셜파이낸셜 

(미국) 

3월 19일 본입찰 예정 

KB금융,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대만 푸본그룹 등이 참여중 

로젠택배 택배 100.00 베어링 PEA 
1월 15일 예비입찰 진행하였고 숏리스트 

투자자들의 실사 진행중 

코엔텍  

새한환경 
폐기물처리 

59.29 

100.00 
맥쿼리 PE 태핑 진행중, 매각주관사 JP모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패밀리레스토랑 100.00 스카이레이크 태핑 진행중,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 

EMC홀딩스 종합 환경관리 100.00 어펄마캐피탈 매각주관사 씨티글로벌마켓증권, SC 증권 

잡코리아 채용 매칭 서비스 100.00 H&Q Asia 매각주관사 모간스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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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삼성전자 

• 미국의 5G망 설계 및 최적화 전문업체 텔레월드 솔루션즈(TeleWorld Solutions)를 인수하여 북미 5G시장 공략에 나섬. 

2002년 설립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필드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검증 분석 자동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내외 기지국 

최적 위치 선정, 무선신호 간섭원 추출, 기지국 셀(Cell) 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였으며,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 방송사 등에 망 설계, 최적화, 필드테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삼성 SDI 

•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배터리 소재 합작법인 ‘에코프로이엠’ 을 설립하기로 함. 지분율은 

에코프로비엠 60%, 삼성 SDI 40%로, 2021년까지 신설 법인에 각각 720억원, 4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JV를 통하여 에코프로비엠은 다양한 차세대 양극재를 삼성 SDI 전용라인에서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삼성 SDI는 양극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 영국의 상업용 전기차 스타트업 어라이벌(Arrival)에 약 1억유로(약 1,290억원)를 투자하고(현대차 8,000만 유로, 기아차 

2,000만 유로), 도시에 특화된 소형 상용 전기차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임. 2015년 설립된 어라이벌은 밴, 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전기차 개발 업체로, 모듈화된 구조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를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플랫폼에 탑재하고, 그 위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차체를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함. 이러한 방식은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구동 

부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여러 차종에 공유함으로써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어라이벌은 동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화물 운송용 밴을 투입하여 유럽 내 다양한 물류 업체들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의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카누(Canoo)와 전기 자동차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음.  카누는 2017년 

Evelozcity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이후 2019년에 Canoo로 브랜드 명을 바꿨으며, 자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첫번째 차량을 2019년 9월에 출시함.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의 매출을 전체의 2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 하에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현대캐피탈 

• 현대캐피탈이 산탄데르은행과 함께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 소재 현대캐피탈뱅크유럽(Hyundai Capital Bank 

Europe GmbH)을 통해 독일의 식스트 리싱(Sixt Leasing SE)의 지분 41.9%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인수대금은 약 

1억 5,560만 유로(약 2,036억원)로 알려짐. 식스트 리싱은 독일 렌터카 업체인 식스트(Sixt SE)의 자회사이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자동차 리스사로 온라인 플랫폼과 IT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법인 고객 대상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이번 인수를 통하여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식스트 리싱이 보유한 온라인 기반의 대고객 리스 판매 채널과 중고차 활용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며, 리스 사업망을 갖추고 유럽 전역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2016년 

현대캐피탈과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자동차금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작년 초 글로벌 금융그룹인 

산탄데르에 지분을 넘기면서 현대캐피탈(49%)과 산탄데르(51%)의 합작법인 형태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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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SK㈜ 

• 골드만삭스와 함께 콜드체인 물류회사인 미국 벨스타 슈퍼프리즈(Belstar Superfreez)에 각각 25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공동투자하여 2대주주가 됨.  벨스타 슈퍼프리즈는 액화천연가스(LNG)가 기체로 변할 때 발생하는 냉열을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해당 기술을 통해 영하 60~80도 수준의 냉동창고를 운영할 수 있음. 이는 기존 전기 냉동창고 대비 전력을 최대 

70%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가격경쟁력이 탁월하고, 그간 버려져 왔던 LNG 냉열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임. 벨스타 

슈퍼프리즈는 경기도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초저온 물류센터를 준공해 가동 중이며, 올해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배후단지 내 설립 예정인 초저온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임. SK는 벨스타가 보유한 기술력과 S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접목해 아시아 콜드체인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전략.  

