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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7-8 월에는 70 여 건, 약 9 조원 규모(1)의 거래가 이루어져 상반기 부진한 모습에서 회복세를 보임. 자금 조달이 필요한 두산그룹과 

한진그룹의 계열사 및 자산 매각 작업이 진전을 보인 가운데, 삼성, CJ, 대림, KCC, 현대백화점, AJ 등 다수의 그룹사들도 비핵심 

사업 매각을 진행하였음. 그룹사들은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의 인수나 신사업에 활용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음. 특히 SK 그룹의 행보가 두드러졌는데,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인 EMC 홀딩스를 인수한 데 이어 중국의 

데이터센터, 홍콩 바이오 업체, 미국 에너지 솔루션 업체 등 다양한 해외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동시에 SK 바이오랜드와 

같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였고, 자본조달을 위해 SK 루브리컨츠 지분매각, TSK 코퍼레이션 지분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음.  

사모펀드 부문에서는 어펄마캐피탈이 EMC 홀딩스를 약 1 조원에 매각하면서 폐기물 업종의 대형 딜이 마무리되었음. 중대형 딜의 

경우 한앤컴퍼니가 대한항공 기내식·기내면세품판매사업을 인수하였으며 스카이레이크의 두산솔루스 인수,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쥬비스다이어트 인수 등이 눈에 띄었고, 오랜 시간을 끌었던 칼라일의 약진통상 매각, 어펄마캐피탈의 대림자동차공업 및 

대림오토바이 매각이 이루어짐.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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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LCD 사업법인 2 곳 
LCD 제조 

60.00 
100.00 

삼성디스플레이 
CSOT 

(중국) 
13,000 

EMC 홀딩스 종합 환경관리 100.00 어펄마캐피탈 SK 건설 10,500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판매 사업 

기내식 서비스 

기내 면세점 
사업부 거래 대한항공 한앤컴퍼니 9,906 

두산솔루스 동박·전지박 61.00 ㈜두산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6,000 

현대 HCN 케이블 TV 100.00 현대백화점그룹 KT 스카이라이프 6,000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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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 저축은행 저축은행 100.00 J 트러스트그룹 
9 월 15 일 본입찰 예정 

JB 금융지주, 한국캐피탈 등이 참여 중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36.27 두산중공업 9 월 중 예비입찰 예정 

SK 루브리컨츠 윤활기유 49.00  SK 이노베이션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 

DS 파워 열병합발전 
34.91 
27.48 

대성산업 

IMM 인베스트먼트 
삼일 Pwc 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빗썸홀딩스 가상화폐거래 경영권 지분 개인 대주주 등 삼정 KPMG 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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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삼성전자 

•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협력 관계 증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을 위하여 에스앤에스텍 및 와이아이케이에 투자를 집행함.  

• 블랭크 마스크(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패턴이 노광되기 전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에스앤에스텍에 약 

660 억원을 투자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함. 블랭크마스크의 경우 일본이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로는 에스앤에스텍이 유일함. 향후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공정이 미세화되고, 비메모리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화 되면서 

블랭크 마스크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장비 업체 와이아이케이에 약 470 억원을 투자함. 와이아이케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이 스피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경쟁업체로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와 미국의 테라다인이 있음. 와이아이케이는 자회사 

샘씨엔에스를 통하여 반도체 웨이퍼 성능을 측정하는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삼성디스플레이 

• 중국 쑤저우 LCD 생산라인을 현지 디스플레이 업체인 TCL 테크놀로지에 매각함. TCL 은 자회사인 CSOT 를 통해 '쑤저우 

삼성전자 LCD 테크놀로지' 지분 60%와 '쑤저우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100%를 약 1 조 3000 억원(10 억 800 만달러)에 

인수함. 쑤저우 삼성전자 LCD 테크놀로지는 전공정을 담당하는 Fab 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60%, 쑤저우공업원구가 30%, 

CSOT 가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쑤저우 삼성디스플레이는 후공정 모듈 공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 사업을 QLED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전략.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 현대차 러시아법인은 러시아 현지 GM 공장을 인수함.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GM 공장은 2008 년 문을 열었으며, 약 

3 억달러가 투입되어 연간 최대 10 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러시아 경제 불황으로 2015 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현대차그룹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연간 23 만대 규모로 솔라리스, 크레타, 기아차 리오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차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설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인수대금은 약 500 억원, 향후 투자 소요 금액은 약 

1,000 억원으로 알려짐.  

