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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의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

야흐로 M&A(기업인수합병)가 기업경영의 키워드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

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M&A 거래금액 및 횟수

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M&A는 세계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중요

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M&A로 회수

하고 있어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경영 노하우와 고용인력이 자칫 사장될 수 있

어 아직까지 정부 등 공적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삼

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 등 8개 기관에 M&A지원센터를 설

치하고 기업진단, 설명회, 실무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사

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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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되는 《M&A에센스(최신개정판)》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

로 소개되었던 M&A 지침서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비전문가

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M&A를 추진하는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

항들과 M&A의 준비 및 실행, 관련 세무 및 법률 규정, 주요 절차 및 계약

서, 체크리스트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 및 원고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삼일회계법인,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에 《M&A에센스(최신개정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2017년 1월

중소기업청



4 M & A
ESSENCE

자연환경에서 멸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물로 북극곰, 호랑이, 사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을 받지 않는 먹이

사슬의 최고점에서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에 적응을 거부한 채 

결국 멸종 1호 동물로 전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 이러한 기업이 있다면 이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할까 

궁금해집니다. 코닥, 소니, 샤프, 야후 등 세계 굴지의 회사들 또한 멸종

을 앞둔 동물들과 공통점은 없는가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

랍니다. 

세계경기가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대외의

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

의 변화는 과거 50년 이상의 변화보다 경제와 산업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미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국면이 전

개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성공 신화와 사례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은 그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고 오히려 족쇄가 될 것이나,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

한 복융합적이고 창의적 사고의 기업은 새로운 성공 신화를 가져올 것

입니다. 이 성공 신화를 위하여 기업은 반드시 성장하여야 하며 M&A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론일 것입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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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먹이사슬의 최고의 위치는 아니었지만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개

체를 꾸준히 늘려왔던 생명체들은 현재 경쟁력 있게 살아남았듯이, 비

록 몸집이 작지만 유연하고 변화에 잘 적응한 중소벤처기업은 앞으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톰 굿윈(Tom Goodwin)이 테크크런치

(TechCrunch)에 기고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Uber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Facebook

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치 있는 소매업체인 알리바

바는 물품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제공업체인 Airbnb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라는 말은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

는 성장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핵심에 M&A가 있습니다. 이에 본 책자는 

M&A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삼일회계법인 최고 M&A 전

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1장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성장 전략이 필수이다!’ 편에서는 기

업과 기업가 정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장수기업의 생

존 및 성장 DNA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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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성장전략이 필수임을 규정하고 다양한 성장전략과 사례 및 

기업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영자의 자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

니다.

‘제2장 성장전략으로서의 M&A 활용’ 편에서는 성장전략으로서 M&A

와 M&A의 대안인 기업승계, 기업매도 등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살펴보

고, M&A 성공을 위하여 숙지하여야 할 핵심 요소 및 전략적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 M&A 절차’ 편에서는 일반적인 M&A의 각 단계별 진행 절차 및 

실행 전략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M&A 실무에서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4장 실사와 기업가치평가’ 편에서는 M&A 과정 중 실무자가 숙지해

야 할 실사와 기업가치평가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이론적

인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제5장 M&A와 법률관계’ 편에서는 M&A 관련 조세정책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법률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습니다. 

‘제6장 다양한 M&A 유형’ 편에서는 인수 및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자산 및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및 이전, SPAC상장, 우회상장, 기술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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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코넥스상장, PEF & Buyout, 적대적 M&A, 회생 M&A, Cross-border 

M&A의 개념 및 절차, 주요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록’ 편에서는 M&A 진행 과정에서 참조할 만한 각종 계약서 샘플과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M&A 절차에 따른 공시 및 고려사항, 주요 개

정세법 및 합병의 일반적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M&A에센스(최신개정판)》가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A를 

전략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연락을 주

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삼일회계법인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센터장 유상수

본 ≪M&A 에센스(최신개정판)≫는 각 기업 경영자들의 M&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목적

으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M&A 절차의 정보 및 설명에 대한 완전성 및 

충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M&A를 진행할 경우 각 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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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은 생명체다

“기업이 하는 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Business”이다. 이에 해당하는 

스웨덴의 가장 오래된 말은 “Narings liv”인데 문자 그대로 “삶의 양식

Nourishment for life”을 의미한다. 또한 고대 중국어에서는 이를 “生意”라고 표

현하였는데 첫 글자는 “삶” 또는 “살아간다”로서 “생존”과 “탄생”을 뜻하

며, 두 번째 글자는 “의미”이다. 즉, 기업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정

체성identity을 지켜나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기업은 급변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스스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 한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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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성장을 통한 생존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기존의 영역만 고집하여서는 생존할 수 없고 변화하는 새로

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보편적인 대답은 아

마도 이윤극대화일 것이다. 물론 이윤극대화가 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

이긴 하나, 이윤극대화로 기업을 한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속성

Going Concern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기업이 보통 이익이나 주가를 목표

로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영속

성 추구에 따른 결과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기업이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비즈니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선 비즈니스의 목적부터 다루

지 않으면 안 된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사업 그 자체와는 별도로 존재해

야만 한다. 사실 기업이란 사회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목적

은 사회 속에서 존재해야만 한다. 비즈니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는 단 하나의 타당한 정의만 존재한다. 즉,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속에

서 생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유효수요로 바꾸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적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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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것이다.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통하여 

효용 있는 어떤 가치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탐색을 통하여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자본, 노동, 설비, 기술 등의 제반 생산요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생존해간다.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생존하는 

생명체로 기업을 바라본다면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도 기업을 

경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가가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능력, 용기를 가지

고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기업가는 올바른 

태도와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즈니스 지식도 겸비하여야 한다. 스스로의 강점과 약

점을 잘 파악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려운 경우 자

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한다. 기업가 정신은 소수만이 갖

고 있는 매우 특별한 기질이며 우리 경제를 성장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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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企業家精神, Entrepreneurship은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

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

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을 말한다.

기업가 정신企業家精神은 업業을 만드는創,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탄생

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창업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기업의 본질인 고객에

게 가치 창출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 또는 정신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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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의 경영 마인드이자 비전 또는 전략인 것이다. 경제학자인 슘페터

Schumpeter는 기업가를 “훌륭한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의 안정된 상태

를 의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파괴하는 혁신가Innovator이며 창조적 파괴자

Creative destroyer”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으로서 기업의 성패를 좌

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피터 드러커는 세계 경제가 ‘관리 

경제’에서 ‘기업가 경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가 정신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지배》의 저자 레스터 서로Lester Thu-

row는 부를 창출하는 요소 중 기업가 정신을 으뜸으로 꼽았으며, 모험을 

즐기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업가 정신 없이는 기술혁신 그 자체

가 결코 부를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외부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고객가치 창출을 통해 스스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하

지만 많은 기업들이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많이 생겨나기도 한다. 최근에 기업들이 직

면하고 있는 외부환경은 그야말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확실

성이 증폭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현실에 안주하

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을 도모해야 그나마 생존할 수 있다. 일부분을 뜯

어 고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썼지만 급변하는 시장에 충분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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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기업도 허다하다. 최근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

로 적응하며 기업들이 생존 및 성장해 가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며 혁

신적이라 할 수 있다.

코닥Kodak이 몰락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은 핵심 산

업이었지만 사양산업이 된 필름 분야를 포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기존에 주력하던 필름 사업

에 대한 믿음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

서지 않았다. 핵심사업인 필름 분야에 매몰되어 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경쟁사인 후지Fuji는 필름 사업 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하고 80년 가까이 필름을 제작하며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연관 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실행하였다. 후지는 필름을 연구하며 터

득한 수많은 화학 물질의 데이터와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부터 광학 렌즈와 액정패널LCD용 필름에까지 진출한 것이다. 필

름 산업이 사양화되는 외부환경을 재빨리 파악하고 자신들의 핵심역량

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과감하게 진출

함으로써 환경변화를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나이키Nike도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좋은 

예를 보여준다. 스포츠 업체인 나이키는 일본의 게임업체인 닌텐도Nin-

tendo의 성공을 계기로 산업의 경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을 단순히 스포

츠 용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가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

장하게 된다. 이렇게 고객과 고객의 요구를 재정의한 나이키는 다수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내면서 성장한다. 2007년 나이키는 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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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자인 스마트폰을 만나게 된다. 스마트폰이란 커다란 환경의 변

화를 마주하게 된 나이키는 이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였다. 나

이키는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오락 및 SNS를 즐기는 사람들을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 활용하여 나이키와 함께 운동하도록 만들고 있

다. 디지털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 용품 업체

가 아닌 디지털 집단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이 설립한 조명회사에서 출발한 GE는 2016년 초 100년

간 영위해 왔던 가전사업부를 중국 하이얼사에 매각했다. 한때 총 매출

의 절반을 차지했던 금융 사업도 대폭 줄이는 중이다. 매각하거나 정리

한 사업들을 대신 GE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인 ‘산업인터넷’이다.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드는 회사인 애플Apple은 현재 헬스케어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 애플은 2014년에 ‘헬스키트’ 플랫폼을 발표하면

서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헬스키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미국 내 대형병원들에까지 전

송됨으로써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다. 환자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든 

병원으로 전송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기업 생존을 위하여 주목해야 할 최근의 환경 변화

기업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부환경은 급변하고 있

으며,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도

모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매우 다양

하나 주요한 몇 가지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기업생존을 위해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환경 변화는 보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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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의 등 반세계화 기조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 연착륙 흐름 

유지, IoT기술로 초연결사회 도래 및 지능형 디지털 그물망 시대, 저출

산·초고령화 사회, 소득 불평등 심화, 美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및 反신기

후체제, 윤리경영의 중요성 강화 등이다.

(1) 보호무역주의 등 반세계화 기조 심화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 및 소득의 감소로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영국

은 신흥 공업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복지 수혜에 대한 반감으로 국

민투표에서 EU에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으며, 미국은 제조업 사

양화로 불황을 맞은 백인 노동자층이 ‘반세계화’ 무역·이민 정책을 지

지한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2017년 주요 선거를 

앞둔 유럽에서는 반EU주의 성향 보수정당들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나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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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미·중간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

상으로 표출될 전망이다.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한 보

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제조업기반 악화 

및 고용 부진의 원인이 대중국 수입 의존성 증대에 있다고 판단, 이를 집

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철강 등 호황기에 확대된 산업의 

공급과잉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저가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중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시 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및 중국 수출 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 둔화 등 직·간접 경로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해 취하는 환율정책의 경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높은 우리나라도 포

함될 수 있어 원화 가치 절상 압력 발생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의 무

역구제조치는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관계

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도 동시에 적용돼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 미국의 금리 인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지해 온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2015년 12월 기준금리 0.25%p 인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과거 10년 내 처음이며 제로금리 탈출은 7년만의 일이다. 이후 

2016년 12월, 1년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2017년

에는 점진적으로 3차례 인상을 통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38%수준을 

2018년 말에는 2.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기축 역

할을 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미 달러화를 매개로 움직이

는 돈의 흐름에 변화를 주게 되어 각국의 환율·금리는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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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며 환율의 

경우에도 미국 달러화의 추가절상 압력을 받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의 

해외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신흥국 내 금융 불안정과 성장세 둔

화가 두드러질 경우 국내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중국 경제 연착륙 흐름 유지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과잉투자로 최근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국 경제는 과거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0년 10.6%에서 2015년 6.9%, 2016년 6.5%, 2017년에는 6% 초반대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과잉생산 업종 및 한계기

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감속 성장으로 보인다. 2016년 초에는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

출이 부각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간소비, 인프라투

자 확대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6.5%를 상회함에 따라 불안 

심리는 상당히 감소되었다.

