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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9-10 월에는 70 여 건, 약 20 조원 규모(1)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국내 M&A 사상 최대규모인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가 

이루어짐. 삼성그룹은 비핵심사업 매각에 나섰고 CJ 그룹도 매각 위주로 딜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산그룹은 자구책에 따라 계열사 

및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규모는 작지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그룹이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종사업체인 

방송제작업체, MCN 업체 등을 인수한 건이 눈에 띠었음. 특히 금융업에서의 딜이 활발하여, 신한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의 자본 

유치, 우리금융지주의 아주캐피탈 인수, 효성캐피탈과 JT 저축은행의 매각이 이루어 짐. 조선업종의 회복 기대감에 따라 

한진중공업, STX 조선해양, 대선조선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대글로벌서비스도 KKR 과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사모펀드 부문에서는 Pre-IPO 거래 등 자본유치 건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신한금융, 카카오뱅크, 티몬, SK IET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 두산모트롤 BG, 효성캐피탈의 바이아웃 거래가 성사됨. 아주캐피탈, 할리스 F&B 등의 엑싯이 이루어졌고       

IMM PE 의 더블유컨셉코리아와 대한전선은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앞두고 있음.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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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낸드사업 반도체 사업부 거래 
인텔 

(미국) 
SK 하이닉스 103,100 

신한금융지주 금융서비스 
3.80 
3.80 

유상증자 
어피너티, 

베어링 PEA 
11,582 

아주캐피탈 
여신전문         

금융서비스 
74.04 웰투시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지주 5,724 

두산 모트롤 BG 유압기기 사업부 거래 ㈜두산 
소시어스-

웰투시인베스트먼트 
4,530 

TSK 코퍼레이션 수처리 37.39 
SK 건설, 휴비스, 

SK 디스커버리 
KKR 4,410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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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36.27 두산중공업 
11 월 중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현대중공업, GS 건설, MBK 등 6 곳 

한진중공업 조선, 건설 83.45 채권단 
12 월 중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STX 컨소시엄, 한토신 등 4 곳 

STX 조선해양 조선 100.00 채권단 

11 월 중 예비입찰 예정 

KHI 인베스트먼트-유암코 컨소시엄이 

우협이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 

더블유컨셉코리아 
의류 이커머스 

플랫폼 
80.00 IMM PE 11 월 18 일 예비입찰 

금호리조트 
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100.00 금호아시아나그룹 12 월 초 예비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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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삼성전기 

• 통신모듈 부문 내 와이파이모듈 사업의 매각을 위하여 KB 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였음. 매각 대상은 수원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와이파이모듈 사업부문과 태국 자회사 삼성일렉트로메카닉스 내 와이파이모듈 사업부문인 것으로 알려짐. 

와이파이모듈은 스마트폰 핵심부품이지만 삼성전기의 비핵심 사업으로, 이번 매각을 통하여 삼성전기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5G 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세메스 

• 삼성전자 자회사이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전문업체인 세메스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매각을 위해서 원익 IPS 등의 

장비업체와 논의를 진행 하고 있음. 세메스는 1993 년 삼성전자와 일본의 DNS 가 합작해 ‘한국 DNS’라는 사명으로 설립한 

회사로, 2010 년 10 월 삼성전자가 일본 파트너 보유지분을 인수하면서 91.5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음. 세메스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1 조 1,339 억원, 영업이익 312 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매출은 반도체 제조설비 61%, 기타부품판매 

30.8%,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8.2%로 이루어짐. 과거 디스플레이제조설비는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진한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려는 전략.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 삼성디스플레이의 자회사인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는 구미 사업장을 중국기업 바이탈머티리얼스에 매각함.  회사는 

2012 년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 코닝이 50:50 으로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로, 충남 아산과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 

아산사업장은 OLED 기판유리를, 구미는 타겟(투명전극재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구미사업장만 분리하여 매각함. 인수자인 

바이탈머티리얼스는 중국의 희소금속 전문 회사임.  

삼성화재 

• 작년에 1 억 5,000 만달러를 투자한 영국의 로이즈 보험 전문 캐노피우스(Canopius)에 1 억 1,000 만 달러(약 1,300 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삼성화재가 캐노피우스를 100% 소유하고 있는 포튜나탑코(Fortuna TopCo)에 투자하는 구조임. 로이즈 보험 

시장은 런던을 중심으로 전세계 80 개국에서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관련 배상보험 등 고도의 특화된 리스크를 

인수하는 보험시장으로, 캐노피우스는 4 위의 업체임.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 

• 현대모비스가 영국의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AR HUD) 전문기업 엔비직스(Envisics)에 2,500 만달러(한화 약 

