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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문본부



Market Overview 

3-4 월 중에는 1 조원 내외의 딜 3-4 건과 중형 딜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하이브(구.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홀딩스(Ithaca Holdings LLC) 지분 100%를  약 1 조 1,860 억 원에 인수하였고, 이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딜로 기록됨. 

SK 그룹은 중국 지리자동차와 전기차사업을 위한 펀드 설립 및 스웨덴 전기차 폴스타에의 투자, 전기차 초고속충전기 업체

시그넷이브이 인수 등 전기차와 관련한 투자를 이어 갔으며, SK 이노베이션은 SK 루브리컨츠 지분 40%를 IMM 에 매각하면서

1 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여 전기차 배터리 및 친환경 신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한화그룹은 혼소발전 기술을 상용화한

안살도에네르기아의 자회사들을 인수하면서 ESG 연관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공 및 드론, 위성통신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하여

해외 기업들과 인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커머스 및 유통 부분에서는, 네이버는 신세계그룹과 지분교환을 통한 사업제휴, 카카오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인수하였고, GS 홈쇼핑은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에 투자하는 등 배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집행함.   

Top 5 Deals(*)

(단위: 억원)

Target 사업내용 거래지분(%) Seller Buyer Deal Value

이타카홀딩스

(미국)
엔터테인먼트 100.00 N/A 하이브 11,860

SK 루브리컨츠 윤활기유 제조 40.00 SK 이노베이션 IMM 크레딧솔루션 10,937

잡코리아 채용 플랫폼 100.00 H&Q Affinity 9,000

일진머티리얼즈 동박 제조 N/A 투자유치 스틱인베스트먼트 8,000

빈커머스

(베트남)
유통업 16.30 N/A SK(주) 4,600

(*) 카카오의 크로키닷컴 인수지분 및 금액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약 1 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주요 딜 일정

Target 사업내용 거래지분(%) Seller 일정및진행현황

이베이코리아 이커머스 100.00
eBAY

(미국)

숏리스트: 롯데쇼핑, 이마트, SK 텔레콤, MBK

5 월 14 일 본입찰 예정

요기요 음식배달 앱 100.00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5 월 4 일 예비입찰 예정

매각자문사 모건스탠리

대경오앤티 동식물성 유지 100.00
스틱인베스트먼트

및 개인 주주

5 월 중 예비입찰 예정

매각자문사 씨티글로벌마켓증권

한온시스템 자동차 공조 부품 50.50 한앤컴퍼니 모건스탠리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함

KCTL 검사 및 인증 100.00 스카이레이크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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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Market 

Strategic Investors

SK 그룹

SK㈜

• 중국 1 위 민영 자동차기업 지리자동차와 3 억불 규모의 ‘뉴모빌리티펀드’를 설립하고 전기차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함. 양사는

3,000 만 달러씩 출자하였고 나머지는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은행, 연기금 등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임. 동

펀드를 통하여 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atr)에 6,000 만 달러를 투자함(폴스타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총

5 억,5000 만 달러를 유치함). 폴스타는 볼보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고성능 전기차 제조사로 차량 충돌 시 배터리 팩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볼보의 안전 기준과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 급속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시그넷이브이 55.5%를 2,930 억원(신주인수 2,100 억원 포함)에 인수함. 시그넷이브이는

초고속 급속충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350 ㎾ 급속 충전기는 2018 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초급속

충전 인증을 획득하였고 급속 충전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시그넷이브이의 2020 년

매출은 618 억원, 영업이익은 35 억원임. 

• SK 동남아투자법인을 통하여 베트남 마산그룹(Masan Group)의 유통업 자회사 빈커머스(Vin Commerce)의 지분 16.3%를

4 억 1,000 만 달러(약 4,600 억원)에 인수함. 베트남 최대 F&B 기업인 마산그룹은 2019 년 12 월 빈그룹으로부터 빈커머스

지분 83.7%를 인수한 이후 기존 식음료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빈커머스는 베트남에서

2,300 여개의 편의점 및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소매시장 내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유통 1 위 기업으로 작년 매출은 약

14 억 달러임. SK 동남아투자법인은 2018 년 10 월에 마산그룹 지분 9.5%, 2019 년 5 월에는 빈그룹 지분 6.1%를 인수한 바

있음. 

