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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11-12 월에는 100여 건, 약 15 조원 규모(1)의 거래가 이루어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끝으로 두산그룹의 3조원 규모의 자구책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였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FSC항공사 통합을 앞두고 있음. 그룹사들의 사업재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SK 그룹은 바이오, OLED 소재, 모빌리티 분야에서 투자를 이어가면서 SK 루브리컨츠, SK티엔에스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AJ 그룹은 캐피탈사업과 중고차 사업을 매각하면서 렌터카 및 차량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있음.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대선조선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하에 있던 중소 조선사 딜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고, Cross-border 딜로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업체 보스톤다이내믹스 인수, 한화그룹의 미국 고압탱크 업체 시마론 인수, 미국 통신위성안테나 업체 

카이메타 지분 투자 등이 이루어 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요기요 매각조건 부로 승인함에 따라 요기요의 매각절차가 곧 

착수될 것이며, 이랜드그룹은 여성복사업부 매각 계획을 발표함. 

사모펀드 부문에서 인수 거래의 경우는 바이아웃 보다는 Pre-IPO 투자 등 소수지분 투자 건들이 주를 이루면서 3,000 억원 내외의 

중형 딜이 다수 성사되었고, 매각 거래는 광주두원강철, 두성특장차, 오리온테크놀리지 등 소형 딜 중심으로 이루어 짐.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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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항공서비스 63.90 신주 발행 대한항공 18,000 

보스톤다이내믹스 

(미국) 
로봇 80.00 소프트뱅크 현대자동차그룹 9,500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 36.07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KDB 인베스트먼트 
8,000 

한진중공업 조선, 건설 경영권 지분 채권단 동부건설 컨소시엄 4,000 

CJ 올리브영 H&B 스토어 24.00 오너일가 글렌우드 PE 4,000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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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여성복 사업부 
의류 사업부 이랜드월드 

삼성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함 

2월 예비입찰 예상 

에프엔디넷 건강기능식품 75.00 유니슨캐피탈 삼성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함 

잡코리아 채용플랫폼 100.00 H&Q 
1월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MBK, CVC, TPG, Affinity, MBK 등 

더블유컨셉코리아 
의류 이커머스 

플랫폼 
80.00 IMM PE 

1월 본입찰 예정 

4곳을 숏리스트에 선정함 

금호리조트 
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100.00 금호아시아나그룹 

1월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금호석화, 브이아이금융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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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삼성전자 

•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코세라믹스에 217 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15.7 %를 확보함. 

미코세라믹스는 반도체용 세라믹 부품 전문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세라믹히터 , 정전척(ESC, Electro Static Chuck), 기타 

세라믹 소모품을 생산함. 세라믹히터는 반도체 전공정용 장비 PECVD 에 탑재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박막 증착을 위하여 

웨이퍼에 균일하게 열을 전달하는 부품이며, 정전척은 반도체 전공정용 장비인 엣처에 탑재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정전기를 

통해 챔버에서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고기능성 부품임. 

• 의료기기사업부내 체외진단기사업을 프리시전바이오에 매각함. 매출 60억 내외의 작은 사업부임.  

삼성물산 

• 2011년에 인수한 이탈리아 명품 가방 브랜드 콜롬보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패션사업의 부진에 따른 사업 축소의 일환.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로봇개발 업체 보스톤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지분을 각각 30%, 

20%, 10% 씩 인수하기로 했고, 정의선 회장이 추가로 20%를 인수하여 총 80%를 8억 8,000 만달러(약 9,500억원)에 인수함. 

잔여지분 20%는 소프트뱅크가 계속 보유하기로 함. 현대차그룹은 보스톤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하여 자동차, 물류, 로봇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며, 

이미 물류센터 내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보유한 로봇 관련 원천기술을 

활용해 로봇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설비로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음.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의 합병을 결정했으며 2021년 2월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 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임. 합병비율은 1: 0.96: 0.12 로 책정되었고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을 흡수하는 구조이며,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트론의 반도체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함. 3사의 

합병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분산된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합하여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임. 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대변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래차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간의 융복합과 연결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SK 그룹 

SK㈜ 

• 미국 바이오 기업 로이반트(Roivant)와 표적 단백질 분해 신약 개발을 위한 젼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약 2억 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함. '표적 단백질 분해(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치료제는 질병 원인 단백질을 원천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원인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기존 신약 개발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신약 개발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음. 표적 단백질 분해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AI플랫폼을 갖춘 기업은 로이반트가 유일하며, 로이반트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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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질병 단백질에 대해 신약을 개발 중임.  SK는 기존 바이오 제약 사업 역량에 로이반트가 가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결합해 표적 단백질 분해 신약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 

• 프랑스의 바이오 원료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이포스케시(Yposkesi) 인수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포스케시는 

2016년 설립된 CMO 업체로 유전자·세포 치료제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SK는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거점별로 합성·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2017년 글로벌 제약사 

BMS의 아일랜드 스워즈 공장을 인수했고, 2018년에는 미국 업체 앰팩을 인수한 바 있음.  