 

SK 그룹 

SK㈜  

• 중국 선두권 데이터센터 업체인 친데이터그룹(Chin Data Group)에 약 3,600 억원(3 억 달러) 규모의 Pre-IPO 투자를 결정함. 

친데이터그룹은 10 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하이퍼 스케일 규모) 데이터센터 기업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9 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친데이터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 30 억에서 40 억달러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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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건설  

• 종합환경관리 업체 EMC 홀딩스를 1 조 500 억원에 어펄마캐피탈로부터 인수함. EMC 홀딩스는 어펄마캐피탈이 수처리 

사업을 하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 호남 등 지방의 영세 업체를 사들여 구축한 종합 환경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1 위 규모임. 2019 년 매출 약 3,809 억원, 영업이익 453 억원을 기록함. 

• 수처리, 폐기물, 자원순환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환경관리 업체 TSK 코퍼레이션 지분 16.7%를 매각하기 위하여 KKR 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거래 금액은 1,600~2,000 억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SK 건설은 2010 년 TSK 코퍼레이션(당시 

태영환경)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2 대 주주가 되었음. 현재 TSK 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태영건설로 지분 62.61%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0.69%는 휴비스 등이 보유하고 있음.  

SK 이노베이션  

• SK 이노베이션은 최근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의 계열사인 '베트남 석유가스탐사개발공사’로부터 베트남 남부 

16-2 광구 지분 70%와 운영권을 인수함. 16-2 광구는 끄울롱 분지에 있는 탐사광구이며, SK 이노베이션은 1998 년부터 

베트남 끄울롱 분지에 있는 15-1 광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2003 년부터 원유를 생산해 오고 있음. 인수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SK E&S  

• 미국 가정용 태양광 설치 1 위 기업인 선런(Sunrun)과 JV 를 설립하기 위해 1,385 억원 출자를 결정하였으며, JV 를 통해 

미국에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JV 설립은 SK E&S 가 지난해 5 월 미국 가상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스위스 업체 수시(SUSI)와 손잡고 '일렉트로드 홀딩스(Electrodes Holdings)'라는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진행한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임. 가상발전소 사업이란 ESS 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실체는 없지만 발전소 역할을 하는 가상의 

발전소를 의미하며 분산된 소규모 에너지 발전, 연료전지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효율적인 전력 수집과 공급이 가능함. SK E&S 는 선런이 기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전략.  

• 중국의 에너지 기업 베이징 가스 블루스카이 홀딩스(Beijing Gas Blue Sky Holdings)의 관계사 닝보 베이룬보천 에너지 

트레이딩, 호저우보천 천연가스 등 3 곳의 지분 각각 30%를 약 220 억원(1 억 2900 위안)에 인수함. 이들 관계사는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천연가스(LNG)를 공급하고 있으며 SK E&S 는 블루 스카이와 함께 3 개 회사를 합자 경영할 예정임.  이와 

별도로 SK E&S 는 중국 자회사를 통해 블루 스카이에 매년 20 만~30 만톤의 천연가스를 판매할 예정으로 양사는 천연가스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SK 텔레콤  

• SK 텔레콤의 관계사 인바이츠헬스케어는 코로나 19 진단키트 등을 만드는 바이오코아의 최대주주인 

홍콩디안과기유한공사가 보유한 지분 26.91%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됨. 지분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바이오코아는 

2001 년 5 월 세워진 기업으로 임상시험 수탁 및 대행(CRO), 의약품 연구개발, 유전자 관련 분석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음. SK 텔레콤은 올해 3 월 헬스케어 관련 사업부를 분사해 사모펀드 운용사 

뉴레이크얼라이언스와 함께 인바이츠헬스케어를 설립하였음.  