중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 수출과 투자 위주에서 소비와 서비스

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

지하고 서비스업 구매자지수PMI도 기준치 50pt를 상회하고, 철강 등 과

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생산자 물가가 증

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즉 소비수요 확대와 공급과잉 축소로 디플레이

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도한 기업부채 규모와 부실가능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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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부동산 경기과열 양상 등은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부실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주로 수출수요 감소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

내 주력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 IoT 기술로 초연결사회 도래 및 지능형 디지털 그물망 시대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로 초연결사회가 도래하였다. 사물

인터넷은 지능화된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

과 사물(물리 또는 가상), 사물과 사물 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인식 기반

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의미

한다.

개방과 공유를 핵심 키워드로 삼는 IoT 기술은 이미 국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걸쳐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생활과 

밀접한 홈·가전, 의료, 교통 분야로의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런 IoT 기술의 발달로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기기와 생산과정 사이가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전사적 최적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IT부문의 중요한 글로벌 리서치업체 중 하나인 가트너Gartner는 매년 

IT 분야의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2017년에는 미

래 사회의 제품들이 연결·지능화 및 디지털화되는 ‘지능형 디지털 그물

망’의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지능형 테마는 빅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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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

하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지능형 앱, 지능형 사물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테마는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를 혼합하여 현실세계를 보다 상

세하게 묘사하고 풍부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두 세계를 연결함으로써 몰입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창출한다. 디지털 

테마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쌍둥이, 블록체인과 분산장부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그물망 테마는 사람과 디지털 비즈니스 간의 모든 연결을 ‘그물망

Mesh’이라고 하며 다양한 장치, 컨텐츠 및 서비스가 사람과 연결되어 디

지털 비즈니스의 성과를 창출하는 접점을 일컬으며, 대화형 시스템, 그

물망 앱과 서비스 아키텍쳐, 디지털 기술플랫폼, 능동현 아키텍쳐 기술

을 제시하고 있다.

(5)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출산율이 1.17명 이하로 저출산 사회를 넘어

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이런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

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

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100명 중 13명에 달하며, 

가까운 2030년에는 24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저하, 평

균수명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맞물려 선진국에 비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고령화 추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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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 및 소비 인구 

감소를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잠재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

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의 활력이 저

하되거나 사회적 부양률 부담을 가속화해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6) 소득 불평등 심화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청년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고 있

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약 45%로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인 반면, 중산층 비중은 하락하고 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는 

확대 되는 추세이다. 

소득불균형은 성장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소득불평등 심화 → 사회·정치적 불안정 증대 → 투자 위축 → 성

장 둔화 →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

하게 된다. 또한 불평등 문제는 다음 세대로 연장되어 사회적 지위 상승

과 삶의 질 개선 기회를 저하시켜 장시간에 걸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

향을 끼친다.

(7) 美 신정부 에너지 정책 및 反신기후체제

미국의 신정부는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하에 국내 생산 확대를 통

한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대외 의존도와 유가 변동

에 따른 미국 경제 취약성 완화를 위해 국내 석유·가스 생산 확대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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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소송 중으로 효력 정지된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완전히 폐지하고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된 지

원 없이 에너지원간 시장 자유경쟁을 중시하고 있다. 

OPEC 감산 합의 발표(2016.11.30.)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중반

대로 상승하고, 미 신정부가 각종 개발·생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미 셰일자원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

는 자동차 연비 규제 등 환경규제 완화 및 철폐, 신기후체제에 소극적 대

응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 확대 장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바 석유·가스 수입선의 다변화

를 꾀하고, 미국과 함께 석유·가스 분야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8) 윤리 경영의 중요성

현대사회에는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며, 기

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이 증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

업윤리는 조직구성원에게 행동의 규범을 제시한다. 윤리경영이란 기업

이 시장의 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

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즉, 법과 제도의 준수는 물론이고 시

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최근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위기를 맞으

며 기업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기업가가 기업의 사회

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등한시할 경우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미칠 만큼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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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기업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생존·성공 DNA를 배우자.

기업을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진화 및 성장해 가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장수기업에서 생존과 성공의 DNA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수기업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약 100년 이상)에 걸쳐 

기업이 유지되며 일자리 창출, 기술의 계승·발전, 사회공헌을 통하여 

경제의 활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우량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영 환경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면서 기업의 수명은 점차 짧

아지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1935년 90년에 달하던 기업의 평

균 수명은 1975년에는 30년, 1995년에는 22년으로 줄어들고, 2015년에

는 15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80년 사이에 기업의 평

균 수명이 75년 가까이 단축된 것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장수

기업에는 신생기업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존 전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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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따라서 장수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하여 장수기업들의 

성공 DNA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장수기업들이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것

이다. 장수기업은 자사가 오랫동안 축적한 핵심역량을 축으로 삼아 환

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특징을 보인다.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를 지키

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나 기술 진보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

을 창조해 가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처럼 장수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질 개선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을 빠르게 읽어 기회를 포착하고 내

부적 기술 개발 또는 외부적 사업다각화 등의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미

래의 경쟁력과 오랜 생명력을 얻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듀폰Dupont의 경우 1802년에 설립하여 화약 산업을 선도하였

으나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장기불황 및 저성장의 환경변화에 직면

하게 되었다. 하지만 듀폰은 축적된 화학 분야 R&D를 바탕으로 합성섬

유의 신기술 및 혁신제품을 개발해 내어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하게 되 

었다. 

이후 1970년대 합성섬유 분야의 공급과잉, 원가상승(원유 파동) 등의 

환경변화가 오자 M&A를 통하여 정유, 제약, 전자재료 등의 분야로 양적 

성장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수익성 위기에 봉착하자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에 착수하여 정유, 화학섬유 사업을 철수하고 농식품, 

바이오화학, 고기능 소재, 고부가 화학제품 분야를 강화하였다. 

현재, 듀폰은 화약에서 화학섬유, 정유, 제약, 전자재료, 농식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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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학, 고기능 소재, 고부가 화학제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

준의 R&D라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외부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200년 넘게 초일류 장수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 듀폰에게 있어 핵심역

량은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첨단지식 자체라기보다는 끊

임없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연구역량으로 이를 통해 시대와 인류가 필

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듀폰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

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변신을 통해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 변화의 적응과 함께 장수기업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핵심가치와 

핵심가치를 통한 강한 결속력이다. 조직의 구조나 영위하는 사업 등은 

바뀔 수 있지만 기업의 철학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핵심가치는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핵심가치의 공유 및 계승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기업의 독자적인 핵심가치가 구성원들에게 공동체라는 강한 결

속력을 갖게 하고, 강한 결속력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직을 받쳐주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장수기업을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장수 경영의 성공 제1조건으로 사훈(가훈)의 계승을 꼽았다. 장수기

업 중 사훈, 기업 이념이 명문화돼 있는 기업이 40%, 구전되고 있는 기업

이 38%로, 약 80% 가량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의 정신적 유산을 보존

하고 있었다.

장수기업의 특징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 더 살펴보자면 투명하고 개

방적인 소통문화이다. 대개 기업의 몸집이 커지면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고 조직구조가 관료화되기 마련이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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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도할 때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어렵게 하

고 실행력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들과 유연

한 소통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년 역사의 필기

구 생산업체 스태들러Staedtler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끊임없이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아이

디어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조직 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

로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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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업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가는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

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

다. 장수기업들의 생존과 성공의 DNA에서도 자기 회사의 기본, 즉 자사

가 오랫동안 축적한 기본 능력을 축으로 삼아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

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세계적 흐름인 저성장 시대 속에서 한국 경제도 저성장 시대를 맞이

하였다. 저성장 시대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가 기업의 생존에 절대 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기존 사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시장/제품으로의 진출, 이익 증가와 같은 내실의 성장 등 

기업 생존을 위하여 각 기업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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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들이 사업의 전략적 성장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

조 재조정, 리스크 분산 등 내실다지기, 성장전략에 맞는 자원 배분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저성장시대를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축된 상황에 같은 형태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해버려 오히려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저

성장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성장전략이 필수

가 되고 있다. 이제 기업의 성장이란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 존속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된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처절한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불어 닥친 구조개혁 이슈와 맞물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수

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사업재편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대기업 간 등 빅딜이 연이어 성사됐으며, 현재 주요그룹은 조직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신수종사업 채택이 끝난 시

점에서 구조조정으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견·중소기업들

도 더 늦기 전에 자신들의 역량에 맞는 성장전략의 실행을 통하여 살아

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해야한다.

  성장痛 없는 성장은 없다.

많은 기업들은 환경 변화, 전략상의 실수, 산업의 쇠퇴 등으로 위기를 

겪곤 한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 심화, 경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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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다. 하지만 시련이 꼭 기업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약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련을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는 중

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 이후 창업한 기업 중 매출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은 휴맥스, NHN, 이랜드, 한샘, 한미약품, 넥슨, 넷

마블, 카카오, 이노션, 신세계푸드 등 소수에 불과하다.

성장하던 기업이 갑작스레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인 ‘성장통Growing 

pains’은 기업의 존망을 위협하고, 시장 경쟁 약화, 나아가서는 창업 유인

을 떨어뜨려 산업 생태계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

고 있다.

성장통은 성장하던 기업이 갑자기 매출액 성장률에서 상당한 정체, 

감소가 발생하여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시기(A구간)를 의미한다. 일시적 

성과 하락 또는 일시적 조정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상황이 반전되어 성

장패턴이 정체, 감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장통에 빠지면 정체의 지속

기간이 길며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

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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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성과

A

자료 : KISTEP, 20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5,04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4,521개 기

업(89.6%)에서 성장통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성장통이 크게 외부로 드러

나지 않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은 524개로 10.4%에 불과하며, 성장통이 

발생한 기업 중에서 분석 기간 내에 성장통을 극복한 기업은 1,284개로 

25.5%에 불과하였다.

전체기업 수 성장패턴에 따른 기업 분류 기업 수

5,045

(100%)

성장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지속 성장기업) 524(10.4%)

성장통이 

발생한 기업

성장통 극복기업

4,521

(89.6%)

1,284

(25.5%)

성장통으로

외감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782

(15.5%)

2014년까지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한 기업

2,455

(48.6%)

자료 : KISTE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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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장통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시계열을 가지고 지속성장하는 

기업군과 성장통을 경험한 기업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속성장하는 

기업군은 성장통을 경험한 기업군보다 부채비율Debt ratio은 높았지만, 진

입초기에 R&D, 설비 투자를 활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통

을 경험한 기업군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

자보다는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 확연하게 나타

났다.

산업생태계에는 기업들의 생존과 소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성장통을 겪

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성장통에 빠지지 않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부 인프라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

책은 자생적이든 비자생적이든 투자, 혁신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의 방법론

기업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은 크게 내부 개발 역량에 의존하

는 내적/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 방식과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

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외적/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방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내적/유기적 성장이란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기반

으로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을 확대하는 성장 방안이다. 기존 기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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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일치하고 기업문화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

나, 영업기반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유능한 인력 및 기술 확보가 

곤란하며, 기존 경쟁업체와의 마찰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외적/비유기적 성장이란 외부의 기술, 마케팅 채널, 인적자원 등 다양

한 경영자원을 M&A 등을 통해 확보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로 확장하

거나 기존 기능을 보강하는 성장 방안이다. 이는 사업 준비 기간이 단축

되고 인력, 기술 및 경험의 확보에 용이하며 상품, 브랜드 및 영업망 확

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인수 자금의 일시 소요, 기업문

화의 이질성, 가격 산정 및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술의 빠른 진보로 인해 자체적인 R&D 개발만으로는 한계

에 직면하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기술 등 자산Asset을 적극적으로 인수하

는 비유기적 성장전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

들은 IT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아이

디어 및 기술을 찾아내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신생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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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

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 주요 7개 기업이 2016년 상반기에만 47개사

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BM과 구글은 2016년 상반기에 각각 

12개, 9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가장 활발히 M&A를 추진하였다. 