SK 텔레콤 

• 이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미국의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하였고, 아마존은 약 3,0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방식으로 

SK텔레콤의 자회사 11번가에 투자함. 이에 따라 아마존 상품을 11번가에서 구매하는 것과 향후 11번가 셀러의 아마존 내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양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 중.  

• 보안사업 자회사인 ADT 캡스와 SK인포섹을 합병하여 새로운 보안전문 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임. ADT캡스는 가입자 70만 

명을 보유한 국내 2위 물리보안 사업자로, 작년 매출 9,130 억원을 달성하였고, 무인경비와 무인주차, 출입통제 등 

물리보안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SK인포섹은 지난해 매출 2,704억원을 기록했으며, 주 사업 영역은 정보보안 컨설팅, 

사이버공격 탐지 및 보안관제, IT시스템통합 등임. ADT 캡스와 SK인포섹은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공동 R&D를 추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종합 보안 포트폴리오를 갖출 계획이며,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융합 보안서비스를 수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  

SK E&S 

• 부산정관에너지 지분 100%를 약 200억원에 인수하면서 구역전기사업에 진출함.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 정관 신도시 

2만 7000여 세대 및 상업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전기는 100MW, 열 147Gcal/h 의 설비 규모를 

갖추고 있음. SK E&S는 부산 명지지구 및 에코델타시티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회사 부산도시가스를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SK 티엔에스 

• SK건설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SK티엔에스의 매각을 위하여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SK티엔에스는 기지국, 중계기, 광선로, 전용망 등 통신망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00억원, 411억원 수준임. 전체 매출에서 그룹사 일감이 약 98%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알짜 자회사 중의 하나임. SK건설은 최근 EMC홀딩스를 인수하는 등 환경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의 방안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SK 머티리얼즈 

• OLED소재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JNC Corporation 과 JV(가칭 ‘SK JNC’)를 설립하고 OLED소재사업에 진출함. 투자 지분은 

SK머티리얼즈 51%, JNC 49%, 초기자본금은 약 500억으로 본사, 공장, R&D센터는 한국에 구축할 예정임. JNC는 OLED 

적녹청(RGB) 소재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청색(B) 계열 소재에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JNC는 해당 특허를 JV로 

양도하기로 했으며, SK머티리얼즈는 OLED 소재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됨.   

SK 핀크스 

• SK네트웍스는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SK 핀크스 지분 100%를 계열사인 휘찬에 3,074억원에 매각하고 자금을 확보함. 

SK네트웍스는 렌탈 및 ICT 디바이스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  

SK 루브리컨츠  

•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SK루브리컨츠 지분 100% 중 최대 49%의 소수지분 매각 진행 중. 숏리스트에 선정된 

4~5곳의 원매자들이 상세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 월 중 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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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그룹 

LG 전자  

•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의 마그나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함. LG전자는 자동차 부품사업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 분할하고 내년 7 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출범시킬 계획임. 신설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약 9억 2,500 만 달러(약 1조 250 억원)로 LG 전자가 51%, 마그나가 49%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임. LG 전자는 인포테인먼트, 파워트레인, 프리미엄 헤드램프의 3개 축으로 자동차 부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마그나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르게 자동차 부품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  

LG 생활건강  

• 색조화장품 업체 로아코리아의 지분 70%를 약 40억원에 인수함. 로아코리아는 팁시(TPSY)라는 브랜드로 립, 아이, 페이스용 

색조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재미교포가 미국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국내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LG생활건강은 젊고 감각 있는 인디 브랜드 인수를 통해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음.  

 

롯데그룹 

롯데지주 

• 베트남 제과업체 비비카(BIBICA Corporation)의 지분 44.03% 전부를 매각하기로 함. 비비카는 캔디를 비롯해 비스킷, 초콜릿, 

스낵 등 과자류를 생산하며 베트남 제과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 롯데는 지난 2007 년 비비카 지분 약 30%를 

인수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지분을 44.03%까지 늘렸으나 현지 주주인 PAN Food(팬푸드)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매각을 결정함.  

롯데쇼핑 

• H&B 사업을 영위하는 롭스 부문을 마트 부문에 편입시켜 기존 5개 사업부문에서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의 4개 

부문으로 운영하기로 함. 또한, 쇼핑몰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롯데자산개발의 쇼핑몰 사업부를 280억원에 인수함.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인적·물적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며, 롯데쇼핑은 잠실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김포·수원·은평·수지·산본점 등 6개 점포를 운영하게 됨.  