SK 루브리컨츠  

• SK 루브리컨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보유지분 매각을 위하여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였음. 매각 대상은 SK 루브리컨츠 지분 최대 49%로 알려짐. SK 루브리컨츠는 자동차용 윤활기유 시장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고품질 제품인 그룹 3 기유 시장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1 위임.  SK 루브리컨츠는 

지난해 매출 3 조 3,725 억원, 영업이익 2,939 억원을 기록함. SK 이노베이션은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2 차전지 

투자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M&A Newsletter 

 

 

5 

SKC 솔믹스 

• SKC 는 SKC 솔믹스 지분 57.7%를 보유하고 있는데 잔여 지분 42.3%를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하여 SKC 솔믹스를 

상장폐지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임. SKC 솔믹스는 실리콘, 쿼츠, 알루미나, 실리콘카바이드 등을 활용해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소모품을 생산하고 있고, 최근 장비 세정 사업에도 진출하였음. SKC 가 SKC 솔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정점으로 하는 SK 그룹의 반도체 수직계열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SK 바이오랜드  

• SKC 는 화장품 원료 제조 자회사 SK 바이오랜드 지분 27.94%를 약 1,205 억원에 현대백화점그룹에 매각함. SKC 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LG 그룹 

LG 생활건강 

• 더페이스샵, 케이엔아이, 씨앤피코스메틱스는 LG 생활건강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3 개 자회사를 LG 생활건강에 

합병하기로 함. 이들 3 개 자회사는 모두 LG 생활건강이 인수한 회사들로, 2010 년 11 월 더페이스샵, 2013 년 3 월 

케이엔아이, 2014 년 11 월 씨앤피코스메틱스를 각각 인수하였음.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전략.  

 

한화그룹 

한화큐셀 

• 미국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업 젤리(GELI, Growing Energy Labs Inc.)의 지분 100%를 인수함. 젤리는 2010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에너지관리 시스템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상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어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임. 한화큐셀은 젤리 인수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태양광(PV) 모듈 판매가 주력이었지만 이번 

인수로 PV 와 ESS 를 통합한 태양광 전력 패키지를 고객에게 임대한 뒤 전력 거래 계약을 맺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고, 

사용자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젤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제안할 수 있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충남 태안에 위치한 골든베이골프앤리조트 매각을 위하여 삼정 KPMG 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9 월 초에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임. 골든베이는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렌스탐이 코스를 설계한 27 홀(231 만 4000 ㎡) 규모의 골프장이며 2010 년 9 월에 

개장하였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번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골든베이 외에도 제이드팰리스, 

용인·설악·제주플라자 CC 등 총 5 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음.   

 

CJ 그룹 

CJ 제일제당 

• ‘비비고’ 브랜드 상표권은 2010 년 론칭 당시부터 CJ 제일제당과 CJ 푸드빌이 공동 소유해 왔는데, CJ 제일제당이 CJ 푸드빌에 

169 억원을 지급하고 상표권 100%를 확보함. CJ 제일제당은 향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의 비비고 브랜드 전개와 K-푸드 

대형화를 위해 상표권 100% 확보를 결정하였으며, 제품 다양성과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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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푸드빌 

• 커피 및 디저트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의 지분 15%를 앵커에퀴티파트너스에 710 억원에 매각하면서 투썸플레이스의 

지분을 모두 정리함. CJ 푸드빌은 지난 2018 년 2 월 투썸플레이스 지분 40%를 앵커에퀴티파트너스 등에 매각한 이후 2019 년 

4 월에 45%를 매각했고, 15%를 보유하고 있었음.   

• 국내 2 위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매각을 위하여 딜로이트 안진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CJ 푸드빌로부터 뚜레쥬르를 분할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구조임. 국내 매장은 약 1,300 개, 

시장점유율은 약 25%이며 해외에서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약 200 개의 매장을 운영 중. 총 매출은 약 

4,000 억원인 것으로 알려짐.  

