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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3-4월에는 50여 건, 약 10조원 규모(1)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딜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푸르덴셜생명보험과 같은 빅딜이 

성사되고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자산, 프리드라이프 등 3,000~5,000억대 딜이 다수       

이루어지면서 거래 건수 대비 거래 금액이 높은 편이었음.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는 지속되었으나 항공업계 등 

COVID-19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우는 산업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딜에도 영향을 미쳤음.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 종결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수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주식취득 예정일을 연기하였고, 소매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할리스에프앤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의 매각 일정이 지연되었음. 

한솔그룹의 유럽 감열지 사업 자회사 및 유심칩 제조 계열사인 한솔시큐어 매각, 롯데쇼핑의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사업 정리,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 HCN매각 계획, SKC의 페라이트사업부 매각 계획 등 비핵심 사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정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두산그룹은 3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하고 두산건설과 두산솔루스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계열사 및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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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덴셜생명보험 생명보험 100.00 
푸르덴셜파이낸셜 

(미국) 
KB금융지주 22,650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인수 매그나칩반도체 

알케미스트캐피탈 

파트너스코리아 - 

크레디언파트너스 

5,300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자산 
렌터카 자산 인수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5,000 

데마에칸 

(일본) 
음식배달 플랫폼 60.00 신주인수 

라인,  

네이버제이허브 
3,380 

프리드라이프 상조서비스 100.00 개인  VIG파트너스 3,000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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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HCN 

현대미디어 
케이블 TV 100.00 현대백화점그룹 

5월 중 예비입찰 예정 

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 

EMC홀딩스 종합 환경관리 100.00 어펄마캐피탈 
5월 중 예비입찰 예정 

매각주관사: 씨티글로벌마켓증권, SC 증권 

코엔텍  

새한환경 
폐기물처리 

59.29 

100.00 
맥쿼리 PE 

4월 9일 예비입찰 진행 

숏리스트: MBK파트너스, TSK코퍼레이션, 

스틱인베스트먼트, E&F-IS동서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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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Investors 

현대차그룹 

현대해상 

• 현대해상 중국 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는 중국의 우버에 해당하는 디디추싱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대형 

합자회사로 변신하였음. 자본금은 5억 5000만 위안(약 940억 원)에서 16억 6,600만 위안(약 2,85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현대해상의 지분은 100%에서 33%로 낮아지고 레노버와 디디추싱이 각각 32%, 전자상거래업체 

역상디지털과 투자컨설팅업체 홍삼요성이 각각 1.5%를 보유하게 됨. 현대재산보험은 디디추싱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을 늘려가는 등 자동차보험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디디추싱은 이번 투자로 보험업계에 진출하게 되었음.   

현대로템•현대제철 

• 현대로템은 대성산업가스와 함께 2008년에 설립했던 합자회사(JV) 그린에버의 지분 51%를 812억원에 현대제철에 매각함. 

그린에버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 내 고로제철사업에 필요한 산업용 가스의 제조를 담당해 왔으며, 현대제철은 이번 인수를 

통하여 산업용 가스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됨. 

 

SK 그룹 

SK 하이닉스  

• SK하이닉스는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와 크레디언파트너스가 공동 무한책임사원(GP)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 인수에 참여함. 인수금액은 4억3,500만달러(약 5,300억원)로, 

SK하이닉스는 해당 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전체 지분의 50%-1주를 확보할 계획이며,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출자자로 50%+1주를 가져갈 것임. 매그나칩반도체는 패널 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논캡티브 기준 세계 1위의 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 공급 업체로, 업계 최저 전력의 28나노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OLED 구동칩을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전기차 등에 쓰이는 파워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음.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반도체 사업 확장 전략에 따라 이번 투자를 결정하였음.   

SK 가스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기업 Advanced Polyolefins Co와 JV를 설립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지역에 18억 달러 

규모의 프로필렌(PDH) 및 폴리프로필렌(PP)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2023년 말부터 연간 80만 톤 이상 생산할 계획임. 

SK가스는 4년에 걸쳐 약 8,1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착공할 계획임.  

SKC 

• 무선 충전에 필수적인 소재인 페라이트(Ferrite)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함. SKC가 국산화에 성공한 ‘페라이트 시트(Ferrite 

Sheet)’는 10센티미터 내의 근거리통신용(NFC) 핵심 소재로 무선충전 등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2015년 상업생산을 

시작해 삼성, LG 등 국내 고객에게 공급하였고 중국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자 

사업을 접기로 결정함. 대신 모빌리티 및 반도체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해 나가겠다는 전략.  