 

한화그룹 

㈜한화 

• 분산탄 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의 지분 40 만 주 중 31 만 2,000주를 주식회사 

디펜스케이에 78억원에 매각하였음. 디펜스케이는 (주)한화에서 KDI로 옮긴 직원들이 설립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매각 후 

잔여 지분 전량은 KDI 전적 대상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 큰 포탄 속 여러 발의 작은 포탄이 발사되는 

무기인 분산탄은 불발률이 높아 민간인 피해를 다수 입히는 등의 이유로 국제 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 관계로, 

애초에 물적 분할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글로벌시장에서 요구되는 ESG 기준 등을 고려하여 완전 매각으로 

처분함.  

한화솔루션 

• 미국 고압 탱크 업체인 시마론(Cimarron) 지분 100%를 인수함. 한화솔루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수소 자동차용 탱크 외에 

수소 운송 튜브 트레일러용 탱크, 충전소용 초고압 탱크, 항공 우주용 탱크 등과 관련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시마론은 

2008년 NASA에서 사내벤처로 출발한 회사로, 대형 수소 탱크, 항공 우주용 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음. 인수 대금을 포함해 

2025년까지 시마론에 약 1억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수소 탱크 사업 전개를 위한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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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솔루션은 유통 기업인 한화갤러리아와 산업 단지 개발사인 한화도시개발을 흡수 합병할 계획이며, 완료시점은 내년 

4월임. 한화솔루션은 이번 합병으로 기존 4개 부문(케미칼, 큐셀, 첨단소재, 전략)에 갤러리아와 도시개발을 더한 6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게 됨.  

한화에너지 

• 스페인 남부 세비야 지역에 위치한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아일랜드의 태양광사업 전문 업체 

아마렌코솔라(Amarenco Solar Limited)에 매각함. 한화에너지는 2018 년 스페인 법인(Hanwha Energy Corporation Europe 

S.L.U)을 설립하고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약 1.7G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는 스페인에 

'Imagina Energia(이마히나 에네르히아)'라는 전력 리테일사업 브랜드를 론칭하여, 일반 기업 및 가정에서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리테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화시스템 

• 미국 위성통신안테나업체 카이메타(KYMETA)에 3천만 달러(약 330억원)를 투자하고 지분 9.11%를 확보함. 카이메타는 

2012년 설립된 미국 위성통신 안테나기술 벤처기업으로 현재 저궤도 위성안테나 제품을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있음.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 상공을 떠도는 인공위성에서 5G 통신 수준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로, 항공기 안에서 

고품질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텔레메틱스 기술과 접목할 수 있어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임. 한화시스템은 6월 영국 위성통신안테나 업체인 페이저솔루션을 인수하는 등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한화생명보험 

• 한화생명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한화라이프에셋과 한화금융에셋을 합병시킴. 

존속법인은 한화라이프에셋이며 한화금융에셋은 소멸함. 또한, 한화생명보험의 전속 판매채널을 물적분할 방식을 분사해 

100% 자회사(가칭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설립할 예정임. 전속설계사 2만 명과 영업조직 임직원 1,400 명을 이동시켜 업계 

1위의 초대형 판매전문회사를 내년 4월 출범 시킬 예정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골든베이골프앤리조트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골프존카운티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 충남 태안에 위치한 골든베이는 

27홀 (231만 4000㎡) 규모의 골프장이며 2010 년 9월에 개장하였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번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희망 매각가액은 홀당 100억원, 총 2,700억원으로 알려짐.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지주 

• 현대중공업지주는 KDB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국내 건설기계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현대건설기계와 합쳐 한국 1위, 글로벌 5 위의 건설기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됨.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사업과 엔진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엔진사업이 없는 현대건설기계로서는 굴삭기 

엔진 등에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 제안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8000 억원대 중반 수준으로 

알려짐. 매각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지분 36.07%이며,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켓 지분 51.05%는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매각의 애로 사항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DICC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은 

두산중공업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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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CJ CGV 

• CJ CGV 의 신주 및 CJ CGV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고 약 2,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케이스톤 

파트너스와 MOU를 체결함. 신주 전환시 지분율은 약 20% 내외로 현재 CJ CGV 최대주주는 CJ㈜이며 CJ㈜의 지분 38.4%의 

이어 2대 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임. CJ CGV 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2,2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800 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을 진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CJ 올리브영 

•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와 Pre-IPO 지분 매각 거래를 진행함.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 제일제당 부장(17.97%)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10.03%)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일부 지분 14%와 신주 8%를 약 4,000 억원에 