2016년 상반기 가장 많은 기업을 인수한 IBM은 Blue Wolf Group(클

라우드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솔루션 제공), O3 SYSTEMS(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 등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EZ Legacy(

앱 개발 플랫폼 서비스), Optevia(공공기관 CRM), C ecx.io(디지털 마케팅 솔루

션), Aperto AG(고객 디지털화 전략), UStream(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12개 

기업을 인수하였다.

인도로 시장을 확대하는 아마존도 눈에 띈다. EMVANTAGE Pay-

ments(인도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 개발), Mywash Technologies(인도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2개의 인도 기업을 비롯하여 6개 기업을 인수하였다.

구글은 Anvato(클라우드 컴퓨팅), Moodstocks SARL(비쥬얼 리서치기술), 

Prosperent(온라인 마케팅), Volob Tech(3D visualization) 등 9개 기업을 인

수하였으며 MS와 인텔은 각 7개, 6개 기업을 인수하며 기존 서비스를 강

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양한 성장전략과 사례

삼성경제연구소는 외적/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 방식인 M&A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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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통합범위, 전략방향, 인수목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평적 확

장형,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형, 경쟁역량 보강형, 전후방 통합형, 신사업 

진출형의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수평적 확장형
    (Horizontal Extension)

⑤ 신사업 진출형
    (New Business Extension)

④ 전후방 통합형
    (Vertical Extension)

비관련산업동종산업비관련산업

②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형
    (Product Extension)

③ 경쟁역량 보강형
    (Competency Reinforcement)
③ 경쟁역량 보강형
    (Competency Reinforcement)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수평적 확장형Horizontal Expansion은 동일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을 M&A하

여 시장점유율 및 규모의 확대, 산업통합Consolidation 및 신규지역 진출 등

을 지향하는 유형이다. 새로운 기회의 탐색보다는 효율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확장전략으로 M&A를 통한 비용시너지 확보가 핵심이다.

전북은행은 2016년 8월 ‘전북은행-아프로서비스그룹 컨소시엄’을 통

해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

을 체결하였다. 은행의 경우 영업사무소에서 지점을 거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은 현지 영업망 및 고객기반을 처음부터 쌓아야 하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영업망 및 고객기반을 구축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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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형Product Expansion은 M&A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

고 있는 고객접점, 기술역량 등에 적합한 신규 제품 라인업을 추가함으

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

리오를 기반으로 제품 간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고객접점을 활용해 

교차판매Cross selling, 추가판매Up selling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범위의 

경제’를 달성해 기술역량, 생산시설 등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

으로써 기업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롯데그룹은 2015년 삼성SDI의 케미칼 사업 부문과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과거 롯데케미칼은 주로 회사의 외형을 

키워왔지만 범용 제품 위주의 사업구조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구

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인수하는 화학 계열사들

이 전자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이루고 있어, 이번 인수로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제품군의 수직계열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쟁역량 보강형Competency reinforcement은 기술, 브랜드, 생산역량 등 가

치사슬을 구성하는 활동 및 요소의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역량을 보

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성장전략이다. 신기술이 폭넓게, 그리고 짧

은 주기로 빈번하게 개발되는 산업에서 유용한 전략이다. 기술역량의 

확보로 기존제품의 가치 제고, 신제품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의 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구글, 애플 등 대기업은 그 자체가 벤처캐피탈이다. 애플이 기

술을 보강하기 위해 신생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많다. ‘아이폰4’의 HDR 

사진 자동보정 기술도 영국의 신생기업 임센스Imsense를 인수해 적용한 

것이다. 아이패드와 아이폰4의 핵심 부품인 ‘A4 프로세서’도 미국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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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트린서티Intrinsity를 인수해 완성한 것이다. 애플은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신생 기업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인수했다. 

인력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알려진 구글도 

예외가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만, 부족한 기술은 신

생 기업 인수를 통해 확보한다. 안드로이드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OS도 신생 기업 안드로이드Android를 인수해 완성한 것 

이다.

전후방 통합형Vertical Extension은 가치사슬 상 전방, 후방에 위치하는 활

동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M&A로서 전방통합, 후방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이란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그 밖의 경제적 과정을 

단일 기업의 내부에 통합함을 의미한다.

유통업체로 시작한 일본의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는 

1990년 중국에 생산기지를 만들면서 기획에서 생산까지 직접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 체제, 즉 SPA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니클로의 수직적 

통합은 ‘make’형, 즉 자체공장 체제가 아니라 ‘파트너’형인 전략적 제휴 

체제로 볼 수 있다. 유니클로는 생산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을 중심으

로 약 70개사의 파트너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장기간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대량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자라Zara는 스페인에 기반을 둔 인디텍스Inditex 그룹의 간판 패션의류 

브랜드다. 자라는 ‘디자인-생산과정-유통’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였

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과 생산과정의 수직적 통합은 인디텍스 사업모

델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의 하나다. 생산 과정의 수직계열

화는 빠르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인디텍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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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절반 정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 그외 다른 인접 유럽국

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1,200여개의 납품업체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신사업 진출형New Business Extension은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나 성숙기 

도래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의 생존전략이자 신수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변혁형transformative 성장전략이다. 과거 호황기에 선호되었던 유형으

로 기업 및 산업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경쟁기반을 바꾸는 것이 주

요 전략이다. 단, 다른 유형의 성장전략에 비해 실패 확률이 높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이후 신사업 확보를 위하여 M&A를 비롯한 외부 

투자에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사물인

터넷IoT, 헬스케어, 모바일 결제,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가상현실, 빅데

이터, 보안 등 다양하다. 특히 2016년 11월에는 미국의 전장(전자장치)

전문기업인 하만Harman을 전격적으로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국내 Out-

bound M&A 사상 최대규모인 80억달러였다. 

하만의 매출은 65% 이상 전장사업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보안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글로벌 선두기업이다. 반도

체,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통해 정

보기술과 자동차를 결합하는 전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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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성장을 위한 경영자의 중요성

경영자는 모든 기업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존재이다. 기업의 

내·외부적인 요소가 아무리 우호적인 상황이더라도 리더가 이를 잘 활

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

이 성장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라면 먼저 남들의 생각, 고정관념, 기

존의 경쟁방식에 갇혀 기업이 가진 고유의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존 핵심사업의 역할은 끝난 것인지’, ‘그렇다

면 어떻게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인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의 

내적 요소는 무엇인지’, ‘성장을 위해서 경영자는 어떤 개인적 역량과 자

세를 갖춰야할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기업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성장 방향 잡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나

름대로의 가정과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경영자는 기업 환경과 관련된 변화가 중요한 신호인지 아니

면 무의미한 표식인지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변화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를 구분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미래

의 기회를 어떻게 통찰력 있게 발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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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에서 트렌드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상한다. 과거에 의지하여 미래의 기회를 예측하

는 것이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가 미

래를 예상하는 좋은 방향성이 되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연속적으로 이

어지고,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자가소유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이 세계 최대의 숙박 기업이 된 ‘에어

비앤비Airbnb’의 경우 사업초기 투자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과거에

도 이미 비슷한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숙박공유 사업을 시작한 신생 기

업들이 있었으나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후 장기불황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유의 경제

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는 ‘에어비

앤비’의 성공을 불러오게 되었다. 만약 ‘에어비앤비’의 창업자가 과거의 

정보에만 의지하여 미래를 예측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

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기회를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업의 현재

와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 ‘잘 하지 못할 것’이나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불투명’

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사업의 정리를 통해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

여야 한다. 

2014년 5월 지멘스는 ‘지멘스 비전 2020’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전

력화, 자동화, 디지털화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에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월에는 가전 사업부 매각과 함께 미국 

에너지 장비업체인 ‘드레서랜드’ 인수를, 12월에는 ‘롤스로이스 에너지’

, 항공기전용 가스터빈 및 컴프레서 사업 인수를 발표했다. 이러한 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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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멘스가 끊임없는 사업재편으로 선택과 집

중을 체화한 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멘스는 과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Long-term Lifecycle를 키

워드로 지속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해왔다. 지멘스의 비

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신사업 기회와 미래 기술 발굴의 바탕

에는 2001년부터 운영 중인 ‘Picture of the FuturePoF’라는 미래 연구 프

로그램이 자리잡고 있다. 

지멘스의 ‘Picture of the Future’ 수립 프로세스

지멘스 각 사업영역·
사업부 시나리오

주요 요소·동인·
메가트렌드

보건/의료

Extrapolation
(로드뱁 기반)

사회

인구변화

기술발전

경제

도시화

환경

기후변화

정치/규제

사업계획

전략

고객

경쟁

자원

역량

현재사업
•제품
•기술
•소비자 수요

Retropolation
(로드뱁 기반)

•신제품
•신기술
•신소비자 수요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시나리오
(미래상)

Healthcare Infra
Healthcare IT
Medical Imaging
Therapy System

인더스트리
Automation/Building
Technologies/
Drive Technology/
Lighting(OSRAM)/Mobility

에너지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Power
Distribution/Cpmpression,
Expansion & Ventilation/
Mechanical Drives/
Services

전략적 비전

Extrapolation과
Retropolation을

결합

지멘스의 PoF에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세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성공 경험 및 지식이라는 선입견에 기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로지 자

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

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을 간과하거나 인지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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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변화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신중을 기

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기업들은 잘나가는 상

황에 익숙해지거나 위협의 대상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집중하고 

있다. 

  성장을 위한 자기 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는 전략의 본질을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과 더불

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버릴지에 대한 ‘버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이 파파산Jay Papasan의 ‘원씽One Thing’이라는 책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딱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파고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일을 완벽히 잘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지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되기 때문

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기업은 

어떤 ‘정체성’과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시장

이나 고객들은 이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기업이 차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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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자기가 누구이며, 어

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아는 기업은 일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샤오미는 휴대폰 관련 제품을 넘어서 모바일/IT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체중계, 스마트 

러닝화, 미밴드, 스마트램프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하고 있다. 샤오

미에서 출시된 일련의 제품들은 방향이나 중심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샤오미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바로 ’모바일-인터

넷 기업’이다. 

샤오미는 출시된 수많은 ‘Smart Things’를 연결시킬 운영체제OS와 플

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각 제품에서 발생한 데이터

를 연결해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샤오미가 가지

는 차별성인 것이다. 샤오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들이 출시한 제품

을 통한 연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정체되고 

있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 사업자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스마트폰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현재 시점에 맞게 고객에게 줄 수 있

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함에 따라 끊임없는 성장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인 것이다.

사과 모양, 복숭아 모양, 깨진 달걀 모양의 화장품 용기로 유명한 ‘토

니모리’도 새로운 핵심역량 확장의 좋은 예이다. 토니모리의 모회사인 

태성산업은 원래 화장품 기업의 주문에 따라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었다. ‘토니모리’의 경영자는 기존 화장품 기업들의 획일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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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형태의 용기 주문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고 독특하고 개성있는 

화장품 용기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화장품 용기의 차

별화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양질의 내용물만 추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이다.