CJ 대한통운 

• 건설사업부 매각을 위하여 크레디트스위스 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함. CJ 대한통운 건설사업부는 작년 시공능력평가에서 

49 위를 기록하였지만 물류창고, R&D 센터 등의 건설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콜마, 데상트, 한국도레이 등의 

R&D 센터와 씨에스양산물류센터, BLK 평택물류센터 등을 시공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물류센터 등 기타 건축 분야 시공 

순위에서는 6 위를 기록함. 2019 년 매출은 7,396 억원, 영업이익은 271 억원.  

 

신세계그룹 

신세계인터내셔날 

• 스위스 명품 화장품 브랜드 스위스퍼펙션의 지분 100%를 인수함. 1998 년 사업을 시작한 스위스퍼펙션은 화장품업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브랜드로 꼽히며, 모든 제품을 100% 스위스에서 제조함. 신세계는 호텔, 고급 스파 등에 B2B 로만 판매하고 

있는 스위스퍼펙션을 국내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킬 예정이며, 해외 B2C 시장도 공략할 계획임. 신세계는 고속 

성장하는 세계 럭셔리 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인수를 결정함. 인수가액은 공개되지 않음.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지분 50%를 JV 파트너인 인터코스에 172 억원에 매각하였음.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는 2015 년 50: 50 출자로 화장품 ODM 합작 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하였으나 이번 지분 

매각으로 신세계는 화장품 제조사업에서 손을 떼고, 브랜드 사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임.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인터코스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지속해 상호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함.  

 

한진그룹 

대한항공 

•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판매사업을 한앤컴퍼니에 9,906 억원에 매각하기로 함.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앤컴퍼니가 설립할 신설법인에 기내식 및 기내판매사업 사업을 양도하게 되며, 신설법인과 기내식 공급계약 및 기내면세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것임.  또한, 대한항공은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법인의 지분 20%를 취득할 예정임. 해당 사업부문은 기내식 매출 1,000 억원, 기내면세판매 매출 1,500 억원 등 약 

2,500 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두고 있었고, 향후 별도법인으로 분리되면 대한항공에서 발생하는 기내식 매출 1,500 억원이 

추가됨. 

칼호텔네트워크 

• 한진칼은 100%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매각 대상은,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부지, 

서귀포 칼호텔, 제주칼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 4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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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두산솔루스 

• ㈜두산이 보유한 지분 17% 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 44%, 총 61% 지분을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함. 지분인수 대금은 약 6,000 억원이고, 추후 설비투자 등을 위해 3,000 억원이 추가로 집행 될 예정이라고 함. 

두산솔루스는 동박, 전지박 등 2 차전지 소재 업체로 작년 매출은 약 700 억원, 영업이익은 약 102 억원임.  

네오플럭스 

• ㈜두산은 벤처캐피탈(VC) 자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96.77%를 신한금융지주에 730 억원에 매각함.  

두산모트롤 BG 

• ㈜두산은 두산모트롤 BG(유압기기 사업부) 매각을 위하여 소시어스-웰투시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모간스탠리 PE, 두 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우협 선정을 앞두고 있음. 협상 가격은 5,000 억원 내외로 알려짐.  

두산건설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매각을 위하여 대우산업개발을 우협으로 선정하였고 협상을 진행 중. 두산중공업은 당초 두산건설을 

통매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물적분할 이후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은 남기고 매각하기로 함.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 매각을 위하여 크레디트스위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9 월 중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임.  

 

대림그룹 

대림산업 

• 대림 C&S 지분 58.94% 중 50.81%를 719 억원에 VL 인베스트먼트-삼일에코스텍 컨소시엄에 매각함. 대림 C&S 는 

콘크리트파일 1 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1,955 억원, 영업이익 36 억원을 기록함. 삼일에코스텍은 기존의 골재사업, 레미콘 

및 아스콘 사업에 콘크리트 파일 사업을 더하면서 건설기초소재 사업을 확대함.  