 

롯데그룹 

롯데렌탈 

• ㈜한진 렌터카사업의 차량 3,000여대를 약 600억원에 인수. 롯데렌탈의 시장점유율은 23%로 1위 이지만, SK가 

AJ렌터카를 인수하여 SK렌터카를 출범시키면서 시장점유율이 10.1%(SK네트웍스)에서 20.3%로 확대됨에 따라 2위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M&A Newsletter 

 

 

3 

롯데쇼핑 

•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 '롯데전자상거래 베트남유한회사'를 청산하였고, 인도네시아 재계 2위 살림(Salim)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인도롯데막무르(PT.INDO Lotte Makmur)'에 대한 보유지분 50%를 살림그룹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롯데쇼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인데,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접는 대신 롯데마트 현지 오프라인 점포의 근거리 배송 서비스 '스피드 L' 사업을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롯데마트 

오프라인 시장에 집중해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점포를 1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두산그룹 

•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그룹은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계열사와 부동산 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동박을 생산하는 두산솔루스는 이미 스카이레이크와 매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분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여 딜을 진행하고 있고, 두산건설도 작년 말부터 매각작업을 진행해 왔음. 그 

외에도 몇몇 계열사들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빌딩 및 골프장 등 부동산 자산도 매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현대백화점그룹 

현대HCN 

• 현대 HCN의 방송·통신 사업부문을 떼어내 신설법인(현대 HCN)을 만들어 기존 자회사인 현대미디어(PP사업)와 함께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자문사로 크레디트스위스를 선정함.  존속법인은 '현대퓨쳐넷'으로 상호를 바꾸고 신설법인과 현대미디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상장사로 유지됨. 현대 HCN은 시장점유율 약 4%로 케이블 TV시장 5위 수준이지만 강남 등 서울지역 

소비자 비중이 높아 가입자들을 IPTV 고객으로 전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수익성이 높아 케이블 TV 사업자 중 현금창출 

능력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솔그룹 

한솔제지 

• 감열지 사업을 영위하는 독일 자회사 R+S Group GmbH와 덴마크 자회사 Hansol Denmark Aps를 독일계 사모펀드인 

하버 인베스트에 매각함. 감열지는 수요가 감소세인 인쇄 용지와는 달리 성장성이 크고 수익성도 높지만 유럽 자회사의 경우 

한솔그룹내에서 시너지가 크지 않아 매각을 결정함. 한솔제지는 지난 2018년말 이들 자회사를 미국의 감열지 업체 

아이코넥스(Iconex)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영국에서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매각이 불발되었고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 왔음. 

이번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한솔시큐어 

• 한솔시큐어의 최대주주인 한솔인티큐브와 독일계 2대주주는 보유지분 43.47%를 280억원에 씨유헬스케어에 매각함. 

한솔시큐어는 2000년 설립된 스마트카드 전문업체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11년 한솔인티큐브가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솔그룹에 편입됨.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에 유심(USIM)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 및 금융 

분야에 쓰이는 차세대 스마트카드와 5G 유심칩을 개발하고 있음. 비핵심사업 정리 목적의 매각.  

 

네이버 

라인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사업 투자회사인 네이버제이허브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마에칸에 300억엔(약 

3,380억원)을 투자해 지분 60%를 확보함. 데마에칸은 일본 최대 배달음식 서비스 업체로 일본판 배달의 민족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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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가맹 음식점 21,000여 곳과 32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라인데리마’ 라는 음식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라인데리마와 데마에칸을 통합하여 푸드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임. 

라인과 데마에칸의 사용자 ID를 통합하면 8,300만 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일 수 있고 데마에칸의 가맹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 푸드플랫폼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   

 라인게임즈  

• 제로게임즈의 지분 100%를 320억에 인수함. 제로게임즈는 지난 2019년 설립된 게임 전문 개발사로 자회사인 

엑스엔게임즈를 통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 MMORPG ‘카오스모바일’을 서비스하고 있음. 라인게임즈는 이번 인수로 기존 

라인업에 MMORPG를 추가해 장르 다양성과 함께 게임 개발력을 강화하게 됨.   