다양한 용기 모양을 선보이는 토니모리

처음에는 개성 있는 화장품 용기가 신기해서 구입한 소비자들이 다음

에는 품질이 좋아서 다시 사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용기에 들어 있는 

토니모리 화장품도 구매하는 선순환이 벌어지면서 매출이 급속도로 성

장하게 되었다.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

를 차린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영자가 기업의 핵

심역량이 새로운 고객의 니즈와 부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과감

하게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원동력,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성장통을 겪고 어려움에 빠진다. 이럴 때일수록 경

영자가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

하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핵심역량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을 과소,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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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무심코 지나쳐왔던 숨겨진 핵심역량이 없는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탈바꿈할만한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

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성장을 위한 경영자 자질

한 기업의 리더가 되려면 과감히 앞으로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용기 있는 태도로 기업을 이

끌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나

아가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적극성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누구도 

경영자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게 되므로 기업의 성장을 동기화할 수 있

는 열정은 경영자 스스로가 발생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열정을 갖출 수 있는 여유와 용기를 찾는 일은 쉽

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일상적인 경영에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들

은 많은 것들을 경영자에게 요구한다. 이처럼 일상의 습관이 되어버린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새로운 열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경영은 큰 강물의 흐름에서 헤엄치는 것에 종종 비유되곤 한

다. 강 건너편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뛰어들지만 크고 작은 일에 에너

지를 소비하고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데 편안함을 느껴 떠내려가는 

일이 많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류를 목표로 삼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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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정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새

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가짐으로써 열정을 

꺼트리지 않고 잘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이를 만족하고 멈춰서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 스스로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는 성장을 위한 자신의 열정과 함께 전체 조직의 열정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연히 기업은 경영자 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조직원들로 구성된 집단을 통해 함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조직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매우 중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만족Satisfaction을 

넘어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 기꺼이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 및 능력을 가

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En-

gagement’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에 몰입된 직원은 조직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리더 및 동

료와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조직의 자원과 프로세스, 가치

를 항상 생각하게 되고, 조직의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갖게 되어 조직의 성

과를 높이게 된다. 실제로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Towers Watson’이 91

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원몰입도와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 연

구 결과, 몰입도가 높은 기업은 재무적 측면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는 반

면, 몰입도가 낮은 기업은 뚜렷한 성과 하락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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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s Watson의 12개월 글로벌 연구결과

(50개 글로벌 기업, 664,000명 임직원 참여)

직원몰입도가 높은 기업

19.2

-32.7

12-Month Change in
Operating Incom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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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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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직원몰입도가 낮은 기업

13.7

-3.8

12-Month net
Income Growth Rate

27.8

-11.2

12-Month EPS
Growth Rate

Towers Watson의 3년 글로벌 연구결과

(41개 글로벌 기업, 360,000명 임직원 참여)

직원몰입도가 높은 기업

3.74

-2.01

Operating Margin

5%

3%

1%

-1%

-3%

-5%

직원몰입도가 낮은 기업

2.06

-1.38

Net Profit Margin

이렇듯 조직에 대한 몰입이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기업 구성원들의 몰입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Towers Wat-

son’에서 조사한 ‘2012 글로벌 인적자원 연구The 2012 Global Workforce Study’에

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84%는 자신의 조직에 지속성 있게 몰입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권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지역은 직원의 

50% 이상이 자신의 조직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지속적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손꼽혔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 직원들이 경영자의 리더십

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이는 글로벌 최저 수준이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2개 고성장 국가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바로 경영자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승패

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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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직원들의 지속적 몰입을 위한 핵심 동인

순위 인재 확보 인재 유지 지속적 몰입

1 고용 안정성 경쟁력 있는 급여 리더십

2 경쟁력 있는 급여 업무 스트레스 조직목표

3 편리한 근무 위치 경력개발 기회 스트레스, 일/생활 균형

4 좋은 직장으로서의 평판 직속상사와의 관계 직속상사

5
의료/건강 관련 

복리후생 수준
퇴직연금 급여

경영자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조직원들에게 ‘어

떻게 공감을 얻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경영자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전체 구성원들에게 기업의 목표와 그에 다가설 수 있는 용기

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 

‘테리 피어스Terry Pearce’는 ‘세계 최고의 리더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

게 다가가는가?’에서 이를 프랑스어인 ‘에꾸떼Ecouter’와 ‘앙땅드르Entendre’

를 들어 차이를 설명한다. 둘 다 ‘듣다’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에꾸떼’

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여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포착

하는 것을 의미하고, ‘앙땅드르’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단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전제로 

되어 있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서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어 조

직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목표와 핵심가치의 단순한 전달만으

로는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충분하지 않다. 목표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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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성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충

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원을 변화시키고 조직에 몰입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몰입을 통해 조직원의 개인적인 삶과 조직에서의 일상이 서

로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며, 조직이 정한 목표로 전진시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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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M&A가 최선의 선택인가?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글로벌 M&A 시장

글로벌 M&A 시장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6

년 글로벌 M&A 거래금액은 약 4.4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거래건수 기

준으로는 28,63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M&A 시장은 

거대해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글로벌 M&A 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것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

지면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 효율화 목적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M&A 관련 금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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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담이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

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금리에 의존했던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M&A는 오히려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M&A를 

통한 사업재편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M&A는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M&A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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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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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거래건수

2015년 2016년

(단위: 십억 달러, 건)

자료 : Bloomberg, 2016

국내 M&A 시장

2016년 국내 M&A 시장 규모는 약 570억 달러,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584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감소한 추세인데 그 원인으로는 정

부주도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진행과정에 있으며, 하반기 정치적 불확

실성에 따른 대기업 주도의 M&A가 감소되고, 사모펀드 역시 경기 악화

에 따라 관망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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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국내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작년 해외 아웃바운드

Outbound M&A 거래 규모와 건수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M&A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

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주력사업의 성장 동력 감소 

및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서의 M&A가 사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과 맞물려 활발해지기 시작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투자 대비 M&A에 대한 선호도 상승과 창업

주들의 은퇴·상속 과정에서 기업 매물이 증가하는 것도 국내 M&A 시

장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사업 다각화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M&A는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국내 M&A 시장은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M&A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전략 수단으로 M&A

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M&A 추진을 고려하는 기업

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M&A를 활발히 추진하는 이유는 각 기업이 처한 전략,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여러 동기가 복합되어 존재할 수

도 있으며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경영학자 조셉 바우어Joseph L. Bower는 기업이 M&A를 추진하는 이유를 

다음의 5가지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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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공급 과잉 해소(As a tool to reduce industry capacity)

•세분된 시장의 통합(Consolidate)

• 상품 또는 시장의 획득(As a means of gaining product or market 

extension)

•R&D 역량의 확보(Acquiring R&D)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Tool to build a new industry)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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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의 중소벤처기업들은 M&A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를 가장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시너지 창출,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간 단축, 규모의 경제 및 시장지배력 확대 순의 이유로 M&A를 추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M&A 추진 이유

기업가치증대
31%

시너지 창출
30%

신규시장 진출 위한
시간 단축

14%

규모의 경제 및
시장지배력 확대

16%

사업정리
1%

기타 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역량 강화

를 위한 수단으로 M&A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M&A를 추

진하였던 회사들 대부분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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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M&A 시장이다. 실제로 M&A 시장은 의외로 실패 확률이 높은 시

장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M&A가 기업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경영 전략이

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큰 게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무조건 M&A를 신봉하거나 

마치 M&A가 황금알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결국 M&A는 유용한 전략 경영 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반

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M&A는 무엇인가?

성장전략으로서 M&A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타 대안들을 비교, 검

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M&A가 무엇이고 M&A를 실행하는데 관계되는 

집단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M&A의 정의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줄임말로 기업의 합병과 인수를 

의미한다.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고, 인수는 특정 기업의 옛 지분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발행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합병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비전이나 가치, 구성원 등의 변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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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는 인수기업과 인수 대상 기업이 나중에도 독립된 두 개의 기업으

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 대상 기업의 구성원이나 전략, 계획 등

이 반드시 교체될 필요는 없다.

최근에는 M&A가 합병, 인수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

휴, 합작, 영업 및 자산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다양한 M&A 유형들에 대해서는 제

6장 ‘다양한 M&A 유형’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M&A는 누가 하는가?

M&A는 일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거래하는 것이다. 

기업은 일정 형태가 갖춰진 자산과는 다르게 법적 실체(법인격)로서 거래

를 위한 과정이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M&A 시장에는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

M&A 시장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가장 중요한 시장 참여자로 매

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M&A 중개기관, 

M&A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또한, M&A 전략의 설계 및 수행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회계법인, 법무

법인, IB, 증권회사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M&A 진행 과정에서 회계, 법

률, 조세, 금융 등 여러 전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M&A 당사자들이 자

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도 도와준다.

M&A 대상기업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도 M&A의 직·간접적인 영향

을 받게 되므로 시장참여자가 되며, 이외 M&A 시장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기관, 세무서, 일반 개인들도 시장참여자로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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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 스스로 M&A에 적극 나

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인수나 매각을 위한 정보력이 

부족하여 M&A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진행을 하더라도 실패하는 사

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

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를 설립하

여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M&A 거래정보망에서는 중개기관 및 M&A 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에게 M&A 

전문 교육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소

벤처기업의 M&A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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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M&A의 대안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 시 M&A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기우이다. 따라서 M&A

를 추진하기 전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각 대안들 중

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을 권한다. 

경영학자 로렌스 카프론과 윌 미첼Lawrence Capron & Will Mitchell에 따르면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은 내적/유기적 성장, 전략적 제휴 및 M&A로 구

분된다. 내적/유기적 성장은 기업이 자신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뜻하고, 전략적 제휴는 외부 역량을 빌려오는 전략을 의미하며, M&A는 

외부 역량을 매수하는 전략이다. 

기업이 성장 전략을 수립할 때 M&A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회사 

내부의 자원보유 정도, 외부 자원의 활용가능성, 타 업체와의 관계형성 

정도, 인수 대상 기업과의 통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대안들 사이에

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내적/유기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성장이 느려지고, 파트너에

게만 의존하는 경우 전략적 자립도가 낮아지며, M&A를 과도하게 추진 

시 조직 통합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성장수단을 다변화하는 기업은 M&A에만 의존하여 성장하려는 기업

에 비해 5년 이상 사업을 존속하는 비율이 26% 높다는 연구결과는 M&A 

추진에 앞서 기업승계, 기업매각, 신규설립, IPO, 합작, 제휴 등의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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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승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하며 장수하는 기업과는 달리 그 기업을 운

영하는 경영자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중소·중

견기업이 그 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

우에는 2대, 3대에 걸쳐서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리고 이렇

게 승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잘 이루어진 기업은 당연하게도 장수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의 방법을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

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87.1%가 승계 의향이 있으나 그중 절반가량인 44.6%는 별다

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오(없다)

예(있다) 별다른 후계자
양성계획이 없다

현재 승계과정
진행 중이다 현재 계획

수립 중이다

44.6%

35.9%
19.5%12.9%

87.1%

가업승계

의향

가업승계

진행정도

자료 : 2007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중소기업연구원

사전준비 없이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막대한 

상속·증여세 등으로 기업의 존속자체가 위협을 받거나, 후계자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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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준비하라

최소 3~5년 이상의 중장기 plan이 필요하다. Master plan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update가 필요하다(조세, 법률, 상황 변화에 대응 필요).