• 어펄마캐피탈로부터 대림자동차공업 지분 40.98%를 약 380 억원에 인수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 어펄마캐피탈은 

2011 년 대림자동차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40.98%의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이후 2017 년 대림산업이 자동차 부품 사업과 

이륜차 제조 사업을 인적분할 형태로 별도 법인화 함에 따라 대림자동차공업과 대림오토바이 지분을 각각 40.98% 보유해 

오다가 이번에 양사의 지분을 매각함(대림오토바이 지분은 AJ 그룹에 매각). 

• 대림오토바이 지분 59.02%를 AJ 그룹에 약 200 억원에 매각함. 

 

현대백화점그룹 

• 현대 HCN 매각을 위하여 KT 스카이라이프를 우협으로 선정하였으며 KT 스카이라이프는 약 6,000 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현대 HCN 은 시장점유율 약 4%로 케이블 TV 시장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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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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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사업 강화를 위해 화장품 원재료 기업인 SK 바이오랜드 지분 27.94%를 약 1,205 억원에 SKC 로부터 인수함. 

SK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바이오메디컬 사업이 주력이며 국내에 5 개 생산공장과 두 개의 중국 현지 

법인(하이먼, 상하이)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 1 위 기업으로 천연물을 활용한 추출·발효·유기합성 

등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063 억원과 영업이익 145 억원을 기록함.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5 월 

한섬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인 클린젠코스메슈티칼 지분 51%를 약 100 억원에 인수하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였음. 

 

KCC 그룹 

• 지난해 인수한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Mometive Performance Materials)의 북미지역 컨슈머 실란트 사업을 독일 

헨켈(Henkel)에 2,428 억원에 매각하기로 함.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매각을 진행함.   

 

AJ 그룹 

AJ네트웍스 

• 사모펀드와 함께 국내 1 위 오토바이 회사인 대림오토바이를 인수함. AJ 네트웍스는 A2 파트너스, 라이노스자산운용과 함께 

펀드를 설립하고 대림산업과 어펄마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인수함. 펀드가 대림오토바이와 AJ 그룹의 

오토바이 렌탈회사 ‘AJ 바이크’를 함께 인수하는 구조이며, AJ 그룹은 컨소시엄의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구조임. 

펀드는 약 600 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AJ 그룹의 투자금액은 약 200 억원임. AJ 바이크는 이륜차 렌탈 1 위 업체로 AJ 그룹은 

컨소시엄과 함께 전기이륜차 개발, 이륜차 공유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임.  

• 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AJ 파크 지분 44.9%를 674 억원에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함. 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2018 년 6 월 AJ 파크에 투자 당시 협의하였던 IPO 진행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메디치와 협의하여 투자 대금을 

조기 상환하였음. 올해 초 상장 시기를 논의하는 등 IPO 진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정을 전면 중단하였음.   

•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J 셀카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AJ 셀카는 온라인 중고차판매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에 

하루 최대 1,500 대를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경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경매장에서는 월 

평균 5,000-6,000 대가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AJ 셀카 매출 860 억원 중 경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400 억원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AJ 네트웍스는 AJ 셀카 지분 77.29%를 보유하고 있음.  

 

GC 녹십자  

• GC 녹십자홀딩스는 혈액제제 북미 생산 법인인 GCBT 와 미국 혈액원 사업부문인 GCAM 지분 100%를 세계 최대 혈액제제 

회사인 스페인 글리폴스(Glifols SA)에 매각함. 매각 가액은 약 5,520 억원(4 억 6,000 만 달러)으로 국내 제약업계 매각 건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녹십자가 해외 계열회사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첫 사례이기도 함. 캐나다에 위치한 GCBT 의 경우 설비 

투자는 완료됐지만, 현지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난 2018 년부터 상업 가동을 위해 본사로부터 인력·기술 

지원을 받아 왔는데, 코로나 19 등으로 내년 정도로 계획되었던 자립 운영이 계속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함. GC 녹십자는 이미 2 배 증설을 완료한 오창공장의 혈액제제 생산시설 가동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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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네이버는 SM 엔터테인먼트 계열회사에 총 1,000 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이번 투자를 통해 네이버 브이라이브의 글로벌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 '팬십'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영상 비즈니스 사업 확대를 모색할 계획. 네이버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SMEJ Plus', ‘미스틱스토리’에 다각도로 투자를 진행하고 차세대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와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SM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팬클럽 서비스를 팬십으로 

일원화하기로 협의함.  