인수하여 지분 24%를 확보하고 2대주주가 됨. CJ 올리브영은 신주발행대금 1,300 억원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CJ대한통운 

• 인도의 자회사 CJ 다슬로지스틱스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달 예정 금액은 약 500억원 규모임. CJ 

대한통운은 2017 년 기존 대주주인 프로모터그룹으로부터 지분 46%를 인수하였고 이후 구주 및 신주 매입으로 현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 물류 자회사 ‘CJ 로킨(CJ Rokin Logistics)’ 과 건설사업부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한진그룹 

대한항공 

• HDC 현대산업개발과 매각 협상이 결렬된 아시아나항공을 1 조 8,000억원에 인수함.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면서 63.9%의 지분을 확보하고 3,000 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인수하는 구조임.  

• 왕산레저개발 지분 100%를 칸서스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에 1,300억원에 매각함. 왕산레저개발은 인천 영종도의 

레저 시설인 왕산마리나의 운영사로,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사업인 왕산레저개발을 매각함.  

• 칼리무진 매각을 위해 케이스톤파트너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칼 리무진은 서울 시내 주요 호텔과 김포 및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70 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제동레저 

• 한진칼은 자회사 제동레저 지분 100%를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함. 제동레저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부지만 확보한 상태고 실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음. 딜의 거래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음.    

 

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 매각을 위하여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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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메카텍 

• 창원 1공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44 억원에 세일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매각하고 유입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임. 캠코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매입대상에 건물, 사옥, 공장 등 자산 뿐 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도 

포함되어, 캠코가 직접 매입·보유 후 제 3자에 매각하거나 영업용 자산을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LS그룹 

LS전선 

• LS전선은 전기차부품 제조 자회사 LS EV 폴란드에 대한 보유 지분 100% 중 50%를 300억원에 매각하였음. LS EV 폴란드는 

EV사업 유럽 전진기지로 2017년 11월에 설립되었음. LS전선은 LS EV 폴란드 뿐 만 아니라 LS EV 코리아, LSCW 등 다양한 

전기차 부품 관련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으로 유입된 자금은 전기차 관련 사업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캐스코 

• LS엠트론은 자회사 캐스코의 매각을 위해서 파인트리파트너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LS엠트론은 캐스코의 

지분 98.4%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지분을 SPC 로 이전한 뒤 파인트리파트너스가 SPC 지분 80%를 약 170억원에 인수하고, 

LS 엠트론은 약 43억원에 20%를 인수하는 구조임. 캐스코는 선박엔진부품, 가스터빈 부품, 사출기 등의 제조기업으로 

LS엠트론은 비핵심 사업 정리 차원에서 매각을 진행함.  

 

현대백화점그룹 

현대그린푸드 

• 국내 1위 복지몰 운영기업 이지웰의 지분 28.26%를 1,250 억원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됨. 이지웰의 2019년 매출은 

764억원, 영업이익은 96억임. 현대백화점은 이지웰이 선두 기업으로서 축적한 사업 역량과 노하우, 우량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수함. 현대그린푸드가 B2B 사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영업망과 결합 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카카오 

카카오뱅크 

• 지난 10월 미국계 사모펀드 TPG (Texas Pacific Group)의 2,500억원 투자에 이어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2,500억원을 

유치함. 기존주주들도 5,000 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1 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함.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TPG는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게 되며 각각 지분 2.61%씩을 확보함.   

카카오게임즈 

• 게임업체 넵튠에 1,935억원을 투자하고 지분 31.66%를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됨. 투자금은 신규게임 개발 및 사업제휴, 연관 

산업 투자,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양사는 ‘카카오프렌즈’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 등 

파트너십을 이어 왔고, 넵튠은 최근 자회사 님블뉴런이 제작한 PC게임 ‘영원회귀:블랙서바이벌’을 사전 출시 형태로 서비스 

중인데, 최고 동시접속자수 5 만 명을 넘는 등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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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 구글과 지분투자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투자 주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택시호출 선두 플랫폼인 카카오 T를 통해 축적한 주행정보 등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협력을 진행할 것임. 웨이모는 

주요 국가에서 선두권 모빌리티 업체와 협업해 자율주행과 연관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 주차 및 발렛 스타트업인 마이발렛 지분 전량을 약 70 억원에 인수함. 2014년 설립된 마이발렛은 주차관리, 발렛파킹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음. 카카오는 2016년에도 주차 플랫폼 운영 업체 파킹스퀘어를 사들여 카카오파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에버랜드와 코엑스 주차장 등을 위탁 운영 중.   

 

네이버  

• 배달대행 1위 기업 인성데이터(브랜드 ‘생각대로’) 의 지분 약 10%를 400억원에 인수함(신주 100억원, 구주 300억원). 

