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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특별한,기업가치창출서비스전문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 VCS팀

지난 4월에 새로출범한딜로이트안진재무자문본부 VCS팀원들이 선전을다짐하면서파이팅을외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장주영차장,김광하부장,이정현이사,한승제부장

딜로이트안진재무자문본부는이번달 초

닻올린VCS팀, 포트폴리오회사의중장기가치향상을이끈다

VCS(Value Creation Services)팀을
신설했다.사모펀드운용사(Private Equity
House, 이하PE House)의 성공적인
투자수익 실현과기업 실사(due diligence)

4월의 시작과함께 딜로이트안진재무자문본부는M&A그룹내 VCS(Value Creation Services,
이하 VCS)팀을 신설했다. 인원수는 4명에 불과하지만, 리더인 이정현 이사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가

부터 자금회수(exit)까지전체투자단계별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VCS 팀은 PE House의 성공적인 투자 수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최적의 기업가치창출자문을수행해기업의

회사(인수대상 기업)의 중장기 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 단계 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는VCS팀을 소개한다.

출범했다.
VCS는 딜로이트글로벌 차원에서서비스 가치를인정 받고 성장을위한 주요 전략과제로써이미 추진됐

글·사진.Brand & Communications

던 서비스로, 국내시장에서도 VCS의높은 성장 가능성이 예견됐는데 PE House들의 투자 접근
방식이중장기가치 향상에초점을둔 ‘가치경영’으로 변화가감지됐기때문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VCS팀 출범으로 공식적
으로 한국시장에 딜로이트 VCS를 알리게 됐고, 재무자문본부 내 기존서비스들과
시너지를낼 수 있는 기회가많을 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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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공략열쇠,딜로이트글로벌
VCSBest Practice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VCS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계기는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VCS 교육만 봐도 알수 있다.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기 앞서 VCS 역량 강화 목적으로, 지난 4월 초 일본 도쿄에서
VCS 교육이 진행됐는데, M&A 전략을비롯해 커머셜 실사, 카브 아웃(Carve-Out)2,
PMI 등 VCS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사례 위주의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 내 VC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힘을 얻게 됐다.

과거 PE House들의 바이아웃 투자는 단기성과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돼 포트폴리오 회사의 투자를
억제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거나, 자산 구조조정 혹은 특정 사업부문의 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재무 제표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현재 PE House의 전략은 지속적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단기적 관점의 접근에
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회사의 중장기 가치 향상을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 유도와 경쟁 력 강화 목적의 경영 활동으로
2

Carve-out 기업공개를 통해

전체 사업 부문 가운데 특정한 사업
부문을 분리하거나 모회사가 보유하
고 있는 자회사 지분을 증권시장에

중심축이이동하고있다.
이러한 PE House의 변화에 발 맞추어 딜로이트는 기존의 우수한 재무적 역량과 더불어 VCS를 통한 사업
운영 측면의 인사이트를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내 선도적인 위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하는 것

성공을위한발걸음,투자실행부터인수후Exit 단계까지
Total 서비스로 확대
VCS 팀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VCS가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 변화 에이전트
(transformation agent)로서 PE House를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분명하게 제안할 수 있다
고 자부한다. 구매 비용, 생산 효율 제고 등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수익성 개선을 통한 신속한 재무성과 실현과
함께, 매각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매각측(sell-side) 지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딜로이트만의 차별화된 VCS 포지
셔닝을만들어갈것이다.
또한,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오랜 과거부터 M&A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쌓은 명성과 국내 최고
수준의 PE House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딜로이트의 고유 자산
이기에4월부터 고객들을대상으로홍보와세일즈활동을확대하고있다.
VCS팀은 앞으로도 PE House의 동향, 특성, 포트폴리오 분석 등을 통해 바이아웃 투자 라이프 사이클 각 단
계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차별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스케일업(scale-up) 단계로
나아갈수 있도록노력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