미래엔 

• 미래엔은 엔베스터, 코스톤아시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구업체 영실업 지분 100%를 약 1,480 억원에 글로벌 사모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로부터 인수함(엔베스터는 미래엔의 100% 자회사). PAG 는 지난해 말 미래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2 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협상이 중단됐다가 5 월에 협상을 

재개하여 8 월말에 SPA 체결을 마무리함. 영실업은 국내 1 위 토종 완구 기업으로, 40 여년간 자체 완구 캐릭터와 순수 

국내기술로 TV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으며 ‘콩순이’, ‘시크릿쥬쥬’, ‘또봇’ 등의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음. 미래엔은 

영실업이 보유한 강력한 IP 를 바탕으로 유아동 콘텐츠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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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신한금융지주 

• 두산그룹의 벤처캐피탈(VC) 자회사 네오플럭스 지분 96.77%를 730 억원에 인수함. 네오플럭스는 벤처투자뿐 아니라 

사모펀드(PEF)를 활용한 큰 규모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VC 와는 구별되는 강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 7,800 억원은 벤처펀드 4,400 억원과 사모펀드 3,400 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효성캐피탈 

• 8 월 29 일 본입찰을 실시하였으며 ST 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새마을금고 컨소시엄, 화이트웨일그룹(WWG) 자산운용-

대신증권 컨소시엄, 일본계 신세이은행의 자회사 쇼와리스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매각 대상은 ㈜효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97.5%. 

JT 저축은행 

• JT 저축은행 매각 딜에 JB 금융, 한국캐피탈, 리드코프, 뱅커스트릿 P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9 월 15 일 본입찰이 예정되어 

있음. 일본계 J 트러스트그룹은 2015 년 1 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지분 100%를 인수하여 JT 저축은행으로 운영해 왔음. JT 저축은행은 업계에서 알짜 매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9 년 말 기준 

총자산 1 조 4,164 억원, 순자산 1,267 억원, 당기순이익 181 억원을 기록함.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광주, 전남 

목포시에 각각 1 개씩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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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인수 거래에서는 한앤컴퍼니가 대한항공의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판매 사업을 약 1 조원에 인수하였고, 스카이레이크도 재협상을 

거쳐 두산솔루스를 인수하였음. 쥬비스다이어트, 중고나라, 이노메트리 등 중소형 바이아웃 딜이 이루어진 가운데, KKR 은 수처리 

전문 환경관리업체 TSK 코퍼레이션의 2 대주주 지분인수를 위하여 SK 건설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에코그린홀딩스 인수 이후 

폐기물· 환경사업에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음.  

매각 거래가 어느때 보다 활발하였고 특히 어펄마캐피탈이 성과를 거두었는데, EMC 홀딩스를 약 1 조원에 매각하였고 9 년만에 

대림자동차공업과 대림오토바이 지분을 매각하였음. 한편, 영실업과 약진통상은 코로나 19 의 장기화, 의류업 침체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아쉬움을 남김. 이 외에도 VIG 파트너스는 윈체의 매각을 위하여 ACPC PE 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IMM 도 

대성산업과 함께 DS 파워 매각 작업에 착수함.      

