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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1-2 월 중 가장 주목 받은 딜은 영상채팅 앱 ‘아자르’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가 미국 데이팅·소셜 앱 기업인 매치그룹에 약 
2 조원에 매각된 건으로 배달의 민족(4 조 8,000 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금액의 국내 스타트업 매각으로 기록되었음. 핵심역량 
확보 및 사업확대를 위한 대기업들의 크로스보더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삼성전자의 미국 자율주행기술 스타트업 사바리 인수, 
SK 그룹의 미국 수소기술 업체 플러그파워 최대 지분 확보 및 중국 배터리 재사용 기업 블루파크스마트에너지 지분 인수, LG 전자의 
미국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알폰소 인수,  네이버의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  넷마블의 미국 게임 개발 스튜디오 
쿵푸팩토리 지분 인수가 이루어짐.  

비핵심사업 정리 및 사업 효율화, 자본 조달을 위한 매각도 다수 진행되어, CJ 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 로킨 매각, AJ 그룹의 
캐피탈사업 및 주차장사업 매각이 진행되었고 LG 그룹은 LG 하우시스의 자동차부품 및 산업용 필름사업부 매각을 진행하는 
가운데 MC 사업부 매각계획을 공론화함. 특히 SK 이노베이션은 신성장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100% 자회사인 
SK 루브리컨츠와 SK 종합화학의 마이너리티 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현대중공업그룹도 현대글로벌서비스의 Pre-IPO 를 진행하여 자본을 조달하였고 현대파워시스템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Top 5 Deals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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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커넥트 영상채팅 앱 100.00 개인 대주주 
Match Group 

(미국) 19,000 

Plug Power 
(미국) 

수소 9.90 N/A 
SK㈜ 

SK 이노베이션 
18,500 

CJ 로킨 
(중국) 

냉장 물류 73.10 CJ 대한통운 
Fountain Vest 
Partners (중국) 7,338 

Wattpad Corporation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100.00 N/A 네이버 6,500 

현대글로벌서비스 선박 A/S 사업 38.00 현대중공업지주 KKR 6,460 

주요 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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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루브리컨츠 윤활기유 제조 최대 49.00 SK 이노베이션 
3 월 12 일 본입찰 예정 
숏리스트: IMM, 아폴로, 일본 이오네스 등 

이베이코리아 이커머스 100.00 
eBAY 
(미국)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함. 3 월 16 일 예비입찰 예정 

키네마스터 영상편집 앱 27.53 
솔본, 

솔본인베스트먼트 
노무라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함 
3 월 중 예비입찰 예정 

요기요 음식배달 앱 100.00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모건스탠리를 자문사로 선정함 

마제스티골프 골프클럽 제조·판매 100.00 오케스트라 PE 골드만삭스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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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Market  

Strategic Investors 

삼성그룹 

삼성전자 

• 자회사 하만(Harman International)을 통하여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미국 스타트업 사바리(Savari)를 인수함. 사바리는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솔루션을 개발하여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하만은 사바리 
인수로 차량용 텔레매틱스 및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V2X, 5G MEG(5G 멀티액세스컴퓨팅),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등에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인수가액은 공개되지 않음.  

삼성전기 

• 수원사업장에 있는 와이파이모듈 사업부문과 태국 자회사 삼성일렉트로메카닉스 지분 100%를 전자제품 모듈업체인 
켐트로닉스의 자회사 위츠에 1,055 억원에 매각함. 와이파이 모듈사업부는 삼성전기의 매출에서의 비중이 미미하며, 이번 
매각을 통해 비주력 부문은 정리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5G 통신사업과 적층세라믹콘덴서 등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임.  