300 억원)를 투자함. 엔비직스는 2010 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박사가 모교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설립한 디지털 

홀로그램 광학기술 스타트업으로, 홀로그램 기반 HUD 의 양산 경험이 있는 업체는 엔비직스가 유일함. 엔비직스는 기존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의 단점인 속도 지연과 화질 저하 문제를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해결하였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현대모비스는 2025 년 양산을 목표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AR HUD 를 

엔비직스와 공동개발 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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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 현대건설은 전남 여수 소재 열병합발전소 '현대에너지' 지분 51.81% 전량을 보임에너지에 125 억원에 매각함. 보임에너지는 

현대에너지의 개발 시행사로 지분 2.37%를 보유하고 있었음.  2013 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에너지는 GS 칼텍스에 공급하던 

스팀 물량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최대 공급처였던 GS 칼텍스가 자체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이용해 스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대에너지에서 공급받던 물량을 줄였고 현대에너지는 계획된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화 됨. 

2019 년 매출 918 억원, 당기순손실 279 억을 기록함.   

 

SK 그룹 

SK㈜  

• 글로벌 물류회사 ESR(e-Shang Redwood Group)에 대한 보유지분 11.0% 중 4.6%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여 4,800 억원을 

회수함. 2011 년 설립된 ESR 은 전 세계 물류센터 약 270 곳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기업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JD 닷컴 등 글로벌 고객사만 200 여곳에 달함. SK㈜는 ESR 상장 전인 2017 년 8 월과 2018 년 9 월 두 차례에 걸쳐 약 

4,900 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 ESR 은 2019 년 11 월 홍콩증시에 상장함. 

SK 하이닉스 

•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을 90 억 달러(약 10 조 3,100 억원)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임. 인수 대상은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생산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이며 차세대 메모리 분야인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문은 제외되었음. 이번 인수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 

D 램에 이어 낸드 부문에서도 글로벌 2 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됨. 인수는 2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우선 

70 억달러를 지급하고 인텔의 낸드 SSD 사업(SSD 관련 IP 및 인력 등)과 중국 다롄 공장 자산을 인수하고, 2025 년 

3 월에 20 억달러를 지급하고 인텔의 낸드플래시 웨이퍼 설계와 생산관련 IP, R&D 인력 및 다롄 팹 운영 인력 등 잔여 자산을 

인수할 예정임.  

SK 텔레콤 

• T 맵 플랫폼, T 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해 연내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함.  

티맵모빌리티는 미국 우버로부터 5,000 만 달러(약 600 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 8,000 만달러(약 1 조원)를 

인정받았음. 또한, 우버는 이와는 별도로 티맵모빌리티와 설립할 택시사업 JV 에도 1 억 달러(약 1,100 억원)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  내년 상반기 JV 를 설립할 예정이며, 티맵모빌리티가 가진 T 맵 택시 드라이버, 지도·차량 통행 분석 기술과 우버의 

글로벌 운영 경험, 플랫폼 기술을 융합하여 택시 호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SK 아이이테크놀로지(IET)  

•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자회사 SK IET 는 Pre-IPO 자본유치를 진행하여 프리미어 파트너스로부터 3,000 억원을 

유치함. SK IET 는 지난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리막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SK 이노베이션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과 플렉서블 커버윈도우가 주력사업이며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조달된 

자금은 현재 건설 중인 헝가리 코마롬의 제 2 공장, 미국 조지아주의 제 1,2 공장 증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SK 건설, SK 디스커버리, 휴비스  

• SK 건설· SK 디스커버리·휴비스는 보유 중인 TSK 코퍼레이션 지분 16.70%·4.17%·16.52%를 각각 

1,969 억원·492 억원·1,949 억원, 총 4,410 억원에 KRR 에 매각함 (휴비스는 SK 디스커버리와 삼양홀딩스가 각각 25.5%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SK 건설은 유입자금을 폐기물처리업체 EMC 홀딩스 인수자금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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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루브리컨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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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매각 대상은 SK 루브리컨츠 지분 최대 49%임. 