 

주요 인수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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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판매 사업(*) 

기내식 및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부 거래 대한항공 한앤컴퍼니 9,906 

두산솔루스(*) 동박·전지박 61.00 ㈜두산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6,000 

쥬비스다이어트(*) 다이어트 관리 100.00 대주주 및 특관자 스틱인베스트먼트 2,500 

중고나라(*) 중고물품 거래 100.00 대주주 및 FI 유진자산운용 PEF 1,000 

이노메트리(*) 
2 차전지 

검사장비 
43.50 넥스트아이 및 대주주 

이스트브릿지 

파트너스 
756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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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 홀딩스 종합 환경관리 100.00 어펄마캐피탈 SK 건설 10,500 

영실업 완구 100.00 PAG 
미래엔-엔베스터-

코스톤아시아 컨소시엄 
1,480 

성운탱크터미널 유류 보관사업 
67.00 

및 채권 

큐리어스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지오투자파트너스 780 

AJ 파크 주차장 운영 44.90 메디치인베스트먼트 AJ 네트웍스 674 

대림자동차공업 

대림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이륜차 제조 

40.98 
40.98 

어펄마캐피탈 
대림산업 

AJ 네트웍스 

38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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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운전자본: 위기 및 회복 시기의 관점 (Part 1) 

 

Summary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운전자본(working capital)에 관한 한, 패턴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쇼크 상태에 빠져있다. 2020 년 재무 결과 중에서 재고가 특히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만큼은 이전처럼 

공급 회사에 대한 지불 주기를 늘리지 못할 듯 하다. 현금 전환 주기(cash conversion cycle)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를 통해 현재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동성이 영구화될 것이다.  

기업들은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왔고 예측과 계획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 사이의 균열을 

감추고 최근 수요와 공급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데 인력에 과하게 의존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로 인해 나타난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과, 기업들이 인력과 사업 공간의 규모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잠재적인 어려움이 커진다. 

디지털 도구와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방안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발전이 프로세스의 

요소들을 개선시켰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입채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운전자본을 개선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전세계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더 신속하고 더 빈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협업 

도구는 이제 생존에 필수적이다. 부서 및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며 임직원이 지식을 함양하고 

동기 부여를 받으며 집중력을 키우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이러한 도구들이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본 리포트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전자본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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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융위기 이후 운전자본의 트렌드 (2008 - 현재)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운전자본은 다른 

수준의 중요성을 띠게 된다. 지난 금융 

위기(2008)를 돌이켜보면, 영국 상장사들 

전반적으로 운전자본 수준이 25%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회복하는 데 거의 2 년이 걸렸다. 

예나 지금이나 격변은 조직들이 새로운 

자원과 지적 능력을 쏟는 초점을 만든다. 

조직들은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들을 확립했고 

운전자본 챔피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으며, 프로세스들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였다. 또한 그들은 현금 관련 

메시지를 조직 전체에 알리기 위해 

트레이닝을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팩트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으나 

2015 년까지 현금 전환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25 일이 되었거나, 또는 한달 이하의 

수익만이 운전자본에 묶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지속시키지 못했으며, 

여러 요인들로 인해 현금 전환 주기 실적이 

타격을 입었다. 기강이 해이해지고 저렴한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경제 팽창, 

유럽연합 탈퇴 준비 등의 요인들이 합쳐져서 

2019 년까지 주기는 30 일로 늘어났다.  

2020 년 혹은 2021 년에 다시 50 일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모든 기업이 최대 3 주치의 매출에 

상응하는 추가 자금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현금이 

(비)운전자본에 묶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금 전환 주기  

= 매출채권회전일수 + 재고자산회전일수 – 매입채무회전일수 

 

현금 전환 주기는 기업이 자원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일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주기가 짧을수록 사업 프로세스에 자본이 묶여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기는 짧을수록 좋다.   

 
매출채권회전일수 = 매출채권 / (매출 / 365) 

매입채무회전일수 = 재고자산 / (매출원가 / 365) 

매입채무회전일수 = 매입채무 / (매출원가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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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과 매출채권 

현금 전환 주기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매입채무회전일수는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이 기간 동안 50%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08-2019 

년 사이 전반적인 개선 사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 회사의 매입채무회전일수는 항상 다른 

회사의 매출채권회전일수(DSO)이다. 이런 

이유로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채권 회전일수 

(DSO)가 같은 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이러한 매입채무회전일수 성과는 대기업 

들이 대체로 비상장사들인 소규모 공급 

회사들로부터 개선책을 취하고 있거나, 또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의 대규모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후자는 공급 회사와 매출채권 파이낸싱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요인이다. 