삼성 SDI 

• 태양광 페이스트 소재 사업부문 매각을 검토 중.  태양광 페이스트는 태양광 셀에 활용되는 전극 소재로, 2016 년부터 
중국에서 생산 라인을 짓고 운영해 왔으나 동 사업은 규모가 작아 총매출에 큰 영향이 없어 정리하고 주력 사업인 배터리 
분야에 집중하고자 함.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 이스라엘 스타트업 유브이아이(UVeye)가 진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함. 
유브이아이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현대차 외에도 글로벌 금융기업 W. R 바클리 (W. R. Barkley) 와 혼다, 토요타, 볼보 등의 
자동차 업체로부터 총 4,000 만달러(약 440 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중 절반인 약 220 억원을 현대차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유브이아이는 인공지능 탑재 차량용 스캐너를 제작하는 스타트업으로, 회사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센서 융합 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에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검사를 표준화하고 가속화한 것이 특징임. 
현대차는 생산공장과 고객센터 등에서 유브이아이의 스캐너를 적극 활용해 딥러닝 기반 시스템으로 차량 검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현대비앤지스틸 

•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현대비앤지스틸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 비즈니스 영역을 
자동차 원단 및 경량화 부품, 산업용 필름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거래가격은 약 
3,000 억원으로 거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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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SK㈜ 

• SK 그룹은 미국 플러그파워 (Plug Power Inc)에 16 억 달러 (약 1 조 8,500 억원)을 투자함. SK㈜와 SK E&S 가 각각 투자금 
절반씩을 투입하여 지분 9.9% 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됨. 플러그파워는 미국 수소 연료전지 및 충전 솔루션 
제조·판매기업으로, 수소사업 밸류체인 내 차량용 연료전지, 수전해 핵심 설비인 전해조, 액화수소플랜트 및 수소 충전소 건설 
기술 등 다수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SK 는 플러그파워의 기술과 SK 그룹이 보유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수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  

• 중국 지리자동차와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하여 JV 설립과 공동 펀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음. 투자 규모나 사업분야 등 세부 
계획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SK 그룹이 수소 연료전지와 충전인프라를 공급하고 지리자동차가 이를 이용해 수소차, 
수소트럭 등을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이 프로젝트에 중국 바이두 등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SK 가 투자한 미국 플러그파워도 SK-지리 공동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 수소 에너지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며 수소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SK이노베이션  

• 북경자동차 산하 배터리 재사용 기업 ‘블루파크스마트에너지(Blue Park Smart Energy, BPSE)’의 지분 13.3%를 취득해 주요 
전략적 투자자 지위를 확보함. 투자금액은 공개하지 않음. BPSE 는 북경지역 내 택시와 공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임. 이번 투자로 SK 이노베이션은 중국에서 배터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업인 BaaS(Battery as a Service)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배터리 
제조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음.    

• SK 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자회사인 SK 종합화학의 보유 지분 100% 중 최대 49%를 글로벌 석유화학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SK 종합화학을 JV 형태로 운영하면서 경영권은 SK 측이 보유하고 상대 기업은 지분 인수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매각을 통하여 성장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시너지를 확대해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 전략인 ‘그린 밸런스 2030’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집중할 계획임. 

• SK 이노베이션은 SK 루브리컨츠 지분 100% 중 최대 49%의 소수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3 월 12 일 본입찰 예정. IMM 
PE, 한국투자파트너스, 아폴로 PE, 일본 최대정유사 이네오스(ENEOS) 등 네 곳이 숏리스트에 선정됨.  

SK 티엔에스 

• SK 건설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SK 티엔에스를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에 2,900 억원에 매각함.  
SK 티엔에스는 기지국, 중계기, 광선로, 전용망 등 통신망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 년동안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00 억원, 411 억원 수준임. SK 건설은 최근 EMC 홀딩스를 인수하는 등 환경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의 방안으로 매각을 진행함.    

11 번가 

• 11 번가는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 스타트업 ‘바로고’에 250 억원을 투자해 약 7.2%의 지분을 획득하며 3 대 주주가 됨. 
바로고는 전국 오토바이 기사들을 화주와 연결해주는 근거리 물류 플랫폼임. 이전에도 우정사업본부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는 등 물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온 11 번가는 이번 투자로 바로고의 근거리 물류망과 도심 거점 물류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SK와이번스  

• SK 텔레콤은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1,000 억원에 신세계 그룹에 매각함.  