SK 이노베이션

• SK 이노베이션은 SK 루브리컨츠 지분 100% 중 40%를 IMM PE 에 약 1 조 937 억원에 매각함. 해당 거래는 SK 루브리컨츠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진행된 Pre-IPO 성격의 딜이며, IMM PE 에서는 지난해 신규 설립된 IMM 크레딧솔루션(ICS)을

투자주체로 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ICS 는 소수지분이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에 투자해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운용하며 국내 PE 중에서는 첫 시도 임.  

•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북미지역 셰일오일 사업을 매각함. 미국 소재 자회사인 SK Nemaha 와 SK Plymouth 가 보유한 미국의

셰일 오일 사업을 미국 벤치마크에너지(Benchmark Energy)에 매각함.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매각 가액은 비공개. 

SK 텔레콤

•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의 지분 34.2%를 아주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450 억원에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됨. 

스파크플러스는 창업 지원기관인 스파크랩과 아주호텔앤리조트가 창업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6 년 설립한 기업으로 첫

지점인 역삼점을 시작으로 신규 개점 예정인 역삼 3 호점까지 5 년 만에 총 18 개 지점을 확보하여 국내 공유오피스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SK 텔레콤의 앱마켓 자회사 원스토어는 장르소설 전문출판사 로크미디어 지분 100%를 400 억 원에 인수하였음. 

로크미디어는 판타지 등 장르소설이 중심이며 '달빛조각사', '아크' 등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등

12 개국 지역 플랫폼에 작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판권만 1,200 종에 달함. 원스토어는 로크미디어의 컨텐츠를

자사 플랫폼인 '원스토어 북스'를 통해 공급하고 이를 영화와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2 차 생산할 수 있도록 K 콘텐츠 유통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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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토어는 인터넷 서점인 예스 24 와 합작법인 ‘스튜디오예스원’을 설립하기로 함. 스튜디오예스원은 웹소설·웹툰 전문

인력을 확보해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콘텐츠를 자제 제작하고 판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는 신한벤처투자(구. 네오플럭스)로 부터 700 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함. 국내 3 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FLO)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3 년 간 2,000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자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개인화된 오디오 플랫폼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전략.

• 이베이 매각 거래의 숏리스트에 선정되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음.

티맵모빌리티

• Pre-IPO 투자유치를 진행하여 4,000 억원을 조달하였고 어펄마 캐피탈과 이스트브릿지 캐피탈이 2,000 억원씩 투자하기로함. 

• 우버로부터 575 억원을 유치함. 이는 우버가 SK 텔레콤 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총 1 억 5,000 만 달러                        

(약 1,725 억원)의 투자 결정을 발표한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으로, 우버는 택시사업 조인트벤처인 우티(UT)에 1 억 달러

(약 1,150 억원) 이상을, 티맵모빌리티에 약 5,000 만 달러(약 575 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롯데그룹

롯데쇼핑

• 유진자산운용-NH 투자증권-오퍼스 PE 가 중고나라 인수를 위하여 조성한 펀드에 투자함. 컨소시엄은 중고나라 지분 93.9%를

1,150 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롯데쇼핑은 300 억원을 투자함. 롯데쇼핑은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에 대해서 콜옵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경영권 확보가 가능함. 

• 이베이 매각 거래의 숏리스트에 선정되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음.

한화그룹

한화시스템

• 미국 개인항공기(PAV) 기업 오버에어(Over Air) 지분 인수 및 미국 인공위성 전문업체와 캐나다 드론·안테나 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소요자금은 약 7,000 억원인 것으로 알려짐. 오버에어의 경우 작년에 지분 30%를 약 2,500 만달러 (약

283 억원)에 인수하였는데 사업강화를 위해 잔여지분을 인수하여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 구체적인 내용은 5 월 초

이사회를 열어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한화시스템은 2024 년까지 개인항공기 기체를 개발하고, 2025 년 에어택시 시범 운행에

나선다는 계획임. 