 

LG 그룹 

LG 화학  

• 배터리 사업의 물적분할을 결정하였고 LG 화학의 100% 자회사로  ‘LG 에너지솔루션’(가칭)을 12 월 1 일 출범시키기로 함.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의 분할을 결정한 것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3 조원 이상의 

시설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 LG 화학은 이번 분사 결정으로 배터리 사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1 위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석유화학, 첨단소재 등의 다른 부문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음. 신설법인은 향후 IPO, 투자유치 등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롯데그룹 

롯데정밀화학 

• 스카이레이크가 두산솔루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스카이스크래퍼 롱텀 스트래티직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2,900 억원을 

출자함. 펀드 금액 약 7,000 억원 중 2,900 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두산솔루스의 지분 약 20%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게 됨. 두산솔루스의 사업 영역은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전지박·OLED 디스플레이·바이오 

등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롯데알미늄 내 알미늄박 사업과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롯데알미늄은 2021 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헝가리 터터바녀 산업 단지에 1,100 억원을 들여 배터리 양극박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등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한화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충남 태안에 위치한 골든베이골프앤리조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골프존카운티를 선정함. 골든베이는 27 홀 

(231 만 4000 ㎡) 규모의 골프장이며 2010 년 9 월에 개장하였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번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희망 

매각가액은 홀당 100 억원, 총 2,700 억원으로 알려짐.  

한화손해보험 

•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 지분 68.34% 전량을 542 억원에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함. 캐롯손보는 지난해 10 월 

한화손보, SK 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가 합작 설립한 국내 1 호 디지털 손보사로, SK 텔레콤과 알토스벤처스가 각각 

지분 약 9%, 현대자동차가 약 4%를 보유하고 있음.  

한화솔루션 

• 첨단소재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일부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자 협의를 진행 중임.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태양광, 

소재 등, 한화그룹의 태양광 및 화학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올해 1 월 출범하였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FI 를 

유치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시 분할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짐. 첨단소재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신설법인 지분 49%를 

재무적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구조이며, 첨단소재부문은 자동차와 산업용 경량복합소재, 전자소재와 태양광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고, 수소차에 탑재되는 고강도·초경량 연료탱크도 생산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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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현대글로벌서비스 

• 현대중공업지주의 100% 자회사 현대글로벌서비스는 Pre-IPO 투자유치를 위하여 KKR 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6 년 현대중공업의 애프터서비스(AS)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조한 

선박과 타 선박의 AS 및 개조 등을 담당하고 있음. 2019 년 매출 8,090 억원, 영업이익 1,085 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로 선박 개조 사업이 꾸준한 성장세에 있음. 회사가 기대하는 기업가치는 약 2 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매각지분은 30~40% 수준임. 유입되는 자금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현대중공업파워시시스템 

•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지분 100% 중 95.5%를 베이사이드 PE 에 

매각하기로 함. 거래가격은 지분 100% 기준 2,050 억원으로 베이사이드 PE 의 인수가액은 1,958 억원임. 현대중공업파워는 

발전용 보일러와 탈황장치를 제조하고 있으며, 2018 년 8 월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부에서 분할되어 설립. 2019 년 연결기준 

매출액 2,325 억원, 영업이익 332 억원, 당기순이익 263 억원을 기록함 

 

CJ 그룹 

• CJ 그룹과 네이버가 6,000 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에 나섬. 지분 교환으로 네이버는 

CJ 대한통운(7.85%)과 CJ ENM(4.996%)의 3 대 주주, 스튜디오드래곤(6.26%)의 2 대 주주가 되며, CJ 대한통운은 네이버 지분 

0.64%를, CJ ENM 과 스튜디오드래곤은 네이버 지분을 각각 0.32%씩 보유하게 됨. 네이버는 보유 자사주를 해당 규모만큼 CJ 

쪽에 매각하고, CJ ENM 과 CJ 대한통운은 자사주를 네이버에 매각, 스튜디오드래곤은 3 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함.  

4 개 회사는 향후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콘텐츠 분야에서는 CJ ENM 과 스튜디오드래곤이 네이버의 웹툰, 

웹소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 또한, CJ 

ENM 과 네이버는 3 년간 3,000 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CJ 대한통운과 

네이버는 새로운 물류 모델 구축을 추진하여, 주문부터 배송 알림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수요예측, 물류 자동화, 

재고배치 최적화,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의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정교화하며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  

CJ 제일제당 

• 지난 8 월 CJ 푸드빌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비고’ 브랜드 상표권 지분을 CJ 제일제당의 단독 보유로 변경한 것에 이어, 

CJ 푸드빌의 진천공장을 207 억원에 인수함. 진천에는 CJ 그룹의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 제일제당의 공장에서는 햇반, 

찌개, 국 탕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푸드빌의 진천공장에서는 소스류를 인하우스화 하고 기타 다양한 간편식을 생산하여 HMR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CJ 올리브영 

• 상장전 지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하였고,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글랜우드 PE, JKL 등 5 곳의 재무적 투자자를 

숏리스트에 선정하였으며 SI 투자자를 1~2 곳 추가로 선정할 예정임. 매각대상은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17.97%)가 보유한 지분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10.03%) 등 오너일가의 지분이며, 신주 

발행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음.  