SK 텔레콤  

• 헬스케어사업부를 분사하고 사모펀드인 뉴레이크얼라이언스, 임상시험대행(CRO) 사업과 바이오 진단 사업을 영위하는 SCL 

헬스케어와 합자 형태로 ‘인바이츠헬스케어’를 설립하여 3월에 법인을 출범할 예정. 회사의 자본금은 1,035억원으로 

뉴레이크는 약 450억원의 투자금을 출자하고, SKT와 SCL헬스케어는 현물출자 형태로 참여하여 지분 구조는 

뉴레이크:SKT:SCL헬스케어 각각 43.5%:43.4%:13.1%로 이루어짐. 인바이츠헬스케어의 사업영역은 i) 디지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사업, ii) 병의원 의료정보시스템 사업(EMR), iii) 의료 소모품 구매대행 사업(MRO), iv) 임상시험대행사업(CRO) 

등 임.   

SK 루브리컨츠  

• 베트남 최대 민영 윤활유 업체 메콩(Mekong)의 지분 49%를 약 500억원(4,200만 달러)에 인수함. 메콩은 2018년 기준 

베트남 윤활유 시장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개의 탱크 터미널, 윤활유 제조 공장 및 물류센터, 베트남 전역에 

12개 유통지사 등 7개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음. 이번 지분 인수로 SK루브리컨츠는 베트남 전역에 생산, 저장, 유통, 판매 

등을 아우르는 윤활유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 윤활유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  

SK 머티리얼즈 

•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금호석유화학 전자소재사업부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포토레지스트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 공정에서 쓰이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하면서 고품질의 포토레지스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국산화가 요구되는 품목 중의 하나임. SK머티리얼즈는 이번 인수로 특수가스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반도체 소재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됨.  

SK 케미칼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를 생산·판매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한앤컴퍼니에 3,825억원에 매각함.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친환경 소재, 생명과학 중심의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 결정. 대상 사업부의 매출액은 약 

2,770억원으로 SK케미칼 총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였음.  

 

LG 그룹 

LG 전자 

•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룩소프트(Luxoft)와 함께 차세대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위해 JV를 설립하기로 함. 양사는 올 상반기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예정이며, 합자회사는 

webOS Auto(웹 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뒷좌석 엔터테인먼트시스템(RSE, Rear-Seat 

Entertainment System), 지능형 모빌리티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계획임. webOS Auto는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커넥티드 카의 허브 역할을 하며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하고, 시스템온칩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webOS Auto의 개방형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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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생활건강 

•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피지오겔’의 아시아·북미 사업권을 약 1,920억원 

(1억 2,500만 파운드)에 인수함.  피지오겔은 순한 성분에 뛰어난 보습력을 갖춘 기초 화장품으로 더마 화장품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 피부과학 전문기업 스티펠이 2000년 출시한 브랜드로 지난 2009년 GSK가 인수하였음. 이번 인수는 

2014년 CNP(차앤박) 코스메틱스 인수, 2017년 태극제약 인수에 이어 LG생활건강의 세번째 더마 화장품 브랜드 인수임.  

LG 화학 

• LCD용 컬러필터 감광재 사업을 중국의 시양인터내셔널에 580억원에 매각함. 해당 사업부는 현재 충북 청주에 연 300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컬러필터 기술 매각과 함께 일부 생산시설과 장비를 이전할 예정. LG화학은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LCD사업을 축소하고 배터리사업에 집중할 계획.  