2
자녀승계만이 답이 아니다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승계를 고집하지 말고,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며,
이를 영속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자금출처를 마련하라

상속증여세액 부담 재원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자.

4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자

사전증여시 자금출처 마련, 향후 상속세 절세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세무상이나 법률 이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라

조세 및 각종 법률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6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라

가업승계의 Royal road는 없으므로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활용하자.
신규사업진출이나 기업의 구조변경,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에 맞는 방법을 정해서 추진하자. 

일반적으로 기업승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현황파악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

한 관점에서 기업을 둘러싼 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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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황 파악
회사의 수익성, 장래성, 비전 등에 대한 검토

영속 기업화가 가능한가?

본인 및 가족의

현황 파악

언제쯤 퇴임할지? 자녀는 승계에 관심이 있는지와 능력이 있는지?

본인 및 가족의 자산·부채 현황 파악

향후 후계구도 및 승계방안, 이에 따른 부담세액 등 추정

후계자 후보

후계자의 능력, 적성(기존 기업을 이끌어갈 리더십, 추진력, 인내력, 유연

성, 의사소통 능력 등)과 나이, 경력, 회사경영에 대한 의욕, 기존 주주들

과의 융화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

(2) 승계유형 결정

경영자는 현황파악을 통해 소유권을 승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야 한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나 전문경영인에게 승계할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배우자 승계 :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자녀 단독 승계 : 자녀 1인에게 회사를 전부 승계시켜 주는 경우

 •자녀 분할 승계 : 대부분의 그룹사 사례

 •자녀 공동 승계 : 형제끼리 경영권을 공동으로 승계

 •  전문경영인에 의한 승계 : 회사는 전문경영인이 승계하고, 자녀는 

지분만 승계 받는 경우, 자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전문경영인으로 승계하는 경우, 지분은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회

사는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ex. 유한양행 등)

 •  EXIT매도 또는 청산 : 자녀가 승계에 관심이 없는 경우 회사를 매도

하고,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사업의 장래성이 없는 경우



성장전략으로서의

M&A 활용 67

(3) 후계자 선정

기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계자를 누구로 할 지 이다. 독일

이나 미국의 장수기업의 경우 자녀간의 분할 승계보다는 자녀 간 공동

으로 기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후계자의 선정 및 검증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후계자의 선정 후 일정기간 교육에 들어가는데,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서 창업주로부터 일대일식 혹독한 경영수업을 받던 과거와는 달리 국내 

대학 졸업 후 해외 MBA를 취득하여 다른 기업(외국계, 컨설팅사, 금융기관, 

회계법인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하여 경영수업

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소유권 및 경영권 이전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선대가 지배했던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이전한다. 이 때 발생하

는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는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므

로 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시각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하다. 또한 후계자 교육을 통해 경영권을 이전받는데 경영수업을 받는 

동안 이전시기,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업매도

기업을 매도하는 상대방이 있어 M&A가 발생한다. 기업을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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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창업 후 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큰 기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에는 경영자 2세가 

기존 기업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매도하

기도 한다.

기업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매수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

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전문가

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을 인수할 때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이다.

기업을 매도하는 측은 평생을 노력하여 기업을 일궈왔을 뿐 매도하는 

경험은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기업을 인수한 경험이 있

는 매수자 측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조언자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거래 전반에 걸쳐 불리한 거래조

건으로 M&A가 진행이 되거나, 원칙 없는 진행으로 결과적으로 M&A가 

무산되게 된다. 

또한, 매수자와 달리 매도자의 경우에는 기업을 매도할 계획이나 사

실을 대내·외적으로 철저히 함구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 임직원

들이 기업의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

고 동요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가장 잘 알

고 있는 내부 인력을 M&A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기업을 매도한다는 비

밀을 유지하면서 신뢰성 있는 잠재 인수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다. 기

업의 경영진이 전면에 나서서 잠재 인수자를 물색할 경우, 좁은 M&A 업

계에 금방 소문이 퍼져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업을 매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매도측이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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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을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영자는 그 어느 때보

다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양한 M&A의 대안

(1) 신규설립(Green field Investment)

신규설립Green field Investment, 그린필드투자은 M&A의 반대개념으로 기업이 

토지부터 직접 매입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이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투자를 받는 국가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입장

에서는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브라운필드투자Brown field Investment, 

즉 M&A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M&A를 통해 시장진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전혀 없는 블루오션에 속한 사업을 하려는 경

우에는 특별히 M&A를 위한 대상기업이 없으므로 신규설립이 적합하다.

반면에 M&A는 초기 설립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력 및 생산라인 등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 후 조기에 정상조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A는 시장에 기 투입된 해외기술, 판매망 확보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기회와 성장 동력을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마련 

가능하다. 

신규설립과 M&A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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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설립(그린필드) M&A(인수합병)

장점

•사업입지 선정 계획의 융통성

•현지인들과 조화가 용이함

•투자금액 결정의 융통성

•기업통제 용이

•사업 착수까지 시간 단축

•기존 인력, 기술, 경영노하우 흡수

•상품, 브랜드, 유통망 확보

•시너지 효과 추구

단점

•브랜드 및 영업기반 구축에 장기간 소요

•능력 있는 인력 채용 곤란

•투자의 안정성 결여

•기존 업체와의 마찰 야기

•막대한 인수자금 필요

•기존의 부실 문제점 존재

•이질적 문화와 조기적응 어려움

•인수가격 산정 곤란

•절차의 복잡성

자료 : 2014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 KOTRA

전 세계 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신규설립 대신 M&A를 선택한 이유

와 동기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여 보는 것도 성장전략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Green field 대신 M&A를 선택한 이유

Most important

Second most important

빠른 시
장 진

입

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완화된 규
제장벽

시장성숙도

증명된 비
즈니스모델 활

용

자금조달의 용
이성

관리감독의 어
려움



성장전략으로서의

M&A 활용 71

해외 M&A의 추진동기 top five

고객접근성

지적재산

산업재산

천연자원

인적자원

34%

25%

21%

12%

8%

자료 : Financial Times Group FT Remark

(2) IPO(Initial Public Offering : 주식공개상장)

IPO는 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

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

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최근 벤처기업의 주식 공개가 늘어나면서 IPO가 투자 회수 측면의 수

단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IPO는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사업성과 실적을 평가받고 증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후 수년 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벤처기업의 속성상 초기에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주식시장에서 검증 받은 뒤 자금을 조달받아 본격적으

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IPO를 통해 공모한 주식은 시장성과 유통성이 확보되어야만 일반 투

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때문에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공개 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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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코넥스시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 기업 공개의 장점

①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②   상장 법인은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조사 자료가 공시를 통해 증권 관계기관의 홍보 매

체, 신문, TV 등 매스컴에 의하여 국내외에 전달되므로 기업의 PR효과와 공신력이 크

게 향상된다.

③ 경영합리화 도모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④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⑤   공개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립 초기나 비상장 단계에서 

보유한 주식의 시장매매를 통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진다.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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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소가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향후 IPO 시장은 더욱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지분의 보호예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

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법인의 상장이 가능해지고, 사모펀

드PEF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IPO도 늘어날 전망이며 코스닥시장의 벤

처·기술성장기업 진입, 코넥스시장 및 SPAC 활성화에 따라 상장건수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IPO가 자금조달 외에 지배구조 개편, 기관투자자 

자금회수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시장활성화 정

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자본재편(Recapitalization)

자본재편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부채가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식으로 바뀌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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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

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

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

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이를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

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

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

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

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출자전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드뱅크 및 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은 

지분율 약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주식을 기업이 우선적으로 되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적대적 M&A의 방어방법으로도 자본재편은 적절하게 활용되는 

전략이다. 방어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부채 차입을 통한 자본재편은 기

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켜 매수자에게 대상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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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작(Joint Venture)

합작 투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 구성체를 의미하며, 중대한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

사결정에 당사자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

전체 참여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합작 회사의 경영을 분담

한다. 자본·기술 등 상대방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합작은 상호이익적 투자방식이다. 

합작 투자방식이 선호되는 경우는 첫째, 현지 정부의 제한 때문에 단

독투자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원료 및 자원의 입수가 현지진

출을 위한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 및 자원을 현지파트

너가 생산하고 있는 경우, 셋째, 집중적인 현지 마케팅 노력이 필요한 경

우, 넷째, 해외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 및 경영능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섯째, 해외사업경험이나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기업은 합작 투자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의 축소, 규모의 경제 

및 경영합리화 달성, 상호보완적인 기술 및 특허 활용, 경쟁 완화,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투자 또는 무역장벽 극복 등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5) 분리매각(Sell off)

분리매각은 기업의 전체를 매각하는 M&A와 달리 사업부문, 주요자

산 등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한 매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부 사업 

부문만을 떼어 내어 매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리매각은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통해 의사결정상의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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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경영관리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각 사업부문의 특수성에 맞

게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주력사업 및 한계사업을 정리하여 회사 자원 및 인력을 재배

치하고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분리매각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신규 사업에 대한 위험 분산, 회계 및 세무 상의 이득, 독점규제 우회 등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동안 분리매각이 주로 주변사업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으나, 향후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춘 신규 유망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성

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 & Leaseback)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선박, 설비 등

의 자산을 리스회사나 임대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계약이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사용하는 형태의 거래이며, 기업이 기존 자산을 이용하

여 발생하는 수익의 규모가 리스료나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거래가 이뤄지면 매각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채 상환

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기도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우선매수

권을 가질 수도 있다. 반면 매입자는 임차인 모집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향후 자산가치가 오를 경우에는 시세차

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7) 자산유동화(Liquidation)

자산유동화는 기업의 미수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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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

미한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

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자산

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

이 있는 반면 유동화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양도와 관련한 법적리

스크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M&A

를 추진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유용성을 최대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공격적으로 M&A를 추

진하다가 실패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

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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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M&A 성공으로 가는 길

  준비 없는 M&A는 실패로 연결된다.

기업의 성장전략에 있어 M&A가 만사형통이며, 무조건 성공할 것이

라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국내외 기업들은 성장 및 경영전

략의 한 방법으로 M&A를 많이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M&A가 실패하

는 경우도 많이 목격된다.

과거 M&A 사례를 살펴보아도 주주가치 증대에 실패한 경우,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이 저조한 경우, 비용 시너지 달성에 실패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2001년 미국 거대기업인 휴렛팩커드와 컴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

중시킨 가운데 합병에 성공하였지만 수년 후 합병법인의 CEO였던 칼리 피

오리나는 주주들로부터 합병법인의 주식가치 하락,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해임되게 되

었다.

그리고 2011년 영국 정보분석업체 오토노미를 111억 달러에 인수한 레이먼드 레인 회장 

역시 인수회사의 재무적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듬해 상각 처리로 88억 달러

의 큰 손실을 발생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결국 휴렛팩커드는 M&A 실패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5년 두 개의 회사로 분사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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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M&A에 실패하는가?

M&A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M&A 추진 단계별로 다양한 실패 원인

들이 존재한다. M&A를 추진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미리 일반적인 M&A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각 기업특성에 맞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M&A 



78 M & A
ESSENCE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전 M&A 단계에서는 대상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시너지의 

과대평가, 실사 및 가치 평가의 미흡 등이 있다.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

에서는 과도한 인수 가격 지불 및 가격 협상 실패, 비밀 유지 실패, M&A 

성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이 M&A를 실패한 원인이다. 사후 통합 단계

에서는 기업문화 및 제도 통합 실패, 사후 통합 전략 수립 미흡 및 통합 

작업 부실, 핵심 인력 유지 실패 등이 주요 M&A 실패 요소이다.