CJ ENM 

• 말레이시아 홈쇼핑 합작법인인 MP CJ OShopping SDN 의 지분 49% 전량을 JV 파트너인 미디어 프리마(Media Prima)에 

매각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함.  CJ 오쇼핑은 지난 2016 년 현지 유력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 프리마와 제휴하여 말레이시아 

홈쇼핑 시장에 진출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현지에서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 하면서 홈쇼핑 사업이 성장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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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힘. CJ 오쇼핑은 2017~2018 년 인도, 일본, 터키, 중국 등에서 철수했고, 지난해 하반기 태국 법인을 정리, 올해 초에는 

베트남 합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해외사업을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해외 법인은 중국 상하이와 톈진, 필리핀 

등 3 곳임.  

CJ 푸드빌 

• 뚜레주르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펄마캐피탈과 JKL 파트너스가 인수검토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음.  

CJ 대한통운 

• 중국 물류 자회사 ‘CJ 로킨(CJ Rokin Logistics)’ 매각을 위하여 모간스탠리를 자문사로 선정함. CJ 대한통운은 2015 년 9 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중국 최대 냉장·냉동 물류업체인 로킨의 지분 71.4%를 4,550 억원에 인수해 CJ 로킨을 

설립하였음. CJ 로킨은 중국 전역에 48 개 거점과 100 만㎡(30 만 2500 평) 규모의 물류센터, 1,500 여개 도시를 잇는 

광범위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음. 코로나 19 로 중국에서도 신선·냉동식품 물류가 급증하면서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진 상황임.  

• 크레디트스위스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건설사업부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두산그룹 

• 3 조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산솔루스(6,986 억 원), 두산타워(8,000 억 원), 클럽모우 CC(1,850 억 원), 

네오플럭스(730 억 원)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10 월에는 두산모트롤(4,530 억원)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이들 매각금액은 

2 조 2,000 억원에 달하며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두산건설은 대우산업개발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신규 인수자 물색이 필요한 상황임.  

두산모트롤 BG 

• ㈜두산은 두산모트롤 BG(유압기기 사업부)을 소시어스-웰투시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4,530 억원에 매각함.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 매각을 위하여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중공업지주-KDB 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 GS 건설-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유진그룹, MBK 파트너스, 글랜우드 PE,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등 6 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하였음. 본입찰은 11 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지분 36.27%의 매각가액은 약 8,000 억~1 조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와 재무적투자자들 간의 소송은 딜에 부담이 되고 있음.    

두산중공업 

• 두산중공업 루마니아 현지법인 두산 IMGB 의 지분 99.92%를 현지 투자펀드인 SIF 바나트-크리사나에 매각함. 매각가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500 억원으로 추산됨. 두산 IMGB 는 두산중공업이 2006 년 루마니아의 최대 주조·단조 업체인 

크배르너 IMGB 를 230 억원에 인수하면서 탄생한 계열사로, 인수 당시 창원 본사에 있는 플랜트 기초소재 생산 라인에 이어 

제 2 의 소재 공급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지속적인 적자에 빠지면서 부진사업장을 정리하게 됨.  

 

신세계그룹 

• 자회사 마인드마크를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스튜디오 329 의 지분 55.13%를 약 45 억원에 인수함. 지난 6 월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실크우드 지분 58.05%를 약 34 억원에 취득한 지 3 개월 만에 동일업종의 회사를 추가 인수함. 

마인드마크는 신세계가 올해 4 월 말 260 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100% 자회사로 커머스 전문 콘텐츠 제작회사임. 신세계가 

콘텐츠 제작사를 잇달아 인수하는 것은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며, 

마인드마크를 설립했으나 사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에 빠르게 안착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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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현대홈쇼핑 

• 뷰티 전문 MCN 기업 ‘디퍼런트밀리언즈’에 120 억원을 투자, 지분 40%를 인수하여 2 대주주가 됨. 현대홈쇼핑은 이번 투자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디퍼런트밀리언즈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임. 현대백화점그룹은 클린젠코스메슈티칼, SK 바이오랜드 인수에 이어 화장품·뷰티 사업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KCC 그룹 

㈜KCC 

• ㈜KCC 는 실리콘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 ‘KCC 실리콘’(가칭)을 설립하기로함. 분할기일은 12 월 1 일이고 분할 법인을 

미국 자회사인 MOM 홀딩컴퍼니에 넘기고자 함. MOM 홀딩컴퍼니는 KCC 가 2018 년 세계 2 위권 실리콘 제조업체인 미국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로 KCC 가 지분 50%+1 주를, SJL 파트너스가 50%-1 주를 

보유하고 있음. 거래 구조는 KCC 가 물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KCC 실리콘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MOM 홀딩컴퍼니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는 방식일 것으로 예상됨. 이번 거래를 통하여 모멘티브의 글로벌 실리콘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  