 

GS그룹 

GS 건설 

• 유럽과 미국의 모듈러 업체 3곳을 인수함. GS건설은 영국의 철골 모듈러 회사 엘리먼츠(Elements Europe Ltd.)와 

폴란드의 목조 주택 모듈러 회사 단우드(Danwood S.A.), 미국의 철골 모듈러 S사를 인수함으로써 모듈러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모듈러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Prefab) 공법의 일종으로, 관련 시장은 건설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금이 비싼 선진국 위주로 형성되어 왔지만 

국내서도 건설인력 고령화와 인력난 및 환경 요건 강화로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단우드를 약 1,80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다른 두 곳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코오롱그룹 

코오롱환경에너지  

• ㈜코오롱은 코오롱환경에너지의 경영권 매각 딜에서 이앤에프 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이앤에프 PE는 인수가로 약 

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코오롱환경에너지는 코오롱그룹의 환경사업부문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도시설관리, 수질·대기오염 방지 시설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ONM) 1위 업체임. 코오롱그룹은 최근 수처리 및 환경사업 관련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한솔그룹 

한솔씨앤피 

• 한솔케미칼은 코스닥 상장사 한솔씨앤피 지분 50.08%를 240억원에 매각하였으며, 인수자는 이인우, 에이치인베스트먼트, 

리버스톤 등임. 한솔씨앤피는 스마트폰 등 IT제품용 특수도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한솔케미칼은 비주력사업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 게임업체 XL 게임즈의 지분 53%를 1,181억원에 인수함. XL게임즈는 ‘달빛조각사’를 개발한 업체로 카카오는 2018년 8월 

XL게임즈에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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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VX 

•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 VX는 큐캐피탈로부터 200억원을 유치함. 카카오 VX는 스크린 골프 브랜드인 

티업비전(T-up Vision), 티업레인지(T-up Range), 지스윙(gswing)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 플랫폼과 연계한 골프장 

예약 서비스 '카카오골프예약'도 운영 중임. 가상 체험(Virtual experience)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홈 트레이닝 서비스 

'스마트홈트'도 운영하며 사업 모델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콜마 

•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콜마파마와 한국콜마의 제약사업부를 IMM PE에 매각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거래가격은 약 

7,500억원으로 알려짐. 제약사업부와 콜마파마는 의약품위탁생산(CMO) 사업을 주로 영위해 왔으며, 제약사업부는 한국콜마 

총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음. 이번 매각을 통하여 한국콜마는 화장품 사업에 집중하고, 제약사업은 CJ헬스케어를 

통하여 케미칼·바이오 중심의 전문제약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IS동서 

• 타일, 위생도기, 비데 사업을 영위하는 요업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이누스(INUS)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이앤에프 PE에 매각함. INUS브랜드는 연 매출 약 2,000억원 규모로 국내 시장점유율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욕실용품 도기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대기업 계열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포트폴리오 

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CG 녹십자헬스케어 

• 시냅틱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1위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를 2,088억원에 인수함.  

GC녹십자헬스케어는 GC의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로 IT 기반의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유비케어의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전략.    

한국제지 

• 유암코가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백판지 제조업체 세하 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세하는 제과, 제약,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범용 백판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772억원으로 총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백판지 

시장에서 약 13%의 점유율을 차지함. 포장지로 쓰이는 백판지 산업은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고지 수입을 중단하면서 백판지의 원료인 국내 고지 가격이 하락하여 원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음. 한국제지는 지난해 말 

골판지제조업체인 원창공업을 900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백판지로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음.  

대교 

• 영유아 놀이 교육업체 티앤홀딩스를 290억원에 인수함. 티엔홀딩스는 영유아 놀이체육 브랜드 ‘트니트니’와 영유아 교구 및 

컨텐츠 개발사 ‘트니월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트니트니는 영유아 대상 신체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기업으로 

국내 영유아 놀이체육 시장 1위 업체로 문화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국의 2,000여 유아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번 인수로 12개월의 영유아부터 제공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라인을 갖추게 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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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하나금융지주 

• 더케이손해보헙의 지분 70%를 770억원에 인수하면서 손해보험업에 진출하게 됨. 하나금융은 2025년까지 그룹의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왔으며, 더케이손해보험 인수를 통하여          

전(全)금융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함. 교직원 공제회는 30% 지분을 유지하면서 협력하기로 함.  