(1) 사전 M&A 단계에서의 실패

M&A는 진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

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M&A 추진을 결정하기 전에 치밀한 사전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 단계에서 M&A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

을 들 수 있다.

◈ 사전 M&A 단계에서 주요 실패원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시너지의 과대평가

•실사 및 가치평가의 어려움

•분명치 않거나 허황된 M&A 목적

•잘못된 대상 기업의 선정

•적절한 자문사 또는 외부전문가 미선정

•시장 및 외부환경의 변화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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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전 단계에서 M&A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명확한 M&A 목

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인수대상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수

대상회사와의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미래 비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협상 및 계약체결단계의 실패

사전 평가를 통해 산정한 가치Value와 실제로 거래된 가격Price은 대부

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

듯 M&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거래협상 단계이다. 다른 모든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고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가 결렬되면 M&A는 

성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M&A는 협상 및 계약체결단계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인해 

실패를 겪게 된다.

◈ 협상 및 계약체결단계에서 주요 실패원인

•과도한 인수가격 지불 및 가격협상 실패

•비밀유지 실패

•M&A 성사에 대한 집착

•과다 차입을 통한 인수

•협상 기간 단축 실패 

•사전에 결정된 기준을 미준수

•협상 컨트롤 타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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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통합 단계에서의 실패

에이티커니는 M&A를 경험한 기업 CEO를 대상으로 M&A 과정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단계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는 사전 M&A 단계가 30%, 협상 및 계약체결단계가 17%, 사후통합단계

Post merger integration가 53%로 나타났다.

◈ 사후통합 단계에서 주요 실패원인

•기업문화 및 제도 통합 실패

•사후 통합전략 수립 미흡 및 통합작업 부실

•핵심 인력 유지 실패

•노사관계 및 임금 협상 실패

•시너지 활용 미흡 및 비전공유 실패

•법,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및 과도한 행정비용

•통합작업에 따른 실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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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는 비록 M&A 계

약에 성공했지만 통합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사후통

합 단계에서 실패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인수합병기업의 통합비전 준

비 미흡, 통합전략 프로그램 또는 경영진의 노력과 의지 부족 등이 거론 

된다.

그러나 사후통합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배려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통합을 하는 경우

에는 피인수기업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의 가치를 보존시키

려는 인수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력한 지

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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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핵심 성공요소

M&A의 실패확률을 줄이고, M&A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규모나 복잡성, 지역적 특성 등을 특별

히 고려하지 않더라도, M&A를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핵심 성공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거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

M&A 진행이 지연되어 얻어지는 효용은 전혀 없다. 이는 오히려 성장

률 정체, 이익 감소 또는 직원사기와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M&A 이해

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결론을 얻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통합 전략을 명확히 하라.

통합 전략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그 전략은 반드시 

M&A 거래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사되어야 한다. 먼저 통합 전략

이 명확히 정의된 후 제대로 전달되었을 때 우선순위의 파악 및 실행이 

용이해진다.

③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하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이슈가 무엇

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한정된 자원을 이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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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의 “첫날”을 준비하라.

통합의 “첫날”부터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할지 미리 계획하고 구체적

으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통합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라.

M&A 진행 시 고객, 임직원, 투자자, 거래처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

자와 초기단계부터 자주 소통하여야 한다. M&A를 진행하는 명확한 이

유와 주요 일정을 알리고,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들의 이해

를 구해야 한다.

⑥ 리더십을 확립하라.

통합은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⑦ 통합관리를 사업과 연계하라.

큰 규모의 M&A 거래일수록 성공적인 통합은 더욱 힘들어져 자원과 

자금의 시기적절한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M&A의 성공을 보장하는 마법과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

다. 마케팅이나 R&D 등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M&A 역

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모든 거래는 거

래 당시의 나름대로의 전략적 당위성과 논리를 가지고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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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비춰볼 때 대다수의 M&A 성공 사례들은 가치 창출을 중심으

로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적 근거가 수립되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례들의 경우 전략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성공적인 M&A 사례들로 본 5가지 전략적 당위성의 근거는 다

음과 같다.

•피인수기업의 실적 제고

•해당 산업 내 과잉 생산 해소

•제품의 시장진입 가속화

•자체 개발 시보다 신속하게 혹은 저가에 역량과 기술을 획득

•조기에 승자를 발굴해 사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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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추진하려는 전략적 당위성의 근거가 이 중 한 가지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면 M&A를 통해 가치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경영진

은 때로 군소업체 인수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경쟁행위 개선을 위한 

덩치 불리기, 대대적 혁신을 위한 합병, 저점매수 등 보다 다양한 전략적 

당위성에서 M&A의 근거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 가치창출을 가져온 사례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진이

라면 보다 예리한 시각으로 이를 조망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상기

의 5가지 근거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치창출에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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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베인앤컴퍼니의 《M&A 마스터》에 따르면 추진하려는 M&A가 합리적

인 전략적 당위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M&A와 관련한 엄격한 원

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한 답을 사전에 마련하

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잘 합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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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M&A로 진출할 곳을 선택할 때에는 먼저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이

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M&A의 목표가 자신의 핵심 역량 강화

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경쟁 기반을 파악하라.

M&A에 성공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입증된 사업들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M&A

가 되도록 이를 구조화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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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핵심사업을 합리화하라.

각 사업의 경쟁 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사의 상대적 경쟁력과 핵

심역량을 평가한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는 전략적으로 

핵심사업은 남기고, 비핵심사업을 매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③ 잠재적 인수 대상을 파악하라.

최고의 M&A 전략은 기존의 핵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핵심

사업의 범주 내에서 기업 인수나 인접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가능하

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적절한 인수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④ 인수 대상 기업별로 탄탄한 투자 논거를 수립하라.

모든 M&A의 절차는 어떻게 기업에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

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투자 논거라고 한다. 투자 논거는 현 사업

의 수익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대상 사업을 포트폴리

오에 더했을 때 어떠한 추가 가치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과

정이다. 더 쉽게 정의하면 “내가 왜 이 회사를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인수 대상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인수 대상 기업을 우선순위화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기업별로 투자 논거를 수립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야 한다. 이런 전략을 통해 적합한 인수 대상 기업이 매물로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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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매물로 나오기도 전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인수 성공률

을 높이게 된다.

⑥ M&A 규모와 빈도를 조절하라.

M&A에 성공한 기업은 M&A의 평균 규모가 작으며, 끊임없이 M&A를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 M&A에 집중한 기업이 대규모 M&A를 추진한 기

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2)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잠재적 인수 대상 기업을 가시화 하였다면 어떤 대상과 계약을 체결

하고 어떤 대상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

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구

하여야 한다.

① 투자 논거가 유효한가?

M&A를 추진하는 기업이 설득력 있는 투자 논거를 수립하였다고 가

정할 때, 과연 인수 대상 기업이 투자 논거가 가정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가 매우 중요하다. 실사는 투자 논거를 확인하고 개선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② 인수 대상 기업의 독자적 가치는 얼마인가?

M&A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영진은 주로 인수합병 후의 시너지 효과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인수 대상 기업 자체의 가치 평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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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계약 체결 당시 인수를 

위해 지불하는 가격의 대부분은 인수한 후의 가치가 아닌 인수 대상 기

업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③ 시너지의 순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많은 M&A가 실패하는 이유는 M&A의 시너지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M&A의 시너지 효과를 측정할 때 최대한 계

량화해서 평가하여야 하며, 시너지의 규모와 실현 가능한 시기를 현실

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의 순가치를 평가하여 M&A 의

사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어떻게 잘 합칠 것인가?

통합이란 결국 생산적으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대부분

의 통합과정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어

떤 기능을 통합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

을 수반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의사 결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지배 구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라.

인수 기업은 M&A 체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지배 구

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가야 한다. 경영진은 이 과정을 투자 논거

는 물론 실사 과정에서 파악된 시너지나 문화적 이슈 등과 긴밀히 연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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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요한 부분만 통합하되 신속히 통합하라.

한꺼번에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 가장 중요한 부문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③ 기업문화 통합을 경영진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라.

합병 기업의 경영진은 투자 논거에 맞춰 일관성 있게 기업문화를 재정

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문화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구조, 보

상체계, 의사결정체계의 공유 등 시스템적인 부분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④ 통합이 아닌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라.

뛰어난 인수 기업이라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

써 앞서 제시한 성공적인 통합의 세 가지 원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통합으로 이끄는 요소

초기에 적극적으로 문화 통합 문제에 대처함 83%

최우수 인력을 통합 회사의 경영진으로 선발 81%

가치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합 작업 80%

경영진에 의한 적극적인 사내 전파 활동 74%

성공의 척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지속적으로 측정함 70%

딜 체결 이전에 통합계획을 조기에 수립 65%

딜의 전략적 논거에 따라 맞춤화된 접근법 사용 65%

딜 발표 이전에 신규 경영진 구성을 완료함 54%

직원의 대부분이 본연의 사업에 충실함 50%

완벽함을 기하기보다 속도에 주력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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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대로 착오 없이 진행되는 M&A는 많지 않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

로 M&A가 완료된 후에 조직상의 문제, 회사 운영의 마비, 고객 서비스 

문제 등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수립하며 상세한 운영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때 초기 인식 및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심화된다

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합 법인의 손실이 심화되

는 경우 대대적인 운영 개선 및 축소, 유통 전략 개혁, 경쟁방식의 변화 

등 핵심사업을 개선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비핵심사업과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경영진의 교체 및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여 손익 개선을 위한 문제점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통합 실패, 직원 사기 저하, 핵

심 인력의 대량 이탈 등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경우

에는 더 늦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통합 법인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최초 인수한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는 뒤로 하고 손실 비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매

각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사업을 분할하여 따로 매각

한다거나 분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휴나 파트너십을 모색하여 매각 

가치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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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개요

M&A 절차는 M&A 목적, 유형, 당사자인 매도/매수 기업의 성격, 성장

단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등 수많은 요소들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

될 수 있다.

따라서 M&A를 추진함에 있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여

러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M&A의 성공과 실패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 세밀하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

해 전체 과정을 미리 짚어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M&A를 이

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여기서는 M&A 진행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사

전준비, 실행,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거쳐야 할 절차

와 주의하거나 고려해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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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M&A 절차

기업의 M&A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 M&A 대상, 경제 및 산업 여

건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정형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인 M&A 절차를 살펴보면 ⑴ 전략 및 계획 수립 

⑵ 대상의 선정 및 접촉 ⑶ 실사 및 가치평가 ⑷ 설계 및 협상, 계약 ⑸ 

사후 통합 과정이라는 큰 틀로 진행된다.

매수자는 회사의 비전 및 전략에 따라 M&A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M&A 전략을 수립한다. 그 후 시장 조사 및 대상기업 선정을 통해 

M&A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예비협상, 재무실사, 가치평가, 본협

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통합과정까지 이르게 된다.