 

금호그룹 

금호리조트 

• 금호리조트 매각을 위하여 HN 투자증권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하였으며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금호 T&I,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가 금호리조트 지분 48.8%, 26.6%, 10%, 14.6%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금호리조트는 금호홀딩스(홍콩)를 통해 중국 웨이하이포인트호텔앤골프리조트(Weihai Point Hotel & Golf Resort)를 

보유하고 있음.  금호리조트는 콘도미니엄 4 곳(통영, 제주, 설악, 화순), 워터파크 3 곳(아산, 화순, 제주),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웨이하이포인트호텔&골프리조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 년 매출 757 억원, 37 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카카오 

카카오뱅크 

• 카카오뱅크는 7,500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는데 미국계 사모펀드 TPG (Texas Pacific Group)가 2,500 억원을 

투자하며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게 됨.  기존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약 5,000 억원이며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게 됨. 기존 

주요 주주는 카카오(33.5%),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8.6%), 국민은행(9.9%), 한국금융지주(4.9%), 

넷마블·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텐센트·이베이(각각 3.9%), 예스 24(2.0%)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7,500 억원의 보통주 

유상증자에 31,916,595 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며 주당 발행 가격은 2 만 3,500 원(액면가 5,000 원), TPG 에는 

10,640,000 주를 배정함.  

야나두 

• 야나두는 9-10 월 동안 405 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함. 제 3 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국투자증권, KB 증권, 

비전자산운용,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산업은행, 비전플랫폼 Do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함. 영어교육 콘텐츠 기업 

야나두는 지난 1 월 카카오키즈와 합병하고 야나두로 통합법인명을 정했으며, 학습 목표달성 관련 보상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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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두’를 중심으로 유아동 콘텐츠와 영어뿐 아니라 건강관리, 맞춤형 강의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에만 약 500 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내년에는 IPO 절차를 밟을 예정임.  

카카오페이지 

• 웹툰 지적재산권(IP) 기획 및 제작사인 투유드림 지분 25%를 200 억원에 인수함. 투유드림은 ‘갓 오브 블랙필드’, ‘독고’, 

‘청소부 K’ 등의 작품을 유통해온 웹툰전문 제작사 가운데 하나로 2019 년 매출은 129 억원, 영업이익은 약 4 억원을 기록함. 

특히 ‘독고’ 시리즈는 프랑스·태국 등 해외 웹툰 시장에서 누적 매출 23 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투자는 IP 밸류체인 

구축을 위함이며 투유드림과의 협력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IP 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  

카카오인베스트먼트 

• 카카오의 투자전문 법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이커머스 기업 제이슨그룹에 약 300 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13.06% 를 인수함. 

제이슨그룹은 공구마켓, 할인중독, 심쿵할인 등 히트 쇼핑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 기획도 

진행하고 있음. 카카오커머스의 브랜딩 및 전략수립에 있어 제이슨그룹과의 협력이 예상됨.  

 

네이버  

• CJ 그룹과 6,000 억원 규모의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로 콘텐츠와 물류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함.  

• 배달대행 1 위 기업 인성데이터(브랜드 ‘생각대로’) 소수지분 투자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투자금액은 약 600 억원, 

인수하는 지분은 약 10~15% 라고 알려짐. 인성데이타는 국내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퀵서비스 1 위 업체이며, 

네이버는 배달시장의 성장과 이륜차 라스트마일 물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를 고려함.    

KG 그룹 

• 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 크라운에프앤비를 통하여 할리스에프앤비 지분 93.85%를 1,450 억원에 IMM PE 로부터 인수함. 

2017 년 인수한 KFC 에 이어 F&B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고, KG 그룹은 KFC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할리스커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 KG 그룹은 KFC 의 재무상태를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2019 년 매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100 억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여 40 억원을 기록함.  

IS동서  

• 폐기물처리사업 자회사 인선이엔티에 700 억원을 유상증자 한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영흥산업환경과 파주비앤알의 

지분 100%를 각각 530 억원, 230 억원에 인수함. 매도자는 IS 동서의 사업부 매각 및 환경사업 투자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이앤에프 PE 임. IS 동서는 환경사업에서 공격적 M&A 를 추진하며 최근 4 년간 투자한 금액이 약 4,000 억에 이름. 

(인선이엔티 1,500 억원, 코오롱환경에너지 200 억원, 코엔텍 1,500 억원, 영흥산업환경 및 파주비앤알 760 억원)   

한진중공업 

•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63.44%와 필리핀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 20.01%, 총 83.45%임. 10 월에 진행된 예비입찰에 7 곳이 참여하였으며, ㈜STX-APC PE 컨소시엄, 

KDB 인베스트먼트-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 한국토지신탁, NH PE-오퍼스 PE 컨소시엄 등 4 곳을 숏리스트에 선정함. 