NH 농협캐피탈 

• NH농협캐피탈은 인도 비료협동조합(IFFCO) 산하 트랙터 금융 전문회사인 키산파이낸스(IFFCO-Kisan Financ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50억원을 투자하고 약 25%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함. 양국 감독당국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농협캐피탈은 IFFCO의 2대 주주가 되며, 향후 합자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자 함. 

KDB산업은행 

• 인도네시아 소액대출법인(MFI) 티파파이낸스(TIFA Finance) 인수를 위한 SPA를 체결함. 티파파이낸스는 할부금융, 팩토링, 

리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소액여신전문업체로 1989년 설립되었고 2011년 자카르타 증시에 상장되었음. 2018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4억원, 24억원이며, 시가총액은 한화로 약 180억원임. 인수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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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사모펀드들의 인수거래에서는 대기업들의 비핵심 자산을 인수하는 거래가 주를 이루어, 대기업 사업 구조조정에 PE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한앤컴퍼니의 경우는 SK엔카 직영사업부, SK D&D, SK해운 인수에 이어 SK그룹과 4번째 

딜로 SK케미칼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인수하였음.    

드림라인, 선보공업 및 선보하이텍 등 투자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건들의 exit이 이루어 진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 포트폴리오 

자산의 매각 계획 발표가 많았음. 코엔택·새한환경(맥쿼리), EMC홀딩스(어펄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스카이레이크), 

잡코리아(H&Q) 등의 매각을 위한 자문사가 선정되었고, 이들은 매력적인 매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주요 인수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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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파마  

한국콜마제약사업부(*) 
CMO 

69.43 

사업부 인수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IMM PE 7,500 

SK케미칼 

바이오에너지사업(*) 

바이오디젤·중유 

제조 및 판매 
사업부 인수 SK케미칼 한앤컴퍼니 3,825 

이누스(*) 욕실 도기 100.00 IS동서 이앤에프 PE 2,170 

고려노벨화약(*) 화약 100.00 개인 대주주 이음 PE 1,330 

코오롱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100.00 
(주)코오롱 및 

특수관계자 
이앤에프 PE 500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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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52.70 

스틱인베스트먼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GC녹십자헬스케어 

시냅틱인베스트먼트 
2,088 

드림라인 
통신인프라 

(광케이블 망) 
90.50 

한국투자 PE 

세아그룹 
IMM인베스트먼트 900 

선보공업 

선보하이텍 
선박기자재 60.00 

KDB캐피탈 

이음 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 400 

쌍용정보통신 IT 서비스 40.00 한앤컴퍼니 아이티센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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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를 위한 다섯 가지 가치창출 원칙 

딜로이트는 당신의 미래 가치 창출 프로그램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했다. 아래에서 소개할 다섯 

가지 원칙은 딜로이트가 지난 10년간 10,000건 이상의 거래에 자문한 경험을 토대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제공한다. 

 

1. 공격적인 내부 목표 설정 

성공적인 인수자는 대외에 발표하는 가치 창출 목표보다 더 야심 찬 내부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많은 기업이 공격적인 

내부 목표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우리는 또한 이 원칙이 기업의 재무 계획에 적용되고 엄격하게 실행되었을 

때 어떻게 가치 창출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볼 수 있다.  

실천 단계: 내부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영진들은 목표치를 확고히 고수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향후 기업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더 높은 시너지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다. 물론 마감 후 만 1년 안에 말이다. 기다림은 시너지를 생성하는 행동의 영향을 모호하게 하는 외부 변수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시너지를 확인할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팀은 거래 발표나 종료 시 상세한 목표 데이터를 받을 때 새로운 기회가 드러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통합한 회사의 피어 그룹(peer group)과 성공을 재정의하여 얻을 수 있는 구조적 기회를 파악하는 팀은 거의 

없다. 가치 창출 리더는 업계 최고의 성과를 다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기능팀이 확장 목표를 충족하고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수익 시너지 창출에 전념 

딜로이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수익 시너지를 추적한 바이어는 목표를 평균 23% 초과한 반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익 시너지 목표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이어는 훨씬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그림 1 참고). 반면에 거래 논지(deal thesis)에 수익 

시너지를 포함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전념하지 않았던 바이어들은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지 못했다. 