매도자는 M&A를 통한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자문사 선정 및 준비과

정을 거쳐 매각을 위한 마케팅에 들어가게 되며, 매수자와 동일한 절차

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한눈에 보는 M&A 절차

•명확한 M&A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3장 2절 사전 준비)

회사의
장기전략 수립

Market Study
및 Target 물색

Target 접촉 및
예비 협상

재무실사
및 가치평가

협상 및
본 계약 체결

종결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1. 전략 및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이전부터 준비

•결합기업의 규모, 목적에 따라

통합의 정도와 속도 조절

   (3장 4절 성공의 마무리)

5. 사후 통합 과정

•기업환경 및 문화를 고려한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실사

   (4장 1절 실사)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영업 및 시너지 평가

   (4장 2절 기업가치평가)

3. 실사 및 가치평가

•상호보완적 경영자원과 비슷한 기업문화 및 전략,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을 선정

   (3장 2절 3. 대상을 물색하자)

•M&A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개자료 준비 및 접촉

   (3장 3절 1. 거래 탐색)

2. 대상의 선정 및 접촉

•가장 유리한 거래 및 자금 구조 설계

   (3장 3절 3. 거래구조 결정, 5. 자금 조달)

•Deal Breaker 및 Risk 제거를 위한 지속적 노력

   (3장 3절 4. 협상, 6. 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

4. 설계 및 협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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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사전 준비

  시작 전, 나를 먼저 알자

M&A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이다. M&A 과정에서 매

도자는 최대한 비싸게 기업을 팔려고 하는 반면 매수자는 되도록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이런 하나의 기업에 대한 양측의 관점 차이는 거래를 지

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M&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상호 설명 가능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매

수자는 인수 소요 자금의 규모가 감당할 수준인지 인수 후 경영능력 및 

시너지효과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M&A도 하나의 전쟁과 

같이 전략을 수립할 때 먼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자기 자

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진단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와 차입 여력은 어느 정도인가?

 •회사는 어느 사업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회사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향후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방향은 무엇인가?

 •새로운 인수 대상 기업은 누가 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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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의 경향 및 전반적인 역동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 임직원 및 업무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서

의 장단점, 해결방안 등이 분석되어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

한 결과에 대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검증하고, 자신은 물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기업은 필요한 M&A 목적을 명확

하게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다.

(1) 기업의 비전

기업의 비전이란 기업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뜻한다. 최

고경영자는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설립자 또는 경영진이 설정한 비전은 기업이 존

속해야 할 이유와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정신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맡는다. 기업의 미래 비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

추어야 한다.

 •달성 가능해야 한다.

 •회사의 성장이 회사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직결되어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 비전에 따라 M&A 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M&A

의 목적이 기업의 비전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면 그 M&A는 명분을 잃

어버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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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현황 분석

기업의 전략은 장기적 비전에 기초해 수립된다. 경영전략은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행동방안으로 기업 내·외부에서 끊임없

이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기업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재계획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M&A도 기업의 전체적인 전략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자

신이 경쟁해야하는 시장을 포함하여 기업의 외부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다. 둘째는 자신의 내부 자원이나 상대적 강점을 발견하고, 이들 자원을 

외부환경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SWOT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언제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소위 잘 나가는 시점에는 회사를 매각하는 것

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이 잘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자금 

유치 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기업의 덩치를 키우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장이 

있으면 정체가 있기 마련이다. 성장을 거듭하다 갑작스런 성장 둔화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고육지책으로 기업을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장이 꺾인 기업은 관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가격

에 매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사업의 매각 시기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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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노련한 경영자는 기업이 성장가도에 있을 때 사업 매각을 통

해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인다. M&A에서 타이밍은 가치 창출의 핵심 변수인 것이다.

이는 기업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성공적인 인수자들은 M&A 

최적의 타이밍인 경기 회복기나 산업 내 M&A 물결이 시작하는 시점에 

인수에 나선다. 경기 회복에 앞서 수년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

한 인수 기회를 식별하고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다. 이 시기에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경쟁을 덜해도 된다는 이점

도 있다.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라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불안

정한 시기에 남보다 먼저 움직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

에 경쟁기업보다 먼저 준비한 기업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 M&A를 진행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기억해야할 점은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주들이 기업 매각 시 자신

들의 옵션을 계산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상황은 고려치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을 높이려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전도유망한 

상품 및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도 시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M&A 거래 가격은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상을 물색하자.

이제 M&A를 추진하는 기업은 자신의 현황 및 목적에 맞는 산업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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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상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보

통 M&A 대상 탐색의 과정은 거시적 분석을 통한 대상 산업군 선정, 인

수 대상 기업 선정, 인수 대상 정밀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M&A 대상 선정 절차

(1) 대상 산업군 선정

매수자는 사업계획에 부응하는 대상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에 따라 기업의 M&A 목적과 성장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군을 분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대상 산업군을 선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차 분석> 명백하게 추진할 수 없는 업종 및 사업군

 - 불법 - 공정거래법 위반

 - 규제업종 - 사회 통념상 제한

<2차 분석> 재무성과 부적절

 - 투자규모 - 수익률

 - 성장률 등

<3차 분석> 2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군

 - 국내외 사업환경 - 성장가능성

 - 이미지 부합 여부

<4차 분석> 3차 선정기준 적용

 - 예상 재무성과 및 타당성 분석

 - 사업내용 및 핵심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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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핵심과 연관된 사업 선정: 단순히 시장 매력에 현혹되지 말고 자사 

자원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진출

②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선정: 경쟁사 대비 적어도 30% 이상의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진출하는 것이 필요

③   자사의 역량에 겸허하고, 역량 있는 파트너 선정 필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

진 파트너사를 잘 선택하고, 그들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④   상상력은 펼치되 초점은 좁히는 집중화 전략 필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는 

없으며, 소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⑤   선정된 사업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와 같이 새로운 사업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경영방식을 적용

⑥   기업 관점이 아닌 고객관점에서 사업을 선택: 신규 사업은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⑦   기존 사업과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의 시너지를 추구: 사업 진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를 고려한 사업 진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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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업을 선정하였다면 해당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는 얼마인지, 

향후 매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해당 산업의 시장 지배적 경쟁자

는 누구인지, 그 경쟁자의 시장에서의 위치는 견고한지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수 대상 기업 선정

인수 대상 기업 선정이란 목표 산업군 내에서 M&A에 최고로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뜻한다. 인수 대상 기업 선정의 최우선 기

준은 그 전략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시장점유율의 확대

가 목적이라면 동종업계에서 인수 대상 기업군을 선정하여야 하며, 위

험분산이 목적이라면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는 다른 업종에서 인수 대상 

기업군을 선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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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궁극적 목적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성장이라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인수프리미엄을 최소화하여 

M&A의 효과를 최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인수 대상 기업군 선정의 두 

번째 기준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인수 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은 정형화된 방법이 없으며 잡지, 신문, 

업종전문지, 업종별협회, 기업편람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해 수집할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후보기업의 재무제표

•회사의 연혁, 공장위치 등 개요

•인사 및 노무현황

•생산제품, 특허, 기술수준, 연구개발동향

•경쟁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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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상 기업군의 발굴 및 기초정보 수집에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 기초정보의 입수가 어

려울 경우 직접 해당 후보기업에 접촉하여 비밀유지협약서에 서명한 후 

자료를 입수할 수도 있다.

•후보기업의 홈페이지

•M&A 거래정보망(www.mna.go.kr, M&A 정보검색, 상담 등을 위한 지원센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한 기업 재무정보 조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 재무정보 조회)

•KISLINE(www.kisline.com, 산업 및 기업 재무정보 조회, 유료)

•기술보증기금(www.kibo.co.kr, M&A중개 사이트운영)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투자유치희망기업 조회)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 M&A중개 사이트운영)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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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에는 외부 자문사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매도인이 기업 매

각,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직접 작성한 회사소개서Information Memorandum, 

IM를 이용하기도 한다. 

전체 대상 목록에서 인수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내어 

통상 5~6개 정도로 줄여야 하는데, 이때 검토할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시장성

인수 대상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한다. 대체로 시장성은 시장 규모와 성장성 등으로 파악하는데 세

분화된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파악해야만 한다.

② 경쟁관계

인수 대상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의 경쟁 구도 및 대상 기업이 갖고 있

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현재 경쟁 업체 현황, 시장 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시장 진입 및 퇴출 장벽 등이 있다. 고객 인지도, 서비스망 

구축 등 부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향후 M&A

를 통한 성과 획득이 쉬울 것이다.

③ 고객 유지 가능성

인수 대상 기업의 고객 기반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고

객 유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무엇보

다도 M&A 이후의 변화에도 고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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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 역량

두 기업의 합병 시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자신과 대상 기업의 핵심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사 간에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술과 상호 보완되는 기술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시너

지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⑤ 재무 상태

M&A를 하려는 기업은 대상 기업의 부채 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 상태

를 파악하여야 한다. 재무 상태 파악에 있어서는 우선 과거의 손익계산

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살펴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

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재무 자료를 분석한 후 두 기업이 

결합하였을 경우 직·간접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와 수익 

측면에서는 얼마나 상승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은 인수 가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된다.

⑥ 인수 가치 결정

현재 인수 대상 기업이 M&A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향후 

M&A가 성사되었을 때 현 상태보다 얼마나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적정한 인수 가치는 얼마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⑦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는 특정 브랜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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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초과 수익이다.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는 대상 기업의 유형 자

산뿐만 아니라 브랜드라는 무형의 자산도 기업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 

이다.

⑧ 법적 요소

두 기업 간의 M&A를 실시함에 있어 법적 규제는 없는지, 대상 기업이 

현재 소송 상태에 있거나 기술 협약 등으로 인해 M&A가 불가능하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M&A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외 상법, 세법, 기업회계기준 등의 요소도 고려

해야 한다.

⑨ 기업문화

두 기업 간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

로 문화 차이는 거래 협상이 끝나고 통합 단계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라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 차이가 클 경우 실제 거래 성사 후 통합 

단계에서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상 기업의 선

정에서부터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3) 인수 대상 정밀 분석

인수 대상의 정밀 분석은 해당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규명하는 과정

이다. 이 과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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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 기업 분석

인수 대상 기업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경영활동, 성장

요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장단

점,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가치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M&A 적합성 분석

각종 감독기관의 규제 및 법률적 제약조건, 기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잠재적 인수 대상 기업과의 M&A가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이

때 시장에서의 반응 및 감독기관의 예상반응 그리고 인수 대상 기업의 

조직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다수 기업에서 노

조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조와의 마찰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잠재적 인수 대상 기업의 예상가격을 비교해 보고 M&A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③ M&A 후 효과 분석

M&A가 실행되었을 때, M&A 이후 통합법인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

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경영활동상의 각 측면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따져보고 이런 영향이 기업의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알아

본다. 이전 단계에서 분석한 인수 대상 기업의 개별가치와 인수기업의 

개별가치를 더한 합보다 M&A 이후 기업의 가치가 크다면 일단 긍정적

인 거래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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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이해관계자 사전공감대 형성

M&A는 서로 다른 두 기업의 문화적 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두 기업의 자원, 지식, 업무 방식 등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M&A 성공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두 기업 간의 문화통합이 중요

한데 구성원들 간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M&A에 따른 변

화가 조직에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파벌 형성이나 갈등의 증대, 사

기와 업무 능률의 저하 등을 가져오기 쉽다.

기업이 아무리 훌륭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핵심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할 내부 구성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하지 않

는다면 M&A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M&A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

하다.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

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의 변화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참여시킴으로써 기업 변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

화시켜야 한다.