 



M&A Newsletter 

 

 
5 

LG 그룹 

LG 전자  

• 미국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알폰소 (Alphonso)’에 약 8,000 만 달러 (약 870 억원)를 투자해 지분 60%를 확보함. 알폰소는 
2012 년에 설립된 TV 광고 및 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으로, 독자 개발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LG 전자 외에 샤프 (Sharp Corporation), 도시바 (Toshiba Corporation), 하이센스 (Hisense Group), 스카이워스 
(Skyworth) 등 글로벌 TV 제조 및 기술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음.  LG 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주력 사업에 
디지털전환을 접목해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로 TV 사업을 확대하고 TV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임. 또한, 
알폰소의 광고·콘텐츠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LG TV 고객에게 무료 방송 서비스로 LG 채널 등의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 

• 스마트폰(MC) 사업부 매각 및 정리를 고려중임. 지난해 말까지 MC 사업부의 누적 영업적자는 약 5 조원으로 사업부 정리로 
방향을 잡게 됨. 베트남 빈그룹(Vingroup)의 스마트폰 관련 계열사인 빈스마트(VinSmart), 미국 구글 (Google), 독일 
폴크스바겐 (Volkswagen) 등이 인수후보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내용은 없음.  

LG 하우시스 

• 지난해부터 비핵심자산 정리 차원에서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 사업부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현대비앤지스틸과 MOU 를 
체결하고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롯데그룹 

롯데케미칼 

• 일본 석유화학사 JSR 의 엘라스토머 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참여함. 엘라스토머 사업부는 합성고무와 라텍스, 
이차전지용 음극재 바인더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제품으로 제품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수전에 참여함. JSR 는 엘라스토머 사업을 정리하고 반도체 소재와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하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딜 사이즈는 약 1 조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음.  

롯데알미늄 

• 보일러 서비스권을 에너지 전문 기업 대성산업의 계열사인 대성쎌틱에너시스에 약 50 억원에 매각함. 롯데알미늄은 이미 
지난해 12 월 31 일에 보일러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대성쎌틱에너시스는 롯데알미늄이 롯데가스보일러를 통해 운영했던 
120 여개의 대리점 판매망과 서비스권만 인수함. 이번 인수로 대성쎌틱은 보일러 시장 3 위권에 오르게 됨.  

• 페트병 사업 중 페트 자가생산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을 약 69 억원에 롯데칠성에 양도함.  롯데칠성음료는 프리폼 (Pre-
Form) 사출기 5 대를 양수해 안성공장에서 프리폼 생산과 제병, 음료 주입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되며 음료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외부구매비용 및 물류비용 등을 절감해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   

그린카 

• 지분 84.7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은 현재 그린카의 신규 투자자 유치를 추진 중. 최근 모빌리티 분야와 
연계된 전략적 투자자 및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타진 중이며, 롯데렌탈 측은 경영권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지분 매각 만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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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인공위성전문 기업 쎄트렉아이의 신주(589 억원) 및 전환사채(500 억원)를 인수하여 지분 30%를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됨. 쎄트렉아이는 한국 최초 위성 ‘우리별 1 호’를 개발한 위성 전문 기업으로, 위성 본체와 지상 시스템, 전자광학 
탑재체 등 핵심 구성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수를 통하여 소형위성 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됨.  