인성데이타는 국내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퀵서비스 1위 업체이며, 네이버는 배달 시장의 성장과 이륜차 

라스트마일 물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를 결정함.  네이버는 2017년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에 

270억원을 투자한 바 있음.  

네이버웹툰 

• 해외에서 Pre-IPO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이버웹툰의 가치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추산되고 있음.    

자본 유치 규모는 수 천억원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대형 VC 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금호그룹 

금호리조트  

• 금호리조트 매각을 위하여 금호석유화학, 브이아이금융투자, 화인자산운용, 동양이지이노텍(라인건설 관게사), 

칸서스자산운용 등 5곳을 숏리스트에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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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곳(통영, 

제주, 설악, 화순), 워터파크 3곳(아산, 화순, 제주), 아시아나컨트리클럽, 웨이하이포인트호텔&골프리조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J 그룹 

AJ캐피탈파트너스 

• AJ 네트웍스는 AJ 캐피탈파트너스 지분 100%를 에이치자산운용-리오인베스트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임. AJ 캐피탈은 오토리스 등 렌터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했으나 2018 년 AJ 렌터카를 SK네트웍스에 매각한 이후 

시너지 요인이 감소함에 따라 매각이 결정됨. 지난해 AJ 캐피탈이 인수한 모두렌탈 관련 지분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AJ 네트웍스로 이관해 관리할 예정.  

AJ셀카  

• AJ 네트웍스는 AJ 셀카 지분 77.99%를 167억원에 신동해홀딩스에 매각함. AJ 네트웍스는 과거 AJ 렌터카에서 운용했던 

차량을 매각하는 용도로 AJ 셀카 경매장 등을 활용해왔으나, AJ 렌터카를 매각하면서 AJ 셀카의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매각하게 됨. AJ 셀카는 중고차 업계 3위로 매출은 약 860억원임. 신동해홀딩스는 중고차 업체인 오토허브를 보유하고 있고, 

용인에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인 용인 오토허브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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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스튜디오 

• 프랙시스캐피탈과 중국 텐센트로부터 총 4,000억원을 유치함. 신주는 전량 전환우선주로 발행되며 프랙시스캐피탈은 

3,000억을 투자하고 지분 21.8 %를, 텐센트는 1,000억원을 투자하고 7.2%를 확보함. 유입된 자금을 활용하여 드라마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제작편수를 늘려 종합스튜디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  

한진중공업 

• 채권단은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NH PE-오퍼스 P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임.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63.44%와 필리핀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 20.01%, 총 83.45%이며 매각가액은 약 

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짐.  

STX 조선해양 

• 유암코-KHI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유암코 컨소시엄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인수금액은 약 3000 억~4000 억 원으로 알려짐. 매각 절차가 끝나도 산업은행은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주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함. 현재 지분은 산업은행(35.26%), 수출입은행(19.66%), 

농협은행(16.53%), 우리은행(7.99%) 등 채권단이 100% 보유하고 있음.  

대선조선 

• 동일철강 컨소시엄은 대선조선 인수를 위하여 본계약을 체결함. 컨소시엄에는 세운철강㈜, ㈜동원종합물산, ㈜동원주택, 

㈜동일스위트 등 부산 및 경남 지역의 건설 및 철강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인수가액은 약 1,600억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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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KDB 생명보험 

• JC파트너스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자금 조달에 시간이 소요되어 12 월 말에 SPA를 체결함. 구주 

92.73%를 2,000 억원에 인수하고 향후 3500 억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구조임. 산업은행은 매각 대금에서 

1,000억원을 다시 출자하고, 우리은행도 1,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함.   

케이뱅크 

• 8번째 자본유치를 위하여 BOA메릴린치를 주관사로 선정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4,000 억원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고자 함.  

케이뱅크는 올해 7월 증자를 통해 5,000억원 수준이었던 자본금을 9,000 억원까지 늘린 바 있으나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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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인수거래에서는 3,000억원 내외의 중형 딜이 주를 이룬 가운데, 바이아웃 거래로는 SV인베스트먼트의 태화그룹 자동차모터부품 

사업 인수, 스카이레이크의 이텍산업 인수, 유암코 컨소시엄의 STX조선해양 인수 등이 이루어 졌음.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참여하여 

소수지분을 확보하는 거래가 다수 이루어 졌는데 아래의 건 외에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카카오뱅크 투자(2,500 억원), 

케이스톤파트너스의 CJ CGV투자(2,000억원) 등 이 이루어 졌고, MBK파트너스는 중국렌터카 업체 선저우주처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하여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였음. 이 외에 JC파트너스의 KDB생명보험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마무리 되면서 SPA가 

체결되었고,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칼리무진 인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도 SK TNS 인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매각거래에서는 광주두원강철, 두성특장차, 오리온테크놀리지 등의 소형 딜의 엑싯이 이루어짐. 유니슨캐피탈은 에프엔디넷 매각을 

위하여 삼성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였고, 오케스트라 PE 는 마제스티골프코리아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려짐. 현재 잡코리아(H&Q)와 더블유컨셉코리아(IMM)가 본입찰을 앞두고 있으며 숏리스트 원매자들이 실사를 진행 중임.   