한화종합화학

• 한화종합화학은 수소 혼소 발전 기술을 보유한 보유한 미국의 PSM(Power Systems Mfg)과 네덜란드의 ATH(Ansaldo 

Thomassen B.V.) 지분을 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6 월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두 회사는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 안살도 에네르기아(Ansaldo Energia)의 자회사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성능 향상과 수소 혼소 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수소 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국내 기술은 아직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PSM 와 ATH 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소 혼소 기술을 이미 상용화하였음. 한화는 국내외 시장에서 가스터빈 수명 연장 및 혼소기술을 적용한 성능개선, 

친환경 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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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 텍사스 주 소재 81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현지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어댑처 리뉴어블스(Adapture 

Renewables)에 매각함. 매각한 발전소는 2020 년 12 월에 상업가동을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한화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개발

및 건설한 이후 매각하는 건을 다수 진행하였음.  

CJ 그룹

CJ ENM

• 미디어커머스 전문 자회사 ‘다다엠앤씨’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부터 210 억원을 유치하였고 미래에셋은 2 대 주주가 됨. 

다다엠앤씨는 2017 년 CJ 오쇼핑 신사업개발팀에서 시작한 미디어커머스 전문기업으로, 국내 주요 유통사 중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별도 법인 형태로 갖춘 것은 CJ 가 최초임.  다다엠앤씨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였으며 디지털 광고 사업을 영위해 왔음. 다다엠앤씨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자체 채널을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상품 판매 플랫폼인 ‘다다픽’, 두피관리 기기 브랜드 사이트 ‘필라이저’, 소형 가전 PB 판매를 위한 ‘트리플블랙’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음.

신세계그룹

이마트

• 이마트와 신세계는 네이버와 2,500 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  이마트는 1 천 500 억원, 신세계는

1 천억원 규모로 각각 네이버와 상호 지분을 교환함에 따라 이마트는 네이버 지분 0.24%, 신세계는 0.16%를 보유하게 되고, 

네이버는 이마트 지분 2.96%,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6.85%를 보유하게 됨. 양사는 온·오프라인 유통 최강자로서

신세계그룹이 가진 물류망과 네이버의 물류 파트너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전국 단위의 풀필먼트,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

• 이베이 매각 거래의 숏리스트에 선정되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음.

쓱닷컴

• 여성 패션 플랫폼 더블유컨셉코리아를 약 2,700 억원에 인수함.  인수지분은 IMM PE(80%)와 아이에스디커머스(20%)가

보유한 지분 100% 임. 더블유컨셉은 국내 온라인 여성 편집숍 1 위 사업자로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공급하는 동시에 자체

브랜드까지 개발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함. 더블유컨셉의 객단가는 평균 13 만원으로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약 1.4 배 가량

높으며, 지난해 거래액은 약 3,000 억원으로 알려짐.

GS 그룹

GS 칼텍스

• 카카오모빌리티에 300 억원을 투자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 GS 그룹은 최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GS 칼텍스의 주유소를 주유, 세차, 정비 공간에서 확장해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카셰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같은 모빌리티

인프라와 물류 거점, 드론 배송, 편의점 등의 라이프 서비스를 결합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선보임. 

카카오모빌리티도 GS 칼텍스가 운영하는 2,500 여 개 주유소를 충전·정비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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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홈쇼핑

• 라스트마일 배송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 지분 19.53%를 508 억원에 인수하면서 네이버에 이은 2 대주주가 됨. 

메쉬코리아는 400 개가 넘는 주요 도심 소형 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GS 는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됨. 

GS 홈쇼핑은 GS 리테일과 오는 7 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GS25·GS 수퍼마켓·랄라블라 등  1 만 5,000 개 이상 보유한

오프라인 매장과 배송 부문의 시너지를 위하여 투자를 결정함. 

네이버

네이버웹툰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약 5,000 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지역의 전략적 투자자, 글로벌 PEF 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카카오

• 여성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인수하였으며, 카카오커머스의 ‘스타일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크로키닷컴과 합병하기로 함. 합병 법인은 지그재그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카카오의 기술력·사업 역량 등을 결합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예정. 지그재그는 4,000 곳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과 패션 브랜드를 모아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올해 거래액 1 조원 규모가 예상되며 주요 이용자는 MZ 세대임. 