한화생명보험 

• 한화생명은 계열사 한화투자증권의 자회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지분 100%를 64 억원에 인수함. 한화생명은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수를 결정함.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글로벌서비스  

• 현대중공업지주는 100% 자회사 현대글로벌서비스의 Pre-IPO 를 진행하여 지분 38%를 6,460 억원에 KKR 에 매각함.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6 년 현대중공업의 애프터서비스(AS)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친환경 선박 개조 서비스와 
선박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선박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 조 90 억 원을 기록하면서 출범 
5 년 만에 매출액 1 조 원을 돌파함.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번에 유입되는 자금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수소 등 미래 사업 육성에 
나설 계획 

현대중공업파워시시스템  

•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100% 자회사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매각을 위하여 ㈜미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지난해 말 100% 기준 2,050 억원으로 베이사이드 PE 와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나 인수자 측에서 자금모집에 실패하면서 
결렬된 바 있음. 현대중공업파워는 2018 년 8 월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부에서 분할 설립되었고, 산업용·발전용 보일러와 
탈황장치를 제조하고 있으며 2019 년 연결기준 매출액 2,325 억원, 영업이익 332 억원을 기록함. ㈜미코는 코스닥 상장사로 
세라믹 소재 반도체 장비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CJ 그룹 

CJ 대한통운 

• 중국 자회사인 CJ 로킨(CJ Rokin Logistics) 지분 73.1%를 중국 사모펀드인 파운튼베스트파트너스(Fountain Vest Partners)에 
7,338 억원에 매각함. CJ 대한통운은 중국사업 조정을 위해 CJ 로킨 매각을 결정했으며, 향후 중국에서는 전기, 전자 물류 
부문에 특화된 CJ 스피덱스와 건설, 플랜트 기자재 운송 사업을 전개하는 CJ 스마트카고를 중심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   

CJ ENM 

• NC 소프트와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MOU 를 체결하고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함.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및 비즈니스 노하우와 IT 기술을 융합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여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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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이마트 

• 신세계 그룹은 이마트를 인수주체로 하여 SK 그룹의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1,000 억원에 인수함.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하여 SK 와이번스의 연고지인 인천광역시에 돔구장을 포함한 다목적 시설 건립 등 인프라 확대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홈구장 내에 이마트 24, 신세계푸드 외식 브랜드, 스타벅스 등의 자사 점포를 입점시킬 계획임.            
온·오프라인의 통합, 기존 고객과 야구팬들의 경계 없는 소통과 경험 공유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 글로벌 사모펀드인 칼라일(The Carlyle Group)로 부터 2 억 달러(약 2,200 억원)의 자금을 유치함. 3 조 4,200 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투자금을 바탕으로 신사업 확대 및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  

•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래닛에 약 500-600 억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음. 만나플래닛이 발행하는 신주와 일부 구주를 인수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만나플래닛 지분 약 40%를 확보할 계획임. 만나플래닛은 2016 년에 설립된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로, 
제트콜, 이어드림, 공유다 등 7 곳의 배달대행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배달대행 
서비스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  

카카오 VX 

• 스포츠 브랜드 사업 브랜드인 카카오 VX 가 스톤브릿지자산운용과 함께 한라그룹이 보유한 골프장인 여주 세라지오 CC 와 
제주 세인트포 CC 매각 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카카오 VX 와 스톤브릿지는 본입찰에 3,000 억원 초반대의 매각가를 
제시해 가격면에선 차순위 후보자였으나, 현재 한라그룹이 추진중인 제주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한라그룹의 개발 사업에 동참하기로 해, 한라그룹은 컨소시엄에게 우협 지위를 줌. 이번 투자로 카카오 VX 는 기존의 
스크린골프 사업뿐 아니라 골프장 인수 및 위탁운영 시장으로 진출하여 골프사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 B2B AI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 억원의 투자를 유치함. 산업은행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외에 가전, 문화, 레저, 헬스케어,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역량을 높게 평가해 1 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하며 투자를 결정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페이지가 카카오엠을 흡수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할 예정. 합병 비율은 카카오엠 주식 1 주당 
카카오페이지 주식 1.31 주가 배정되는 형태로, 3 월 중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임. 웹툰과 웹소설 등의 IP 를 대거 보유한 
카카오페이지는 드라마, 영화 제작사 등을 보유한 카카오엠과 합병해 기존의 콘텐츠 사업에 연예인 IP 를 접목시키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카카오재팬 