실천 단계: 가능한 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수익 성장을 가치 창출 프로그램의 주춧돌로 삼아라. 수익 시너지에 대한 내부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려면, 거래 수명 주기의 초기에 구체성을 높여라. 교차 판매를 위한 특정 고객이나 새로운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제품 

번들 등의 예처럼, 새로운 채널이나 고객 부문을 식별하여 거래 동인을 분석하라. 상업적 실사(CDD)를 확대하고 클린 팀(clean 

team)을 사용하여 기회를 별개의 수량화 가능한 최초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실행 위험을 완화하여, 인수자와 대상 프런트 오피스 부서가 체계적으로 시장 기회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라. 한 팀으로 하여금 각 

수익 시너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하라. 이러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심지어 통합 및 관리팀의 

우선순위가 다음 거래로 전환되더라도 가치 실현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3. 인원 감축을 넘어서는 전략 수립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성공적인 인수자는 확인된 총 시너지 효과 중 인원수에 관련 없는 시너지 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63%였는데, 이는 성공하지 못한 인수자의 53%보다 상당히 높았다(그림 2 참고).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 인수자는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연구개발 활동의 합리화, 새로운 운영 모델 개발 등과 같은 인원 수와 관련 없는 원인에서 더 높은 비용 시너지를 확인하였다. 



M&A Newsletter 

 

 

9 

실천 단계: 인원 감축을 넘어 대내외적 소통에 주목하는 철학을 세워라. 기능팀에 인원수와 관련 없는 수단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 초기에 대상 운영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의 투자수익률 기대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또는 디지털 솔루션과 같은 변혁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기회를 팀에게 제공하라. 생산성 이득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능가하기 위해선, M&A 거래를 재교육과 숙련도 향상을 가속할 기회로 바라보라. 

 

 

 

4. 가치 획득을 위한 투자 

통합된 조직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롭고 공격적인 종류의 프로젝트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핵심 인재 유지를 위한 

시기적절한 투자와 IT 시스템 개선, 네트워크 최적화에 대한 지출, 그리고 구체적인 수익 시너지의 핵심이 되는 제품 개발 비용 등이다.  

실천 단계: 경영진은 일회성 통합 비용 예산에 자금 조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적절한 엄격함이 

필수다. 팀들은 계속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에 특정 시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본 니즈를 포함해야 한다. 빠르고 승산 있는 시너지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자금을 확보할 시, 이후 단계에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며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5. 초기 모멘텀 포착 

실천 단계: 시너지 계획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연도별 시너지 목표를 제시하라. 시너지 기회와 이니셔티브가 발전함에 따라, 난이도 및 

가치 영향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거래종료 후 첫 6개월 이내에 임원진 재편과 백오피스 감원 조치, 조달 비용 절감과 같은 

빠른 달성을 추구할 팀을 구성하라. 새로운 운영 모델 및 ERP 구현과 같은 중요하면서도 장기적인 이니셔티브는 12~18개월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한다. 팀이 시너지 계획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모멘텀을 동원하고 창출하는지에 대해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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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공격적인 내부 목표 설정, 수익 시너지 창출에 전념하기, 인력 감축을 넘어서는 전략 수립하기, 가치 획득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투자하기, 그리고 초기 모멘텀 포착하기 등은 모든 M&A 거래 시작 시의 실질적인 지침으로서 최우선으로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5가지 가치 창출 원칙은 경영진과 통합 리더들이 더 효과적인 인수자가 되기 위해, 회사를 이끌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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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대법원 “룩셈부르크 공모펀드가 룩셈부르크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더라도 조세조약 상 납세의무 있는 ‘거주자’에 

해당”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 두 35854 판결 

사실관계 

• 룩셈부르크의 공모형 투자펀드로서 집합투자기구인 SICAV 또는 SICAF (이하 “SICAV”)는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원고들을 보관기관(한국씨티은행 등)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를 

수취함(이하 “이 사건 배당 등”). 