예비입찰이 흥행한 것은 한진중공업의 실적 개선, 조선업 회복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북항 

재개발지역 인근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임. 예상 매각금액은 5,000 억원 

수준으로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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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조선해양 

• 채권단은 STX 조선해양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STX 지분 100%로 매각 기대 

가격은 4,000 억원 내외로 알려짐. 딜은 KHI 인베스트먼트-유암코 컨소시엄이 우선 매수권자로 나서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11 월 중 예비입찰이 진행될 것임.  

대선조선 

• 본입찰에 동일철강이 단독으로 참여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 중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3.03%가 매각대상이며 거래가격은 1,500 억∼2,000 억원으로 거론되고 있음. 부산에 위치한 대선조선은      

연 매출 약 3,000 억원 규모 중소형 조선사로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업황이 악화되면서 2010 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감. 

2018 년 42 억원, 2019 년 113 억원의 2 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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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신한금융지주 

•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 PEA 를 대상으로 제 3 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 조 1,158 억원의 자금을 유치함.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할 자본 여력을 

확보하게 됨. 신한금융지주는 새로운 주주사들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이번 투자로 어피너티와 베어링은 각각 3.8%의 지분을 확보하게 됨. 

우리금융지주 

• 사모펀드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아주캐피탈 지분 74.04%를 5,724 억 원에 인수하기로 함. 2017 년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아주캐피탈을 인수할 때 우리금융은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해 1,050 억 원을 투자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고, 이의 행사를 통하여 아주캐피탈을 인수함. 인수가 완료되면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도 같이 품으며 캐피탈과 저축은행을 보유하게 되고 비은행 부문을 강화할 수 있게 됨. 우리금융은 5 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캐피탈과 저축은행이 없는 상태였음. 올해 6 월 말 아주캐피탈의 총자산은 8 조 2,263 억원으로, 

업계 6 위권 규모임.  

효성캐피탈 

• ㈜효성은 효성캐피탈 지분 97.5%를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새마을금고 컨소시엄에 매각함. 매각가액은 PBR 1 배 

수준인 3,900 원으로 알려짐. 연내에 클로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효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 하게 됨.    

JT 저축은행 

• 일본계 J 트러스트그룹은 JT 저축은행 지분 100%를 브이아이(VI)금융투자에 매각하기로 함. 브이아이금융투자는 

뱅커스트릿 PE 가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올해 초 설립한 신생 금융사이며 거래금액은 1,000 억원대 중반으로 알려짐. 

JT 저축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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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베어링 PEA 는 신한금융지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8%씩 확보하였고, PS 얼라이언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는 티몬과 SK IET 의 Pre-IPO 투자유치에 참여함. 바이아웃 거래는 소시어스-웰투시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두산 

모트롤 인수, 에스티리더스파트너스-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의 효성캐피탈 인수 등이 이루어짐. KKR 은 지난 8 월 의료폐기물 업체 

ESG·ESG 청원의 인수를 마무리한데 이어 TSK 코퍼레이션의 2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면서 수처리 분야로 폐기물 사업을 확대하였음.  

아주캐피탈은 인수당시 LP 로 참여하였던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되었고 3 차례 시도 끝에 매각된 할리스 F&B 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KG 그룹으로 매각된 가운데 큐캐피탈-코스톤아시아 컨소시엄의 노랑푸드 인수 등 배달 중심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짐. 이앤에프 PE 는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IS 동서에 폐기물 업체 영흥산업환경과 파주비앤알을 매각하였으며, IMM PE 는 

더블유컨셉코리아와 대한전선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키움 PE 는 동부고속 매각 작업을 착수함.    

 

주요 인수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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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 금융서비스 
3.80 
3.80 

유상증자 
어피너티, 

베어링 PEA 
11,582 

두산 모트롤 BG(*) 유압기기 사업부 거래 ㈜두산 
소시어스-

웰투시인베스트먼트 
4,530 

TSK 코퍼레이션 수처리 37.39 
SK 건설, 휴비스, 

SK 디스커버리 
KKR 4,410 

티몬 이커머스 N/S EB 발행 PS 얼라이언스 4,000 

효성캐피탈(*) 
여신전문 

금융서비스 
97.50 (주)효성 

에스티리더스파트너스-

새마을금고 
3,900 

SK IET 배터리 분리막 N/A Pre-IPO 투자유치 프리미어파트너스 3,000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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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캐피탈 
여신전문         