• 대원미디어와 함께 일본 합작회사 ‘셰르파 스튜디오’ (Sherpa Studio)를 설립한다고 밝힘. 셰르파 스튜디오는 대원미디어의 
웹툰 자회사 스토리작과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 1 위 플랫폼인 카카오재팬의 ‘픽코마’를 통하여 콘텐츠 제작부터 전달에 
이르기 까지의 협업을 진행할 것임. 두 회사는 웹툰과 웹소설 등의 원천 IP 확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작사 
설립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합작사를 통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일본 시장에 선보이고 글로벌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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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케이팝 플랫폼 ‘위버스’를 운영하는 빅히트의 자회사인 비엔엑스의 지분 49%를 4,118 억원에 취득해 2 대 주주가 됨. 투자금 
중 570 억원은 구주주 지분 매입에, 나머지 3,548 억원은 유상증자에 사용될 것임. 또한, 비엔엑스는 네이버의 케이팝 
팬서비스 플랫폼 ‘브이라이브(V-live)’ 사업부를 2,000 억원에 인수하여 위버스와 통합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두 플랫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네이버웹툰 

• 전세계 9,000 만명의 사용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Wattpad)의 지분 100%를 6 억 달러 (약 
6,500 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올 상반기 내 한국, 미국, 캐나다 등 관련 기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  네이버웹툰이 
쌓은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접목해 왓패드의 플랫폼 및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며, 왓패드에서 검증된 원천 콘텐츠를 
네이버 웹툰으로 제작하고 왓패드의 영상 사업인 ‘왓패드 스튜디오’와 네이버 웹툰의 ‘스튜디오 N’ 의 협업으로 콘텐츠를 
영상화 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가 예상됨. 

• 웹툰 및 웹소설 제작사 에이투지의 지분 26.7%를 400 억원에 인수함. 에이투지는 2020 년 12 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이며 
네어버웹툰은 콘텐츠 확보와 사업제휴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함.   

케이크 

• 영어회화교육 앱 운영사인 케이크는 마일스톤그로쓰파트너스로부터 100 억원의 투자를 유치함.  케이크는 지난해 10 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사해 설립되었고, 원어민들의 영상을 큐레이션해 숏폼 학습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해 13 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금호그룹 

금호리조트  

• 금호리조트 지분 100%를 2,404 억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매각함. 금호석유화학이 지분 66.7 를 1,604 억원에 매입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이 지분 33.3%를 800 억원에 인수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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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AJ 그룹 

AJ 캐피탈파트너스 

• AJ 네트웍스는 AJ 캐피탈파트너스 지분 100%를 에이치자산운용-리오인베스트 컨소시엄에 365 억원에 매각함. AJ 캐피탈은 
오토리스 등 렌터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했으나 2018 년 AJ 렌터카를 SK 네트웍스에 매각한 이후 시너지 요인이 
감소함에 따라 매각이 결정됨. 지난해 AJ 캐피탈이 인수한 모두렌탈 관련 지분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며 AJ 네트웍스로 
이관해 관리할 예정임.  

AJ 파크 

• AJ 네트웍스가 자회사 AJ 파크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예비입찰을 진행하였고 휴맥스가 단독으로 참여하였음.  AJ 파크는 
전국 200 여 개의 주차장 운영 및 600 여 개 주차장에 장비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약화된 수익성으로 매각이 결정되었고 
매각가는 약 1,000 억원으로 거론되고 있음.  휴맥스는 2019 년 주차장관리 1 위 업체인 하이파킹을 약 1,700 억원에 인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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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 넷마블은 미국 게임 개발 스튜디오인 ‘쿵푸 팩토리(Kung Fu Factory)’의 지분 인수를 결정하며 넷마블의 북미지사인 
넷마블 US 의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함. 넷마블은 올해 1 분기 출시 예정인 ‘NBA 볼 스타즈’ 게임 제작 과정에서 쿵푸 팩토리와 
협력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루었으며, 이번 인수로 북미에서의 퍼블리싱 역량 확장을 기대하고 있음.  