카카오모빌리티

• 지난 2 월 글로벌 사모펀드인 칼라일(The Carlyle Group)로 부터 2 억 달러(약 2,200 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4 월에는

구글로부터 565 억원을 유치함. 3 조 4,200 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투자금을 바탕으로 신사업 확대 및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 이외에도 TPG, 오릭스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나투스핀의 반려동물 전용 택시 사업인 펫미업 사업부문을 인수함.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에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인 펫택시를 추가하고 펫택시 사업부를 신설할 예정임. 펫미업은 2016 년 시작된 국내 1 위 반려동물 전용 택시

서비스로, 기본 가격은 1 만 1,000 원으로 기존 택시 서비스보다 비싸지만 무거운 이동장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고, 누적 이용 건수가 5 만 회에 달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북미의 웹소설 및 웹툰 플랫폼 래디쉬미디어(Radish Media)와 타파스미디어(Tapas Media)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래디쉬 지분 약 13 %와 타파스미디어 지분 약 40 %를 보유하고 있고 잔여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음. 이외에도 국내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카카오재팬

• 웹툰 플랫폼 픽코마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재팬은 약 7,500 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M&A Newsletter

7

AJ 그룹

AJ 파크

• AJ 네트웍스가 자회사 AJ 파크 지분 100%를 664 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휴맥스모빌리티와 MOU 를 체결함. AJ 파크는

전국 200 여 개의 주차장 운영 및 600 여 개 주차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J 그룹은 렌터카, 중고차, 

주차장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정리함.  

AJ 토탈

• 냉장·냉동창고 사업부문을 매각을 위하여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거래가액은 약 1,300 억원으로 알려짐. 

AJ 토탈의 냉장·냉동창고는 7 만톤의 처리 시설과 연간 50 만톤의 물동량 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 장점이 부각됨. AJ 그룹은 신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을 결정함. 

하이브(구. 빅히트엔터네인먼트)

•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Ithaca Holdings LLC) 지분 100%를  10 억 5,000 만 달러(약 1 조 1,860 억 원)에 인수함. 

하이브의 100% 미국 자회사인 빅히트아메리카가 설립한 자회사인 BH Odyssey Merger Sub LLC 가 이타카 홀딩스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거래. 이번 인수 대상에는 이타카홀딩스 산하의 뮤직레이블인 ‘아틀라스뮤직’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제이 발빈, 데미 로바토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SB 프로젝트’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발굴해 사세를 확장한 레코드

레이블 ‘빅머신 레이블 그룹’도 포함됨. 이외에 TV 및 OTT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 의류·뷰티 사업 등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짐. 하이브는 이타카홀딩스와 결합으로 BTS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소속 아티스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



M&A Newsletter

8

Financial Institutions

DGB 금융

• 수림창업투자 지분 100%를 약 105 억원에 인수함. 수림창업투자는 2014 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 개 투자조합에서 약

1,000 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DGB 금융은 수림창업투자를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발굴·육성해 벤처 투자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는 전략.  DGB 금융은 하이투자증권, DGB 생명, DGB 캐피탈, DGB 자산운용 등에 이어

벤처캐피탈사를 추가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함.  

KTB 투자증권

•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유진에스비홀딩스 RCPS(상환전환우선주) 1,293 만 주를 732 억원에 인수하며

지분 30%를 확보함. 1972 년 설립된 유진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규모는 2 조 9,842 억 원으로 업계 7 위권인 대형

저축은행으로, 강남 본점을 비롯해 목동, 송파, 분당 등 4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KTB 금융그룹이 유진저축은행에

투자하면서 소매금융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되었음

SK 증권

• MS 상호저축은행 지분 93%를 약 400 억원에 인수함. MS 저축은행은 상장사 조일알미늄이 보유한 자회사로 대구, 경북

지역에 본점과 지점 2 곳을 운영하고 있음. 작년말 총 자산 규모는 4,178 억원으로 79 개 저축은행 중 47 위임. 