주요 인수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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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올리브영 H&B 스토어 24.00 오너일가 글렌우드 PE 4,000 

태화그룹 자동차 모터 

부품 사업(*) 
자동차부품 100.00 개인 대주주 등 SV 인베스트먼트 3,200 

STX 조선해양(*) 조선 N/A 채권단 
유암코-

KHI 인베스트먼트 
3,000 

JTBC 스튜디오 방송 콘텐츠 제작 21.80 유상증자 프랙시스캐피탈 3,000 

BHC 
치킨 및 식당 

프랜차이즈 
N/A 투자유치 캐나다연기금 3,000 

이텍산업(*) 
제설, 도로청소용 

특장차 제조 
100.00 개인 대주주 스카이레이크 2,000 

(*) 바이아웃 거래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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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중국) 두원강철 
전기 아연도금 강판 

제조 
100.00 

NH PE- 큐캐피탈-

H&CK파트너스 

광주시초군풍발투자 

홀딩스유한회사(중국) 
600 

두성특장차 
트레일러, 의료차량 등  

제조 
74.00 

노틱인베스트먼트-

산은캐피탈 

수산중공업-

수산씨에스엠 
405 

오리온테크놀리지 
선박 및 로봇용  

전장부품 
98.00 스틱인베스트먼트 케이스톤파트너스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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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에서 깨어나는 M&A 시장: 팬데믹 이후 성공을 위한 M&A 전략 (Part 1) 

 

불확실성에 휩싸인 지난 1년간, M&A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했다. 2020년 상반기 봉쇄 조치로 인해 M&A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자 다시 치솟아 올랐다. 봉쇄 조치가 끝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발표한 거래액은 

1 조 4 천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2020 년 첫 5 개월보다 84% 증가한 수치이다. 10 월까지 총 M&A 거래 가치는 2 조 2 천억 달러 

규모였다. 1 COVID-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기업들의 자신감을 크게 높였다. 백신의 높은 효능에 대한 첫 번째 뉴스가 발표된 

주에는 400 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보고되었다. 2  

M&A의 부활로 모든 지역과 분야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메가 딜(50억 달러 이상) 부문에서 강한 상승세가 있었다. 상당수가 all stock 

거래였는데, 이는 인수 회사가 경제 불확실성으로 야기된 통합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현금을 보존하기 원한다는 신호이다. 3 

이처럼 이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흔치 않은 기회가 생겨난다. M&A 활동 중 일부는 다른 국가의 봉쇄 조치로 야기된 경제 동결 기간 

동안 보류되었던 거래를 재개한 기업들에 기인하지만, 상당 비율은 또한 팬데믹 이후에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회사들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몇 달 동안 전통적인 통합 위주의 M&A 뿐 아니라, 비전통적인 거래를 볼 수 있었던 이유이다(타 분야간의 

제휴, 사모 펀드 공통 투자, 중요 자산 매각, 공급 가치 사슬 확보를 위한 거래,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술 확보를 위한 변혁적인 M&A 

거래). 4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20년 가을 에디션에서 17개국 약 1,500명의 

CFO에게 M&A 목표, 전략적 우선 순위, 실행 리스크, 사후 거래 가치 창출 과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5 본 리포트에서는 해당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거래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1. 시기별 분류 

 

 

M&A를 주도하는 요인에 대한 CFO의 정서 

M&A에 대한 역풍과 순풍을 파악하고자 CFO 에게 향후 12개월 동안 M&A 전략과 우선순위 선정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인 요인에 

순위를 매겨 달라고 요청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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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 – 재무력에 대한 자신감 

CFO의 약 83%가 자사의 재무력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고했으며, 금융 서비스, 자동차, 전문 서비스 분야의 CFO 들이 특히 그러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부분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나타난 자본 및 현금 보존으로 바뀐 장기적인 추세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이후 

기업 부문은 꾸준히 현금 보유량을 늘려왔으며, 2020년 2분기 말 유럽에서는 EURO STOXX 600 비금융 기업의 현금 및 단기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 7백억 달러에 달했다. 6 반면 재무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기업 CFO 들은 재정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상당히 부양적인 통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번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 73%의 CFO들은 신용 가용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럽의 상당수 상장회사들은 우호적인 신용 시장을 이용하여 지난 해 약 1조 400억 달러의 투자 