하이퍼커넥트 

• 영상 메신저 ‘아자르’ 를 운영하는 비디오 및 AI 기반 기술기업인 하이퍼커넥트는 지분 100%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매치 
그룹(Match Group)에 17 억 2,500 만달러 (약 1 조 9,000 억원)에 매각함.  매치그룹은 ‘틴더’ 등 40 여개의 글로벌 
데이팅·소셜 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이번 인수를 통해 약점인 영상 부문을 강화하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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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stitutions 

신한금융 

• 신한금융은 BNP 파리바(BNP Paribas Asset Management Holding)가 보유한 신한자산운용 지분 35%를 인수해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사명을 신한자산운용㈜로 변경함. 신한금융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다변화되는 국내 투자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재편을 결정했으며, 앞으론 BNP 파리바가 가진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지속할 방침임. 현재 BNP 파리바 그룹은 신한금융지주 지분 3.5%를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임.  

SPC 캐피탈 

• 파리크라상은 SPC 그룹 계열사인 SPC 캐피탈의 지분 100%를 약 280 억원에 지에프투자파트너스에 매각함. SPC 캐피탈은 
파리바게트 등 가맹점 매장 개설과 운영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전문회사로, 가맹점 창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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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인수거래에서는 2-3,000 억원 내외의 중형 딜이 주를 이룬 가운데, KKR 이 현대중공업서비스 Pre-IPO 거래에 참여하여 지분 38%를 
약 6,500 억원에 인수하였음. 바이아웃 거래로는 알케미스트캐피탈의 SK 티엔에스 인수, 에이치자산운용-리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AJ 캐피탈 파트너스 인수 등이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유니슨캐피탈의 브루클린더버거조인트, 코스톤아시아-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국일도어테크 바이아웃 등 300 억원 규모의 소형 딜이 이루어짐.  

현재 IMM PE, 한국투자파트너스, 아폴로 PE 등이 SK 루브리컨츠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고, CVC 캐피탈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TPG, 어피너티 등은 잡코리아 본입찰에 참여하였음.  

바이오헬스케어 크로스보더 투자 전문 사모펀드인 메디베이트파트너스는 포트폴리오 기업인 코그네이트 바이오서비스가 
8 억 7,000 만덜러(약 1 조원, 100% 기준)에 매각되어 두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엑싯하였음. 키움 PE 도 2017 년 첫 
투자자산으로 약 900 억원에 인수한 동부고속을 1,400 억원에 매각하면서 좋은 성과를 냄. 잡코리아(H&Q)는 본입찰을 진행한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더블유컨셉코리아(IMM PE), 에프앤디넷(유니슨캐피탈), 마제스티골프(오케스트라 PE), 
대한전선(IMM PE) 등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음.  

 

주요 인수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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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글로벌서비스 선박 A/S 사업 38.00 현대중공업지주 KKR 6,460 

티몬 이커머스 N/A EB 인수 
PS 얼라이언스 
KKR, 앵커 PE 

2,550 
500 

SK 티엔에스(*) 통신망 공사 100.00 SK 건설 알케미스트캐피탈 2,900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서비스 6.70 신주 인수 칼라일 2,200 

서진시스템(**) 
스마트폰, 전자제품 

메탈케이스 제조 
N/A CB 인수 

크레센도에쿼티 
파트너스 

900 

AJ 캐피탈파트너스(*) 여신금융 100.00 AJ 네트웍스 
에이치자산운용-

리오인베스트 
365 

(*) 바이아웃 거래 
(**) 2 회에 걸쳐 800 억원 투자하였고 세번째 투자 

 

주요 매각 거래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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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ate Bio Service 
(미국) 