 

빙그레 

• 해태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1,400억원에 인수함.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가 올해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신설한 법인으로 2019년 매출액은 약 1,800억원으로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와 함께 아이스크림 업계 '빅 4' 중의 

하나임.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친숙한 브랜드를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빙그레의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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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KB금융지주 

• 국내 6위의 생보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지분 100%를 약 2조 2,650억원에 인수하였고, 당분간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임.  KB금융은 2014년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을 인수하면서 비은행 부문을 확대해 왔고, 이번에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면서 생명보험 부문을 강화함.  

KB국민카드 

• 태국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제이핀테크(J Fintech)' 의 지분 50.99%를 248억원(6억 5,000만 태국 바트)에 인수함.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금융을 영위하는 제이핀테크의 총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1,516억원, 순이익은 26억원임. 

태국 소비자금융 시장은 2018년 기준 약 410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용카드 시장도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음. 국내 여신전문금융사가 태국 소비자금융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KB국민카드가 처음임.  

신한카드 

• 현대캐피탈의 장기렌터카 자산을 약 5,000억원에 인수함.  캐피탈사가 주도해 오던 자동차금융 시장에 카드사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신한카드는 렌터카 자산을 한번에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됨. 신한카드는 이번 인수로 자동차 할부금융 고객 기반을 넓혀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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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사모펀드들의 인수 거래에서는 VIG파트너스가 2016년 좋은상조를 인수한 이후 bolt-on 전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였고,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와 크레디언파트너스는 SK하이닉스와 새마을금고를 LP로 유치하면서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를 인수하였음.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2016년 카카오페이지에 1,25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이번에는 

카카오M에 투자하면서 2대주주가 됨.      

매각 거래에서는 코팅코리아가 PE간의 세컨더리 딜로 소화되었고, UTC인베스트먼트는 제이티넷을 KIS정보통신에 매각하면서 약 

5개월만에 엑싯함. COVID-19 상황으로 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코엔텍·새한환경(맥쿼리), EMC홀딩스(어펄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스카이레이크), 잡코리아(H&Q), 할리스에프앤비(IMM), 약진통상(칼라일) 등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음.    

 

주요 인수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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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인수 매그나칩반도체 

알케미스트캐피탈 

파트너스코리아 - 

크레디언파트너스 

5,300 

프리드라이프(*) 상조서비스 100.00 개인  VIG파트너스 3,000 

카카오M 콘텐츠 12.90 신주인수 앵커에쿼티파트너스 2,098 

임파서블푸드 

(미국) 
대체육류 제조 5.00 신주인수 미래에셋 PE 1,800 

케어랩스(*) 헬스케어 플랫폼 
33.50 

및 메자닌증권 
데일리블록체인 메이플투자파트너스 1,000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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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수형강 철강 44.67 
유진 PE  

한국선재 

대유코아-평안 

컨소시엄 
1,000 

코팅코리아 강관 코팅 100.00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노앤파트너스- 

디비인베스트먼트 
700 

제이티넷(*) VAN 100.00 UTC인베스트먼트 등 KIS정보통신 470 

이그잭스(**) 정밀화학 
13.83 

및 경영권 일부 

제이앤제이 

인베스트먼트 
모트프라이빗에쿼티 198 

(*)   UTC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은 76.1% 

(**) Seller는 보유지분 31.39% 중에서 일부 엑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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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은행 및 자본시장 M&A 전망 (Part 1)  

2020년 이후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및 자본시장 인수합병(M&A) 분야에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미국 M&A 시장의 은행, 투자 및 자산관리, 핀테크 분야의 2019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2020년 전망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은행: 2019년 분석 및 2020년 전망 

2019년 분석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61건의 딜이 발표되었는데 은행 M&A 건수는 2018년 보고된 259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또한 

2019년 평균 딜 가치는 4억 3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도 1억 9천백만 달러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283억 달러 

BB&T와 선트러스트의 대형 합병에 기인한 것이다. 작년 상위 5건의 딜은 모두 20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 해 동안 시중 은행들은 

가장 많은 거래 가치를 창출했고, 소규모 은행들은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창출했다. 

지방 은행들은 기록된 가격과 총 장부 가격(TBV; total book value)이 2018년의 171%에서 16% 감소한 156% 감소하는 것을 

목도했다. 이러한 가격 대비 유형자산장부가격(P/TBV; price to tangible book value)의 감소는 모든 은행의 P/TBV가 

153%에서 134%로(2019년 3분기까지) 전년대비 19% 감소했던 동기간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과 일관된 것이었다. 