매입채무회전일수를 늘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한 옵션이 아니다. 유럽 

지불 기간(European Payment Terms) 

지침과 영국 보고 의무 법률(the UK Duty to 

Report)은 모두 지불 기간 연장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이전부터 영국에서 추진력을 얻었다. 

 

공급망과 재고  

재고는 2008 년 위기 이후 첫해에 3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 년안에 실적은 2008 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재고는 

2008 년보다 나아진 적이 없으며 2019 년까지 거의 위기 직후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공급망 계획(S&OP)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채택이 더디고,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 신호에 따라 

재고/생산 한도 관리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브렉시트는 영국 내 재고 완충과 안전 재고 증가에 기여했다.  

재고는 운전자본의 관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남은 의문점 중 하나는 브렉시트 때문에 

묶여있는 재고의 구성과 이것이 현재 비즈니스에 유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기를 잠시 제쳐두고 지난 10 년 간 디지털 기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예측 

분석의 비약적인 발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변화는 공급회사에 대한 지불 기간의 연장 뿐이라는 점은 꽤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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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2020 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최종 확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6개 법률안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가 지난 7. 22. 발표한 2020 년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8. 28. 국회에 제출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률 내용 적용시기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영 

§43의3①5) 

- 경정청구일 → 납부일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

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 §13·§76의13, 소법 §45) 

- 현행: 10년 → 개정: 15년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 §57, 소법 §57) 

- 현행: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 → 개정: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2021. 1. 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법 §57, 소법 

§57)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손금산입 방식 삭제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 

§45·46의4, 영 §81·83)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 동안 손금산입 

2021. 1. 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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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법 

§55의2) 

-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법 §5, 소법 §2의3 

신설) 

-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법 §75의10 신설) 

- 신탁 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는 별도 구분 

-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수탁자가 납세의무 부담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 §18의2. 3, 

§75의13 신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등  

2021. 1. 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등 

부가가치세법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법 

§3의2, §10⑧) 등 

2021. 1. 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 §144①)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2021. 1. 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

지 않은 분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법 

§100의32, 영 §100의32)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비중 조정: [당기 소득 x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x 20% 

- 임금증가 대상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1년 → 2년 

(기업소득·임금증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초과환류액 이월)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초과

환류액부터 적용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법 

§104의33 신설) 

- 적용대상: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유사법인 

- 배당 간주금액(=초과 유보소득 x 지분율)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향후 해당 금액 실제 배당 시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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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주주에 대하여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법 §17의3②) 

-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지식재산권의 제공/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법 §9) 

- 2주택 이하 법인: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법 §8) 

-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 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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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이끌 메가테크놀로지 

 과거, 현재 및 미래 혁신의 기초가 되는 테크놀로지 재조명 

By Bill Briggs 외 2 인 

 

본 리포트는 메가테크놀로지 트렌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9 가지 정보기술을 살펴보고, 

2030 년 이후 기업 정보기술 전략에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3 가지 메가테크놀로지인 

앰비언트 경험, 기하급수적 발전 지능 및 양자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경영진이 전략, 재무, 리스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투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딜로이트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 2020  

"더 나은 노멀"의 중심 

By Stephen Rogers 외 1 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편집 

 

본 리포트는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밀레니얼과 Z 세대의 반응에 주목하였다. 2019 년 12 월에 

시행된 1 차 조사와 2020 년 5 월에 시행된 2 차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밀레니얼 및 Z 세대의 

관심사와 일과 경제, 정부와 기업 등에 대한 시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팬데믹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 

회복을 시도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By Joe Vitale 외 2 인 

 

본 리포트는 위기대응 단계를 넘어 회복 및 역량 강화 단계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글로벌 자동차 산업 현황과 소비자 심리를 살펴본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20200714.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20200724.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202008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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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 분석,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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