세포치료제  
CDMO 

17.70 메디베이트파트너스 
Charles River 
Laboratories 

(미국) 
1,700 

동부고속 고속버스 100.00 
키움 PE-

코리아와이드파트너스 
와이어드파트너스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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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에서 깨어나는 M&A 시장: 팬데믹 이후 성공을 위한 M&A 전략 (Part 2) 

불확실성에 휩싸인 지난 1 년간, M&A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했다. 2020 년 상반기 봉쇄 조치로 인해 M&A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자 다시 치솟아 올랐다. 팬데믹 이후의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딜로이트 유럽 CFO 설문조사 
2020 년 가을 에디션에서 17 개국 약 1,500 명의 CFO 에게 M&A 목표, 전략적 우선 순위, 실행 리스크, 사후 거래 가치 창출 과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1 본 리포트에서는 해당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거래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M&A 우선 순위와 나아갈 길 

다음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며, 특히 COVID-19 로부터 오는 영향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회복과 성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전략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대응에서 회복으로  

COVID-19 위기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어 재무상태가 취약해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영향이 

덜했던 기업들은 M&A 를 통해 시장을 보호하고 운영 탄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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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서 성공으로  

재무상태가 튼튼하나 구조적인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은 M&A 를 사용하여 공급망 관계를 재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재무적인 회복력이 뛰어나며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통해 비즈니스의 최첨단에 투자하는 혁신적인 M&A 전략을 이용하여 향후 몇 년간 시장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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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COVID-19 팬데믹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4 를 촉발했는데, 어떠한 산업도 이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낡은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기업들은 포스트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쇄신해야 한다. 본 조사 결과는 M&A 가 이러한 혁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M&A 기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버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수를 통합하고 험난한 조건 속에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내야 한다.  

포스트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가치(stakeholder value) 창출을 통해 M&A 활동의 장기적인 이익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압박도 받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M&A 외에도 다른 업종 기업과의 제휴, 사모펀드와의 공동투자, 혁신 기술에 대한 벤처 투자, 

정부와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비유기적(inorganic) 성장 전략이 중요해졌다.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들은 주주, 정부,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걸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인 데이터 사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탄한 계획하에 과감하게 움직인다면 사회적인 편익을 

지속시킴과 동시에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ndnotes 

 
1. Since 2015, Deloitte has conducted the European CFO survey, giving voice twice a year to chief financial officers from across 

Europe. Besides providing an overview of business sentiment in Europe, each edition focuses on a topical issue. The Autumn 2020 
edition focused on M&A. The data was collected in September 2020, and 1,348 CFOs in 18 countries and across 12 major 
industries responded to the questions in this article. For further detail please visit: www.deloitte.com/europeancfosurvey  

 
2. Kuttayan Annamalai et al., Raising the bar: Five value creation principles for your next M&A transaction, Deloitte, 2020,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mergers-and-acquisitions/articles/m-a-value-creation-synergies. html, accessed 18 
November 2020.  

 
3. Sriram Prakash, Lily Chen and Russell Shoult, “Divestments: Creating shareholder value,” Deloitte, 2013, https:// 

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k/Documents/corporate-finance/deloitte-uk-ma-upfront-in-brief-divestments.pdf, 
accessed 18 November 2020.  

 
4. The economist Joseph Schumpeter coined the term ‘creative destruction’ in 1942 to draw attention to the incessant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mechanism where status quo is replaced by the new, but over time this process accounts for more than half of 
the productivity growth in an economy. Ricardo Caballero, Creative destruction, MIT, 2010, https://economics.mit.edu/files/1785, 
accessed 18 Nov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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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2020 년 개정세법 시행령 공포·시행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2 월 중 공포·시행 

• 지난 2020. 12.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 시행령이 2021. 2. 
공포·시행됨. M&A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법률 내용 적용시기 

국세기본법 

 출자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영 §20) 

- (적용대상) 모든 법인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 

법인세법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영 §82의2) 

-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에 분할합병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2021. 1. 1. 이후 

분할합병 하는 법인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영 §84, §84의2) 

- 다음의 경우 “최초로”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물적분할 

2021. 1. 1. 이후 합병·

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하는 법인부터 적용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영 §88④, §89)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 

: (종전)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개정) 상장주식 시가의 경우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종전)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개정)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2021. 2. 17. 이후 거래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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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 적용시기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영 §88①)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제외 

2021. 2. 17. 이후 거래

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지주회사가 기업을 M&A 하기 위해 SPC 를 설립하면서 그 SPC 가 M&A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2020. 11. 8. 