•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SICAV에게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구 한·룩 조세조약(2013. 9. 4. 발효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인 과세관청은 SICAV가 한·룩 조세조약 상의 “납세의무 있는 인인 거주자” 또는 배당 등에 대한 “수익적소유자”가 

아니며, 또는 동 조약 제 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하여 

22%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 대법원은 SICAV가 한·룩 조세조약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이며 또한 동 조약 제 28조의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동 

조약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이 옳다고 보아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확정함.   

• 대법원은 한·룩 조세조약에서 룩셈부르크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가 있는 인”이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룩셈부르크 현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SICAV도 위 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또 SICAV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역, 투자자와 투자대상,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 등의 지급을 비롯한 사정들과 

룩셈부르크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SICAV가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투자수익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   

• SICAV가 한·룩 조세조약 제 28조에 따라 동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조문의 지주회사란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1929년 7월 31일자 법 또는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영권 행사 등의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시사점 

•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법정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고,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한·룩 조세조약상 “지주회사”의 의미에 대하여 최초로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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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수취자가 거주지국에서 법인세법상 납세자이나 기타 법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 있어서 

조세조약상 납세의무 있는 거주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대법원의 거주자 판단을 참고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각 투자 사안별로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 및 투자 목적/형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2020. 1. 1.부터 시행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조항(법인세법 제 93조의 2)이 원칙적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최종투자자)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되 국외투자기구 설립 

이 세금의 부당한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함. 본 판결은 ”납세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BEPS 방지 다자협약(“MLI”)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MLI 발효시 조세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제한 및 납세자의 이의신청 관할 확대 적용 

• BEPS 방지 다자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이하 “MLI”) 비준안이 지난 2019.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동 

국회비준서는 외교부의 최종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OECD에 기탁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달 

1일에 발효됨. 

• 지난 2017년 MLI 서명 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동 협약 발효시 한국이 체결한 총 91개 조세조약 중 

45개 조약이 별도의 양자 개정협상 없이 자동으로 개정될 것 예정이고, 한국은 BEPS 확약국으로서 강제이행의무를 갖는 

최소기준을 우선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 도입.  

-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 

시사점 

• 조세조약 남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주요 과세 논거는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임.  MLI 발효 시 

실질과세원칙에 더하여 조세조약 상의 혜택 제한 규정을 근거로도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해외투자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 소득의 원천지국이 본 규정을 근거로 조약상 혜택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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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디지털 업무 경험 

 일터에서의 업무에 기술을 적용하기 

By Arthor H. Mazor 외 4인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생활 속의 복잡함이 단순해졌지만, 우리가 조직에서 일할 때는 상황이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직원으로서 겪는 경험은 고객으로서 겪는 경험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외부 

세상에서 고객으로서 누리는 직관적인 디지털 경험 대신에, 업무 지원을 받기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없이 내부의 복잡한 조직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재주껏 사용하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Future of Mobility 

모빌리티 운영체제를 향하여 

By Scott Corwin 외 2인 

 

낡은 운송 인프라와 증가하는 수요 때문에 고군분투 중인 도시들을 위해 모빌리티의 미래가 딱 적절한 

시점에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 상호운용성, 조직화를 포함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의 

과제는 모빌리티 운영 시스템을 요구한다. mOS를 만나보자.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사이버, 모든 곳에 사이버 

당신의 사이버 전략 또한 모든 곳을 다루는가? 

By Nick Galletto 외 1인 

 

조직들은 연결된 디지털 기술을 자신의 정보 기술과 운영 기술, 그리고 최종 상품에 내재화하면서 

사이버보안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빠른 혁신은 이제 잘 조직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여부에 

달려있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review/issue_25/kr_insights_deloitte-review-issue-25_01.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review/issue_25/kr_insights_deloitte-review-issue-25_06.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review/issue_25/kr_insights_deloitte-review-issue-25_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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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