다년간의 추세대로 2019년 은행 M&A 거래의 대부분이 소규모 은행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인수 대상은 10억 달러 이하의 

자산을 보유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2018년 2건에서 2019년 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림 1. 은행부문 M&A 거래 

 

은행부문: 거래 금액별 2019년 Top 5 거래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공시일 금액(백만달러) Price/TBV 

SunTrust Banks Inc. BB&T Corporation 2019.02.07 $28,283 179% 

IBERIABANK Corporation First Horizon national Corporation 2019.11.04 $3,917 142% 

Chemical Financial Corporation TCF Financial Corporation 2019.01.28 $3,552 N/A 

Rabobank National Association Mechanics Bank 2019.03.15 $2,100 157% 

LegacyTexas Financial Group Inc. Prosperity Bancshares Inc. 2019.06.17 $2,082 216% 

출처: SNL Financial and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0년 전망 

100억~1,000억 달러 대의 합병 증가. 기술 투자와 규제 인프라 비용의 증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100억~500억 달러 대의 

자산을 가진 소규모 은행은 단기 및 장기 주주 가치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이 

100억~5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이 500억~1,000억 달러 이상인 중간 규모의 은행들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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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시장 확대, 고객 지갑 점유율(customer wallet share) 극대화를 위해 역량, 상품 포트폴리오 및 소규모 기관을 확보하는 M&A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등합병 증가. 지방 은행 및 시중 은행은 주로 핀테크, 포트폴리오, 새로운 유통 채널을 인수하고 시장을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도드-프랭크법의 완화, 2018년 EGRRCPA(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등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에 힘입어, 요금과 수수료 감축이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은 효율성을 늘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규모 있는 파트너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객 예금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심화. 예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바이어들은 점차 예금 기반이 확보된 은행, 특히 예금량이 

큰 은행을 찾고 있다. 대형 은행들이 유기적인 고객 확보를 통해 예금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 하는 가운데, 많은 지방 은행과 시중 

은행들이 인수를 통해 성장하려 하고 있다.  

투자 및 자산운용: 2019년 분석 및 2020년 전망 

2019년 분석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의 M&A 활동은 2019년 내내 꾸준했으며, 기업들은 M&A를 성장, 역량 강화, 마진 및 수수료 압박 대처를 

위한 비용 최적화 도구로 사용했다. 또한 위탁매매(brokerage) 분야에서 통합이 계속되었는데, 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가 

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9년 투자 및 자산관리 M&A 지표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상향하였다. 2019년 보고된 거래 건수(234건)는 전년도 190건에서 

증가하였다. 거래량은 예전과 같이 브로커-딜러 거래(48개)에 비하여 자산 관리(186개)에 크게 집중되었다. 2018년에 

5억 2천 8백만 달러였던 평균 딜 가치가 10억 4천만 달러로 치솟았는데, 이러한 증가는 주로 찰스슈왑과 TD 아메리트레이드 간 

거래에 기인한 것이다.  

사모펀드 기업들은 자산운용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및 자산관리 M&A 시장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M&A 거래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거래 금액별 2019년 Top 5 거래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공시일 금액(백만달러) 

TD Ameritrade Holding Corporation Charles Schwab Corporation 2019.11.25 $28,399 

Oaktree Capital Group LLC 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 2019.03.13 $4,800 

Advisor Group Inc. Reverence Capital Partners LP 2019.05.09 $2,000 

Institutional Retirement & Trust 
business 

Principal Financial Group Inc. 2019.04.09 $1,350 

United Capital Financial Advisers LLC Goldman Sachs Group Inc. 2019.05.16 $750 

출처: SNL Financial and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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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망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기업들이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확보와 고객 보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기능을 밀고 나가면서 2020년에는 투자관리 및 핀테크 기업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 유통의 새로운 시작. 몇몇 대형 온라인 브로커 딜러들은 소매 고객 수수료를 0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를 뒤따르게 되어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미 가격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일부 소매 브로커들이 매각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거나 가치망에 또다른 연결 고리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위탁매매(brokerage) 업계에서 통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문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의 부상을 촉진하는 사모 펀드. 많은 중소 은행이 지방 은행, 나아가 시중 

은행으로 몸집을 키움에 따라 최근의 투자자문사가 주목 받는 트렌드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 기업, 특히 

사모펀드 회사들이 이런 추세를 촉진하고 있다. 