사실관계 및 질의 

• A 법인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으로 2014. 9.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었으나, 2015. 7.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 법인은 2014. 9.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된 B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2016. 3. 500 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 
SPC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해 SPC 법인은 펀드대출과 사채를 발행하여 2016. 3. B 법인을 인수하였음. 

• 이후 2016. 5. 회생절차가 종결된 B 법인은 모회사인 SPC 법인을 2016. 10. 흡수합병하고 A 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 질의법인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을 M&A 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다른 기업의 인수자금 조달목적으로 당해 자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 이에 국세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채의 인수는 당해 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함 

• 다만, 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 사채인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설시함 

 

시사점 

• 지주회사가 SPC 를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해당 SPC 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단순히 자회사 자체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사업 또는 매출 등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채의 인수에 관한 지주회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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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정으로 인해 세부담액이 증가함. 
자금 대여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자금을 제공한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특히, 순수지주회사와는 달리 별도의 자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없이 
제공된 자금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음. 한편, 지주회사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정상화가 시급했던 자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고, 금융당국이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그룹 전체에 금리상 불이익을 줄 것을 밝힘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밖에 없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조심-2015-서-2085, 2016.02.18). 

 

조세심판원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위해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 쟁점분할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 2019 중 3018, 2020. 10. 20.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 82 조의 2 제 2 항 제 3 호의 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분할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의 손실을 조기인식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할양도차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3.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함.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쟁점 

•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이유 

•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2015 사업연도의 분할양도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 

- 「법인세법」 제 46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 조 2 제 2 항 에 따르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비적격분할에 해당하여 분할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위해 회계상 쟁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방안으로 쟁점분할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분할전ㆍ후 상위 지배주주가 동일하다고 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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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기업이 합병ㆍ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시사점 

• 사업상 목적이 없고 경제적 지배구조 등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분할로서 분할 결과 분할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할을 분할대상 자산의 내재손실(built-in-loss)을 조기 인식하여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간주하고 
분할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위험성이 있음 

• 분할존속법인이 영위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특성상 관급공사 수주실적을 위해 분할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분할신설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거나 분할 전 조세부담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의 분할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심판례임 

• 이와 달리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합병법인이, 분할합병 이후에도 그 사업을 영위할 
만큼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편, 해당 분할합병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 목적 외 달리 사업상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분할합병의 
효력을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 누 53076)도 존재함. 따라서 분할·합병의 사업상 목적, 경위, 계속적 사업을 위한 필요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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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2021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Karen Bowman 외 

 

본 리포트는 전기차,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자동차 금융, 차량 구매 플랫폼 등 자동차 산업 내 
주요 이슈에 대해 23 개국 24,000 명 소비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6 개국인 한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중국 내 자동차 소비자 동향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향후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 기사 링크 

 

에너지원 탈탄소화 전략: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Stanley Porter 외 

 

본 리포트는 유틸리티의 탈탄소화 목표와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탈탄소화 목표 달성까지의 단계를 
공급체계 재정비, 수요 재편 및 실수요 에너지원 재구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에너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탄소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소개한다. 

>> 기사 링크  

 

식품의 미래: 식품 생산과 지속가능성 

Leon Pieters 외  

 

본 리포트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급한 생산량 증대 이슈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인 첨단 농업, 의식 있는(conscious) 공급망, 새로운 시장 기회 및 
솔루션을 살펴본다. 

>> 기사 링크  

  



M&A Newslet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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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