메이슨캐피탈

• 국내 대부업체 3 위 리드코프가 사모펀드를 통하여 중소형 캐피탈사인 메이슨캐피탈을 인수하였음. 캑터스 PE 가 설립한

‘캑터스바이아웃 제 6 호’가 메이슨캐피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200 만주를 260 억원에 인수하여 지분 34.39%를 확보하고

최대주주가 됨. 캑터스바이아웃 제 6 호 펀드는 리드코프가 LP 로서 380 억원을 출자한 펀드로 실질적으로 리드코프가

메이슨캐피탈의 대주주가 됨. 메이슨캐피탈은 작년말 총자산 427 억원, 종업원 약 10 명의 소형 캐피탈사로, 리드코프가

메이슨캐피탈 인수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등을 인수해 대부업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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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Equities

인수거래에서는 주로 중대형 규모의 소수지분 투자가 이루어 짐. IMM PE 는 IMM 크레딧솔루션을 통하여 SK 루브리컨츠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IMM 크레딧솔루션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며 피투자기업과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전략을 구사하며, 이러한 성격의 펀드는 국내 PE 가운데 최초의 시도임. 또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9 년 11 월

일진머티리얼즈에 6,000 억원 투자한데 이어 8,000 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음. 하기의 건들 외에 JKL 은 제이콘텐트리에 1,000 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카카오재팬에 7,500 억원 규모의 투자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매각거래에서는 중대형 딜의 엑싯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H&Q 는 잡코리아를 9,000 억원에 매각하였고, IMM 은 대한전선, 

더블유컨셉코리아, 이도 등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였음. JKL 은 2015 년에 인수한 팬오션 지분을 2017 년에 블록딜, 2018 년에 하림

측에 일부 매각한 이후, 이번에 잔여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완전히 엑싯함. 스카이레이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각을

재개한 가운데 대경오앤티와 KOC 전기 매각작업을 착수하였고, 스틱인베스트먼트도 메디안디노스틱 매각을 위해 자문사를 고용함.  

주요인수거래

(단위: 억원)

Target 사업내용 거래지분 (%) Seller Buyer Deal Value

SK 루브리컨츠 유활기유 40.00 SK 이노베이션 IMM 크레딧솔루션 10,937

일진머티리얼즈

(상장)
동박 제조 N/A 투자유치 스틱인베스트먼트 8,000

티맵모빌리티 모빌리티 N/A 투자유치
어펄마캐피탈

이스트브릿지
4,000

시노코페트로케미컬
탱커 선박 전문

해운업
N/A 투자유치 IMM 인베스트먼트 2,400

더존비즈온 ERP 솔루션 4.77 김용우 베인캐피탈 1,650

중고나라(*) 중고거래 플랫폼 93.90 기존 대주주 등
NH 투자증권-  

오퍼스 PE
1,150

(*) 바이아웃 거래

주요매각거래

(단위: 억원)

Target 사업내용 거래지분(%) Seller Buyer Deal Value

잡코리아 채용 플랫폼 100.00 H&Q Affinity 9,000

더블유컨셉코리아
여성복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100.00

IMM PE(80%)

아이에스디커머스(20%)
쓱닷컴 2,700

이도 시설물 관리 60.00
IMM-도미누스(40%)

신주 인수(20%)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2,600

대한전선

(상장)
전선제조 40.00 IMM PE 호반건설 2,518

팬오션

(상장)
해운업 3.80 JKL 블록딜 거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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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동향조사: M&A 의미래

변화하는 시대의 M&A 동향

본 설문조사에 응한 M&A 임원들은 포스트 COVID-19 시대에 기업이 회복하고 번창하는데 있어 M&A 거래,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적인

M&A 의 대안이 되는 거래 방식이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딜로이트는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 M&A 

계획을 파악하고자 2020 년 8 월 20 일부터 9 월 1 일까지 미국 기업 및 사모펀드 투자사의 1,000 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딜을 진행하는 이들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61%)이 M&A 거래량이 앞으로 12 개월 이내에 COVID-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핵심 내용

� M&A 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응답자들은 전통적인 M&A 거래와 대안적인 거래 방식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조사 대상 M&A 임원 중 42%가 전통적인 M&A 외의 대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Q: 현재 귀사가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면, 다음 중 가장 관심있게 살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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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1/3(33%)이 COVID-19 에 대응하는 M&A 전략의 일환으로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장기적인 전환을

가속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의 M&A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57%가 공격적인 노선을, 43%가 방어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Q: COVID-19 와 현재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데 대한 귀사의 M&A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업이 가상으로 거래를 관리함에 따라 응답자의 절반 가량(51%)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체로

가상 업무 환경이 거래 관리나 실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응답자 중 87%가 자사의 조직이

완전히 가상적인 업무 환경에서도 거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거래 실행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Q: 가상 업무 환경에서 거래를 실행할 때 귀사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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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거래 성사를 위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현재 불확실한 시장 여건(15%), 비즈니스 전략상의 니즈를 M&A 전략에 녹여내는

것(15%), 그리고 자산 평가(14%) 등이다. 