등급 채권을 조달했다. 7 다른 기업들은 재정 강화를 위해, 신용 한도 확대나 유동성 보장,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연기 등을 

제공하는 특정 정부 개입을 이용했다. 8 

순풍 –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 

CFO의 73%가 자사 분야의 성장 기회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서비스, 생명과학, 첨단기술·미디어·통신 부문에서 이러한 

자신감이 뚜렷했다. 비용 또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CFO 의 약 74%가 피인수 대상을 유리한 가치액으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재무 리더들은 단순히 매력적인 가치액뿐 아니라 전략적인 

적합성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거래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약 80%의 CFO가 내부적인 거래 실행 및 통합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업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너지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표준 통합 계획을 수정하고, 사후 가치 

창출 프로세스에 가상의 디지털 분석 툴을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역풍 – 경제 및 규제 장애물 

M&A에 대한 역풍과 관련하여, 대다수 CFO 들이 외부 환경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약 40%의 CFO는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데 자신하지 못하며, 응답자의 절반 가량(44%)은 M&A를 완수하는 데 자사가 정치 및 규제 

장애물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0년 초 유럽연합 위원회는 합병과 관련하여 회원국 추천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반면, 영국 정부는 민감한 영국 자산을 해외 기업이 인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9 따라서 순풍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거래 기회를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M&A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당사의 M&A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는가?  

 

* 딜로이트 유럽 CFO 서베이, 2020 가을. 계산된 퍼센트는 “의견 없음”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계산되었음. 결과값은 가중치가 아님. 반올림으로 인해 퍼센트는 100%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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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서 회복과 성공까지, M&A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재고 

팬데믹 이후 시기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복은 여러 지역과 분야에 걸쳐 매우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며 성장과 수익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출해야 하는 시장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최근 한 딜로이트 보고서(“Charting new horizons”)는 기업이 전략적 결정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위기의 세 단계를 통과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M&A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 단계는 충격에 대응하는 데서부터,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10 이러한 시나리오와 선택의 관점에서 M&A 계획을 재정의하면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동시에,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림 3).  

기업 여정에서 M&A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했으며, ‘영향 정도’와 ‘행동 능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에 대한 기업의 점수를 측정하는 두 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11 CFO 들에게 단기(6개월 이하) M&A목표와 중장기(6~12개월) M&A목표에 

우선 순위를 매겨달라고 요청한 다음, 지수에 맞추어 응답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업이 대응에서 회복, 성공으로 나아갈 때 선택하는 

경로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M&A 전략 프레임워크 

 

일반적인 영향 정도 평가: 경제 회복 및 시장 공급·수요 역학, 귀사의 임직원, 고객, 경쟁 환경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 고려 

일반적인 행동 능력 평가: 귀사와 공급업체, 파트너사의 비즈니스 운영 모델의 탄력성과 관련하여 유동성 상태, 재무력,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  
 

출처: 딜로이트 2020 “Charting New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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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CFO 는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고 회복을 가속화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COVID-19 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은 기업의 CFO 들은 생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속한 자산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를 우선시했다. 비즈니스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대응할 능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은 최근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가속화하여, 재무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술 자산을 확보하며,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자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으며 대응 능력에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혁신과 성장 포부에 맞추어 M&A 목표에 우선 순위를 매겼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의 갭을 해소하기 위한 자산 인수, 지속가능성 어젠다 추진, 공급망 탄력성 구축, 새로운 성장 분야 진입을 위한 혁신 자산 인수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59%는 공격적인 M&A와 관련된 전략을, 41%는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기업들은 통합 활동(47%)과 같은 전통적인 M&A 딜과 

매각(21%)으로 이어지는 프로폴리오 구조조정 활동 외에도, 공동 벤처, 제휴, 변혁적인 인수합병, 지속가능한 자산에 대한 벤처 투자(32%)과 같은 

비전통적 인수 합병 활동을 점점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 이러한 M&A 전략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4. CFO M&A 전략 목표  

 

영향 정도 평가: 수익 성장, 팬데믹 전 수익 수준으로의 회복, 거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된 지수  

행동 능력 평가: 재무력, 신용 접근 능력, 내부 거래 실행 역량, 적절한 피인수 대상 유무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된 지수  
 

출처: 2020 년 가을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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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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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2021 년 개정 세법 시행  

증권거래세율 인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등 개정사항 시행,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은 보류  

• 2021년 개정 세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자로 공포 및 시행됨 

• 증권거래세율 인하,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등 정부 입법안에서 예고되었던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한편,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은 보류됨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증권거래세법  

- 비상장주식 거래 증권거래세율: 0.45% → 0.43%(2021. 1. 1.~2022. 12. 31. 양도분)/ 

0.35%(2023. 1. 1.~ 양도분)로 인하 

- 코스피 내 거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 0.25% → 0.23%(2021. 1. 1.~2022. 12. 