금융서비스 
74.04 웰투시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지주 5,724 

할리스 F&B 커피전문점 93.80 IMM PE KG 그훕 1,450 

영흥산업환경,  

파주비앤알 
폐기물 처리 

100.00 
100.00 

이앤에프 PE 
인선이엔티 

(IS 동서 계열) 

530 
230 

강동냉장 냉동 창고 45.00 IMM 인베스트먼트 
SKS-대신 PE, 

아주 IB 투자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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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운전자본: 위기와 회복 시기의 관점 (Part 2) 

 

“현금과 운전자본: 위기와 회복 시기의 관점”의 Part 1 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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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에서는 딜로이트 

설문조사에서 파악한 6 개 중점 영역을 중심으로 업계의 대응을 소개하고, 지난 위기에 실패하였던 이니셔티브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업계 대응 

딜로이트는 운전자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0 년 5 월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 개의 중점 영역을 파악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중점 영역과 당면한 미래의 우선시 되는 사안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재의 위기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평가하였다.  

현금흐름 예측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13 주간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일별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최악의 경우와 최고의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계획하는 데 중점을 

두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거버넌스 

역할과 책임, 핵심성과지표, 인센티브, 정책 및 절차, 시스템, 자동화를 다루는 조치는 불완전하게 제각기 

이뤄졌다. 많은 기업들은 이제서야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전자본 프로세스에 자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공급망 파이낸싱 
이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 접근법을 도입했거나 아예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 

많은 기업은 자원 수준을 늘려서 현재의 부족 상태를 해결하고 새로운 원격 근무/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특히 고객 지불 수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공급 업체 지불 
많은 기업이 공급 업체 지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는 공급 업체들을 돕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불 

빈도를 늘리거나 지불하는 기간을 단축했다. 

재고 관리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접근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영역이다. 단기적인 변화로는 수요와 공급을 재설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현재 처리되고 있거나 구매되고 있는 것이 판매에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안전재고와 보충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으나, IT 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재검토해야 하는, 시간 소모가 큰 과제이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은 전환에 착수하기 위해 이 방안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치(batch)량, 주기 기간 및 재고 소진 기간을 줄이면서도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또한 기업들에게 프로세스의 성숙도와 운전자본 관리의 네 가지 영역, 즉 인에이블러(Enabler) 및 거버넌스, Source 

to Pay(매입채무 성과), Forecast to Fulfill(재고자산 성과), Sales to Cash(수취채권 성과)의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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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결과 요약  

해당 조사에서는 수취채권 성과를 제외한 모든 스펙트럼에 걸쳐 비교적 낮은 성숙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사점은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전사적으로 현금 문화를 이끄는 요인들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는 점이다. 전체 시스템은 

부서간의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서만이 개선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현재의 이니셔티브가 대부분 전략적이며 현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위기 이후에 실패했었던 이 

이니셔티브들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려움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일관적이고 적시적인 글로벌 데이터 가시성, 

조정되고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 관련된 다양한 부서의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경기 침체기에, 더 정확히는 수요와 공급 패턴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기는 더 어렵다. 인적 자본이 주의가 

흐트러지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축소될 때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포커스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는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팬데믹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어디에 추가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음의 각 영역에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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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여러 지역 및 여러 부서에 걸친 현금과 운전자본 성과를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가?  

 여러 국가에 걸쳐 묶여있는 현금 및 유동성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현금흐름 예측을 매일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가?  

 타깃은 top-down 으로 설정하였는가, 아니면 bottom-up 으로 설정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버전의 정보(versions of the truth)가 있는가? 

 운전자본을 움직이는 주요 매개변수를 다이내믹하게 재계산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  

 

프로세스  

 운전자본 프로세스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프로세스가 귀사의 포부와 거리가 멀지는 않은가?  

 운전자본 관련 프로세스가 전 지역에 걸쳐 얼마나 통합되고 표준화되어 있는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프로세스/활동을 이전할 수 있는가?  

 탄탄한 프로세스보다는 한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컨트롤 메커니즘은 얼마나 엄격한가?  

 귀사의 DoA 워크플로우는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인가?  

 

사람 

 운전자본은 여러 부서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해되는 개념인가?  

 귀사가 운전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명확한가?  

 운전자본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대처하는 데 워크플로우, 활동, 업무량 등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가?  

 직원을 어떻게 영입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귀사 직원들은 뉴노멀이 운전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역량 

 재무 부서 밖에서도 운전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기말에만 운전자본에 관심을 가지는가? 아니면 운전자본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가?  

 운전자본 전담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가?  

 현재 현금흐름과 운전자본 성과를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는가?  

 반복적인 업무(청구서 처리)에 RPA 를 사용하는가?  