Q: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M&A 성공에 대한 귀사의 최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 국제 M&A 거래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서, 초점은 미국 내 M&A 기회로 옮겨졌다. 작년 조사 이후 영국 딜 타겟은 8%p, 중국

타겟은 7%p 각각 감소했다. 반면 중앙아메리카와 브라질은 국제 시장 중에서 관심도가 증가한 몇 안 되는 지역이다.

Q: 어느 해외 시장에 주목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복수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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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Regulatory Changes_Tax & Legal

개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공포에따른사모펀드체계개편

투자자범위기준으로분류한일반·기관전용사모펀드체제도입, 오는 10/21 시행

•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1. 4. 20. 공포되어 2021. 10. 21. 시행을 앞두고 있음. 사모펀드를 운용목적 기준으로

분류(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 하에서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사모펀드를

분류(일반·기관전용)하고 동일한 운용규제를 적용할 예정임.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현행법 개정법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 운용규제일원화

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GP, 非금융투자업자)

일반 사모펀드: 사모운용사/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운용규제

경영권 참여 ü 해당 없음

ü 펀드자금 50% 이상

2년내 주식 투자

ü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ü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ü 폐지

의결권 제한

ü 10%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ü 해당 없음

ü 폐지 (단, 경영권 참여(10% 

이상 취득) 시점으로부터

15년 이내 해당 지분 처분

의무

레버리지 규제

ü 순재산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ü PEF 재산 10% 이내

(단, SPC를 활용할

경우 300%까지)

ü 순재산 400% 이내

(금전차입, 대여, 채무보증,

파생상품 투자 등)

대출
ü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ü 대출 불가

ü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검사·감독

업무보고서

제출·공시

ü 분기별 업무보고서

금융위 제출

ü 업무보고서

지점·영업소 비치,

홈페이지 공시 등

ü 해당 없음

ü 보고의무 유지

(업무집행사원(GP):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펀드 운용현황

ü 펀드별 레버리지 현황

보고 (파생상품 매매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금전차입 현황)

ü 펀드별 레버리지 현황

보고 (여유자금 운용

현황, 차입 및

채무보증 현황)

ü 펀드별 운용현황 보고

(펀드구조,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 보고사항 확대:

시행령 개정으로 2021. 6. 

말 보고부터 적용, 기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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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법 개정법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 운용규제일원화

사모펀드의 경우 레버리지

현황 보고)

검사·감독

권한

ü 펀드와 운용사 모두

검사·감독 가능

ü 법령상 펀드

검사·감독권 명확,

반면 GP 

검사·감독권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ü 펀드와 운용사 모두

검사·감독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검사·감독

가능)

상출제한집단 관련 규제

ü 해당 없음 (단,

운용규제로 10% 

초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ü 상출제한집단 계열

PEF가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등

ü 상출제한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펀드: 계열사

편입시 5년내 지분처분

의무 유지

ü 상출제한집단 계열 일반

사모펀드: 10%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유지 등

지주회사 특례
ü 해당 없음 (다른회사

지배 불가)

ü 다른회사 지배시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 10년 유예

ü 다른회사 지배시 지주회사

관련 규제적용 10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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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Thought Leadership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기후 변화 101: 주요 이슈와 필수 지식

Kristen Sullivan 외

본 리포트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기후 변화에 관한 주요 이슈와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이들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매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기사 링크

2021 소매 산업 전망

Rod Sides 외

본 리포트는 먼저 딜로이트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 개국의 소비자 동향을

살펴본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투자가 이루어질 소매 산업 내 네 가지 이슈를 소개한다.

>> 기사 링크

전기차 충전소의 경제성과 시장의 기회

Justine Bornstein 외

본 리포트는 미래 전기차 충전소 시장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궁금해 할만한 여러가지

주제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필요한 충전소의 수, 현존하는 충전소의 종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가치사슬의 모습과 충전소 소유 및 관리 방식 등을 소개하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어떤 시장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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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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