핀테크: 2019년 분석 및 2020년 전망 

2019년 분석 

디지털 결제 옵션과 혁신적인 플랫폼의 확산은 전통적인 결제 회사들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제 회사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해야 하게 되었다. 2019년에 기존 기업들은 해외 결제, 개선된 엔드투엔드 결제 경험, 

다중결제(multipayment) 통합, B2B 결제 등의 까다로운 분야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과 인재를 더 확보하기 위해 표적 M&A에 

참여함으로써 수많은 트렌드와 요인에 대응했다.  

핀테크 M&A 부문의 대부분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소규모의 인수나 투자를 통한 작은 이익에 집중되어 있지만, 거래가 활발한 

결제 분야의 상황은 2019년 핀테크 M&A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창업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등 핀테크 지형이 성숙해지고 있는 징후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 오래 매각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다. 일부 인정받는 핀테크 회사들은 또한 지역과 부문을 다양화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있다.  

핀테크 거래량은 2019년 보고된 거래가 150건으로 2018년 175건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평균 딜 가치는 25억 달러로 사실상 약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사모펀드 회사의 핀테크 M&A 참여율은 10년 이상 계속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핀테크부문: 거래 금액별 2019년 Top 5 거래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공시일 금액(백만달러) 산업 

Worldpay Inc.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Inc. 2019.03.18 $35,365 결제 

Total System Services Inc. Global Payments Inc. 2019.05.28 $22,149 결제 

First Data Corporation Fiserv Inc. 2019.01.16 $21,792 
이커머스&마케팅 

기술, 결제 

The Ultimate Software Group Inc. Investor Group 2019.02.04 $10,971 인사 및 급여 기술 

Symantec Corporation Broadcom Inc. 2019.08.08 $10,700 보안 기술 

출처: SNL Financial and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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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망 

결제 분야의 차세대 딜. 2020년 전략에 의해 “거액의 판돈(big bets)”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선호하는 파트너 및 플랫폼에 

올인하거나 생태계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더 폭넓은 분야에 진출하는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결제 분야의 

차세대 딜에는 전략에 맞지 않는 비핵심 사업 탈피, 중복 자산 제거, 백오피스 비용 제거,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후 기업 분할(post-consolidation divestiture)이 포함될 수 있다. 게다가 협력 전략 및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회사들은 소규모 핀테크 회사 및 기타 다른 시장 진입자들과 협업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구매, 혹은 투자. 2020년에 핀테크 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은행, 투자회사, 사모펀드 회사는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투자로부터 가장 큰 가치를 얻을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주요 통합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첫째는 

역량 주도 전략인데, 이 전략에 따르면 기존 은행들이 새로운 상품, 채널, 또는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통합하여 

갭을 메우거나 잠재적 시장 변화에 대비하려고 한다. 둘째는 지주 회사 모델을 따르는 전략인데, 인수 기업이 모회사 산하에서 제공되는 

규모와 범위를 활용하여 각 비즈니스 케이스 별로 강점이 확실한 핀테크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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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리질리언트 리더십 

 COVID-19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By Punit Renjen 

 

본 보고서는 위기 극복과 위기 그 이후를 준비하는 ‘리질리언트 리더(Resilient Leader)’의 역할을 

소개한다. 리질리언트 리더는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고 충격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론 COVID-19 이후의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보고서 

말미에는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딜로이트 프레임워크’도 소개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우선순위 6가지와, 대응(Respond), 회복(Recover), 그리고 재도약(Thrive)이라는 3가지 단계와 

단계별∙우선순위별 해법을 제시한다.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포스트 COVID-19 시대 

리질리언트 리더의 재도약을 위한 시나리오 

By Andrew Blau외 9인 

 

본 리포트는 딜로이트와 세일즈포스닷컴 양사의 세계적 석학이 함께 도출한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새로운 노멀에 대한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COVID-19 위기 이후 3년에서 5년 동안 

재편될 세상의 모습을 네 개의 시나리오로 정리한 본 리포트는, 기업들이 격변의 시기를 극복하고 

“넥스트 노멀”의 시기에 다가오는 기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참고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COVID-19: 공급망 리스크 및 중단 관리 

2020 년의 블랙 스완 

By Jim Kilpatrick외 1인 

 

COVID-19는 많은 기업들과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모델에 대해 재검토하고 변화하게끔 만드는 

'블랙 스완'이 될 수 있을까? COVID-19가 경제적 및 재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고는 각 공급망 단계(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에서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새로운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20200413.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20200423.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risk/2020/kr_risk_crisis-management-article_01_2020-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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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