 직원 결근 및 기타 긴급 프로젝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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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프로세스 지향적인 도구만으로는 눈에 띄는 성과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정보의 글로벌 

가시성과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중점 영역을 지탱하는 비즈니스 문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인적 자본을 연결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거나 집중시키나 심지어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해야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없애고 역량을 개발하고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RPA 가 포함되는데, 이는 

운전자본 관리에 관여하는 방대한 수의 직원들에 걸쳐 지식과 기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위의 주요 요소들은 부서를 초월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보상 시스템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영구적인 자극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단기적인 노력은 세월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외부 커뮤니티에 걸쳐 협력하는 기업들이 운전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 잘,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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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대법원 “부가가치세 반납의무까지 포괄 승계하는 사업포괄양수계약에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반납의무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자가 부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 49157 판결 

사실관계 

• 2008 년 KKK 는 SSS(시행사)로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본인 자금 및 은행 대출금을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함. KKK 는 본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건물분)을 환급받음.  

• 원고는 KKK 로부터 본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자 지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 계약을 체결함. 

특약으로 KKK 가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도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됨. 한편, 은행이 원고의 KKK 로부터의 대출 

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제함. 

• 과세관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앞서 KKK 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부과처분 함.  

판결요지 

•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시사점 

• 국세기본법상 양수인은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그 사업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해서만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양수인은 사업양수도일 시점 양도인의 체납세액 유무에 대한 납세증명서 및 원천세 대상 지급액 

확인 등을 통해 양수도 이전 기간과 관련된 세무상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향후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도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양도자가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정하였음. 이는 국세기본법상 제 2 차 납세의무 조항에 따른 판단이기 보다는 양자간 체결된 사업양수도 계약에 대한 

해석상 세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려한 판결로 이해됨. 사업양수도 시 계약서에 세무상 책임이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 60936 판결 

사실관계 

 투자사업과 도소매사업을 영위하던 AAA 는 2012. 10. 분할존속법인인 BBB 가 투자사업, 분할신설법인인 CCC 가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물적 분할을 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도소매사업 관련 자산을 모두 귀속시킴. 

 청구인은 2015. 1. BBB 의 주식을 양수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1 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과세관청은 2016. 12. 위 증여 건에 대하여 AAA(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해 산출한 BBB 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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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한다면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액에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소득금액이 포함될 수 밖에 없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사업부문에 대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분할존속법인이 과대평가 됨. 

•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주식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외국투자단체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투자단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 31620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네덜란드 소재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본 네덜란드 법인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 향후 과세관청에서 

최종투자자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과세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에스크로 금액을 설정함.  

 과세관청은 네덜란드 법인은 조세회피목적 도관회사이고 케이만군도에 소재하는 펀드 AAA 의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세(당초 처분)를 부과하였고, 이후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구성원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로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당초 처분을 재검토하여 AAA 를 실질귀속자로 보고 원천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함(추가 처분). 

판결요지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 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 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추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원고가 펀드 AAA 의 투자자를 토대로 한 원천징수세액을 에스크로 금액으로 설정하였고, 당시 일반적인 조세 실무 방침,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 및 이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처분한 경위를 볼 때, 원고가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하급심).   

시사점 

 해외펀드 등 국외투자기구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거 과세관청의 실무 

(외국투자단체의 구성원/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판단) 및 대법원의 판례(외국투자단체를 실질귀속자로 판단) 간 상충으로 

원천징수처리 실무에 혼란이 있었음. 이와 같은 혼란은 2020 년 초부터 적용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규정 도입 통해 상당부분 해소됨.  

 본 사례는 결과적으로 외국투자단체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처리한 원천징수를 인정한 점에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차이가 

있음. 다만, 이는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그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라기보다는 당시 과세실무, 거래 이후 대법원의 

상충된 판례 생성, 과세관청에서 당초 최종 투자자 기준으로 처분한 경위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 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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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비대면 경제(Contactless Economy) 

By Mohit Mehrotra, Jewon Lee 외 6 인 

 

본 리포트는 비대면 경제의 정의를 소개하고, 변화하는 소비자 집단에서 주류로 부상할 집단은 

무엇인지,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적응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2020 딜로이트 블록체인 서베이 

미래 기술에서 상용 기술로의 진화 

By Linda Pawczuk 외 3 인 

 

본 리포트는 14 개국 약 1,500 명의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기술경쟁에 앞서며 새로운 생태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비재 기업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By Barb Renner 외 3 인 

 

본 리포트는 미국 상위 52 개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 년 간의 애널리틱스 도입 노력과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consumer/articles/2020/contactless_eco.html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consumer/articles/2020/blockchain2020.html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consumer/articles/2020/20201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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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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