31. 양도분)/ 0.15%(2023. 1. 1.~ 양도분)로 인하 

- 코넥스 내 거래 증권거래세율: 0.1% (현행유지) 

- 코스닥, K-OTC 내 거래 증권거래세율: 0.25% → 0.23%(2021. 1. 1.~2022. 12. 31. 양도분)/ 

0.15%(2023. 1. 1.~양도분)로 인하 

✓ 법인세법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0년→15년 확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10년 확대, 손금산입 방식 폐지로 세액공제 방식만 선택 가능 

-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신설 [2주택 이하 법인: 3%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 

 

대법원 “신주를 고가에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 두 56602 판결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원고는 2007. 11. 중국 게임시장 진입을 위해 중국법인 A와 함께 출자하여 케이만 군도 소재 법인 

B를 설립하였으나, 이후 중국 내 사업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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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B의 청산보다 주식 매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손실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고, 2010.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C와 원고가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C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0. 7.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미화 88만 달러를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2010. 8. 해당 주식을 C에게 미화 10달러에 매각함 

•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B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인 0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미화 88만 달러에 취득하고 1개월 후 미화 10달러에 매각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가 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주식처분손실을 

부인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판결요지 

• 원고는 미화 88만 달러를 유상증자금액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니라 상기 유상증자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 1항 제 8호의 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된 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가 0원이거나 이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으로서는 그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신주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인으로서는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시사점 

• 재무상태가 악화된 법인에 대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액이며, 본 유상증자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 분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법문에 따라 엄격해석하여 열거된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 1항 제 8의 2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유상증자를 실시한 법인이 유상증자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로서 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사료됨. 한편, 2019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본 조항은 자본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범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음. 

• 한편, 상기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고,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예규의 일관된 입장이므로(법인, 서면-2015-법인-2277, 2016. 5. 23.), 신주발행법인의 경영정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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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고가인수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1 인 지배 SPC 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1 인 주주와 SPC 가 주식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 두 32227 판결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원고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이하 “이 사건 SPC들”)은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 

 이 사건 SPC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4개 해외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해외 금융기관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 

 과세관청은 또한 원고가 이 사건 SPC들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 

 

판결요지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의 청구 인용) 

• SPC는 일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해 이용하는 것은 합법적 행위이므로, 이 사건 SPC들이 조세피난처에서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1달러)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SPC들은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자산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반면, SPC의 지배주주는 SPC와의 관계에서 배당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거나 

청산 및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해 자기 명의로 SPC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음. 따라서 SPC와 지배주주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관계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SPC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유지 (원고의 청구 기각)  

• 이 사건 SPC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매도하는 등의 형태로 원고의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점,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상 원고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점, 이 사건 SPC들에 대하여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방법이 없어 해당 SPC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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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시사점 

• SPC도 적법하게 설립된 이상 출자자와 별개로 법인격을 갖는 것이고, 거주자가 1인 주주로서 SPC를 지배 및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SPC의 법인격이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명의신탁 합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SPC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주주는 1인 

주주가 아닌 SPC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함 

• 다만 소득의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와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 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25% 미만 보유’ 관련 직전 5 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2020. 10. 26. 

•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인세법 제 93조 9호, 동법 시행령 제 132조 제 8항) 

• 본 건 예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5%를 최초 취득한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여 25% 미만으로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보유 주식 

전부(25% 미만)를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해당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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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COVID-19가 촉진한 원격 의료 

By Duncan Stewart 외 3인 

 

본 리포트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 세계 영상 진료 시장의 성장과 규모를 조사하고 규제 완화, 

기술 확산, COVID-19 등의 요인에 따른 미래 시장 양상을 전망한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2030 탈탄소화 과제 

에너지의 미래 

By Rajeev Chopra 외 

 

본 리포트는 에너지자원 산업 아래의 4개 부문에서의 탈탄소화 현황, 잠재적인 전개 양상,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보며, 향후 10 년 동안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유의미한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글로벌 명품 산업 2020 

By Patrizia Arienti 외  

 

본 리포트는 명품 패션 및 브랜드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논하며 다가올 미래에 산업 지형을 바꿀 

주요 트렌드를 탐구한다. 또한, 2019년 명품 브랜드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 세계 명품 브랜드 중 

TOP 100 기업을 소개한다. 

>> 첨부파일(PDF): 기사 링크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_20201230.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_20201208.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onsumer-business/2020/kr_consumer_article-202011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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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