(2) 실무추진팀의 구성

실무추진팀은 기업 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

적으로 재무, 생산, 영업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실무추

진팀의 팀장은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임

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는 실무추진팀의 검

토단계부터 최고경영진에 이르기 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 것이 나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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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신속한 의사 결정과 비밀유지를 위해서 최고경영자의 진

두지휘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전문가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기타 M&A 자문기관 등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나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국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기업 내

부의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

실무추진팀은 최고경영자의 충동적이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전제시, 현황 파악 및 비전 달성 방법

의 검토 등 전략수립에서부터 M&A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내/외부 M&A팀 구성

재무, 세무, 법률, 영업,

엔지니어, 환경 등의

기타 전문가

회계법인

M&A 인수금융

컨소시엄

매수기업

(실무추진팀)
법무법인

(3) 외부전문가의 영입

M&A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수기업 내부의 실무추진

팀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외부전문가로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세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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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전문가,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실무추진

팀에 인수 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

가 없을 경우에는 동 업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와 업종에 따

라 환경문제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이해상충Interest conflict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임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의무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 대상 기업의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나 

자문 변호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부자문사의 선정

M&A는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 장기간의 프로

젝트로 회사의 내부 조직이 M&A 업무에 전념하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 

전문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M&A에

서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금융자문사 등 외부전문가들이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M&A를 주관하게 되며, 잠재적 투자자 또

는 인수 대상 기업과의 접촉, 거래 구조 수립 등 M&A의 전반적인 과정

을 진행하게 된다. 

외부자문사는 경우에 따라 단순히 대상 기업을 소개만 하는 브로커부

터 M&A의 종결까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기관까지 매우 다양하며, 대

체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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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사자 대립과 갈등조정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판단

•외부전문가의 매수/매도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비밀 유지를 위해 인수 측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대 탐색

•의뢰기업의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후보기업군의 리스트 제공

•목표기업 실사 및 가치평가

•목표기업 경영진의 능력평가, 노사관계, 인수 후 운영방안 자문

•위험도 평가

•경쟁사 현황 및 전략에 대한 정보제공

•목표기업과의 협상 시 의향서 발급

•가격협상

•가계약, 본계약 체결 자문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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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자금의 조달, 지급 시기 및 형태 고려

M&A 추진 시 대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형태에 대하여 사전에 고려하

여야 한다. 인수자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인수대금의 지급 방식 및 시기는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본계

약에 정해진 방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각 거래마다 상이하게 나타난

다.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거래 종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

법이며 국내에서는 흔히 본 계약 체결일에 일정 부분을 지불하고 종결

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인수대금의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M&A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그 방법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수 기업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도 있으며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형태로 M&A가 일어나는 경우매도

인은 기존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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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각 거래의 유형이 다양하며 인수 기업의 재무구조와 자금조

달 능력 역시 다양하므로 각 상황에 적합한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면 재무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하여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인수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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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M&A 진행

  거래 탐색

M&A를 위한 매수자 접촉을 위해서는 매각 대상 회사에 대한 소개 자

료를 준비해야 한다. 소개 자료에는 매각 대상 회사에 대한 사업 개요 및 

분석, 재무 자료, 거래 배경, 거래 구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각 대상 

회사의 강점 등을 중심으로 매수자를 유인할 수 있는 항목을 담는다.

먼저 투자 안내서Investment Overview를 작성하여 잠재적 매수자와 초기접

촉을 한다. M&A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매수자의 관심을 초기

에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의미에서 티져 메모Teaser Memo 또는 티져로 부

르고 있다. 

티져 작성에서 중요한 점은 회사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대상회사

의 매력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 및 이익 

규모와 성장성, 고객기반, 고객의 재이용 정도, 지적재산 등 회사의 핵심 

경쟁력과 장점을 기술하여 잠재 매수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잠재 매수자들은 티져의 내용 및 공시자료Public Information, 시장에서의 

정보를 토대로 매각 대상 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분석한 후 인수 

또는 투자 의향이 있을 경우 비밀유지협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CA : 

Confidential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비밀유지협약NDA/CA에 서명한 잠재적 매수자는 보다 자세한 회사자

료를 포함한 IMInformation Memorandum을 바탕으로 인수의향서LOI : Letter of In-

tent나 예비입찰제안서Indicative Offer를 제출함으로써, 예비실사Data Room Due 

diligence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인수의향서 또는 예비입찰제안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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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측의 평가에 의해 제한된 잠재 매수자만이 예비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실사 및 가치평가

(1) 실사(Due Diligence)

M&A 진행 절차에서 실사Due Diligence라 함은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

르는 위험 또는 문제점들을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파악하는 절차로

서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 영업, 법적인 현황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실사는 대상 기업의 규모, 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그 기간이나 범위가 

달라지며, M&A 당사자인 매도자과 매수자의 협의를 거쳐 실사 기간 및 

범위가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본 실사 기간 동안 매각 대상 회사 경영진

의 회사소개Presentation 및 인터뷰, 공장 등의 현장 실사가 행해지며, 매수

자 측은 대상 회사의 사업 및 운영 파악, 인수 후 계획 수립을 위해 회사 

내부 인력과 산업분석 전문가를 실사에 참여시킨다.

일반적으로 실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대상 기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회사의 시장, 제품 및 고객 기반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과거의 각종 거래내역

 •보유 자산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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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

 •위험 관리 방안

 •인수·합병 후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본 실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검토된 자산 가

액의 증감, 부채 및 우발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본 계약 체결 시 거래

가액에 반영된다.

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제1절 실사 편을 참조하기 바란

다.

(2) 가치평가(Valuation)

가치평가는 M&A 거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M&A 절차상 

거래 상호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가치평가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

며,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치평가 결과가 거래 가격으로 바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치평가는 가격 협상을 위한 범위를 제시하며 실제 거래 가격 결

정은 당사자 간 협상 결과를 따르게 된다. 또한 규정 및 법규 등에 의하

여 거래 가격 산정에 제한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제

2절 기업가치평가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M&A 절차 113

 •전통적 평가방법 : 시장가치법, 수익가치법, 자산가치법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 자본시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래구조의 결정

(1) 거래구조(Deal structure)의 유형

M&A는 일정한 구조로 매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M&A 당사자의 

고유한 목적 또는 필요에 따라 최적의 거래구조로 변형된다. M&A 거래

구조는 결제수단, 법적형식 등의 차이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거래구

조 설계 시에는 사전적으로 법률, 세무, 회계 검토도 함께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제수단에 의한 M&A는 현금매수, 주식교환매수, LBOLeverage Buy Out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현금매수는 기업매수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신

속하게 종결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막대한 자

금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식교환매수 방법은 매수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기업인수 대가로 교부하

고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LBO란 매수자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정크본드Junk 

Bon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여 기업을 인수한 후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동 기업의 이익

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단, 국외에서 활용하는 LBO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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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 상 이슈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법적형식에 따른 M&A 유형에는 영업양수도(또는 자산 및 부채양수도), 

주식취득, 합병, 주식교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 

‘다양한 M&A 유형’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거래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① 세금

M&A에서는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도 중요한 변수이

다. 주간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 자산·부채 이전비용, 법률 및 회계자

문 수수료, 실사 비용 등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특히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세금문제는 M&A 전체구조를 변경할 만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의제배당, 간주취득세 등이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승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영업권, 유보사항의 승계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

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M&A를 진행하다가 막대한 손

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매수자 입장에서 세금의 혜택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결손금이 많을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월결손금이 많은 기업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결손금에 따른 절세효과 때문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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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

M&A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M&A는 광범위한 정

부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M&A 구조를 결정하기 전 면밀한 법적 검

토가 필요하다.

③ 회계처리

M&A에 대한 회계처리 역시 M&A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M&A구조 

설계 시 각 거래마다 적용될 수 있는 회계처리 기법들을 고려해 보고, 이 

중 M&A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협상

(1) 협상의 의의

M&A 진행과정에서 협상은 대상 기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수집 및 

전략수립 후 거래상대방과의 교섭을 통한 계약 체결을 위한 단계이다. 

이러한 협상은 M&A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추가적인 분석 등에 따

라 계속 이루어지며 가격, 거래형태, 제반 법적문제 및 절차 등이 상호간

에 잘 해결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협상을 통하여 양 기업은 서로의 의

견을 조정하고, 모두에게 유리하고 최적화된 조건으로 의사결정이 진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상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과 돈

을 투자한 것이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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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효

율적인 협상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정보, 상황, 의사, 심리 등을 잘 파

악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M&A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2) 협상의 기술

M&A에서 협상은 복잡한 양상을 띠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소요

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한 가지 강조할 것은 협상의 본질적인 목적은 거

래를 성사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다. 협상은 거래의 타결을 목표로 진행

하고 거래에 장애가 되는 요인Deal Breaker의 제거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M&A에서 활용 가능한 협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  협상의 목적은 싸움이나 경쟁이 아닌 거래의 성사이며, 협상 상대

방은 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할 파트너다.

 •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현저한 입장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여야 한다.

 •  협상창구는 단일화 되어야한다. 협상 책임자에게 상당 부문 권한

이 위임되어야 하고, 상대방 측 협상 대표 역시 이러한 권한을 가

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논리적으로 완전한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우리측 안을 제시하

지 말아야 한다.

 •  제안 내용은 주의 깊게 수용해야 하며, 일단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

서는 가능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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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제시하는 수치화된 데이터나, 통계 등 계량화된 정보에 

지나치게 이끌려서는 안 된다.

 •  우리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대방 협상팀이 자신들의 최종결정권

자로부터 ‘예’란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적시에 협상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항

상 협상 재개를 위한 명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가격 협상

① 가격 산정 및 협상의 자세

M&A는 최종적으로 매수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매도자가 요구

하는 가격보다 높을 때 성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기업의 순자산 금액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

업권 및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매각 가격을 산정하는 반면, 매수

자는 실사 및 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한 자산 가치에 기존 사업과의 시

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인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M&A 가격 결정

Buyer’s Price

Seller’s Price

경영권
Premium

영업권

순자산

Synergy
Effect

자산가치

영업권

순자산순자산



118 M & A
ESSENCE

양측의 가격은 자신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처

음부터 일치하기는 힘들며,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평

생 동안 운영해온 기업을 매각하는 측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치를 지

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은 시너지 효

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자산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거래가 성사되게 하려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가치

평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

으면 사실상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

가짐으로 협상에 임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② 가격의 제시

매도자는 사전에 자신의 매각가격에 대한 최저 금액을 미리 생각하

는 것이 좋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격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매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신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분명한 근

거를 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을 도출한 세부 근거나 유사 

M&A 사례의 최근 거래 가격 등이다.

한편, 매수자는 대상 기업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매도자가 수용 가능할만한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③ 가격의 조정

실사 및 가치평가 기준일에서 거래 종결일 사이에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M&A 절차 119

이 경우 기준일과 실제 M&A 거래 종결일 간의 순자산가치나 운전자금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격조정을 하게 된다. 

반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특정일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매

가격을 결정한 후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방식도 근래 주식양수도 거래

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매

도인들이 경쟁 입찰을 통한 주식매각 시 선호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 대상회사의 잠재력이나 성과에 대해 큰 

이견이 있어 가격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Earn-Out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미래성과를 측정하여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

으로 거래 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 순이익, EBITDA 등을 바탕

으로 잔여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래성과에 대한 공정성, 

조작 가능성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금 조달

매수자 측은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한 M&A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M&A 과정에서 대부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도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M&A 대상 회

사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M&A는 다양성 및 비정형성을 띠고 있으므로 자금조달Financing에 다음

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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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회사의 영업이익을 활용하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기업

인수에 사용될 자금을 직접 자본 형태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즉, 회사의 

이익을 유보시켜 축적한 회사 보유 현금을 활용하거나 자본금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② 담보부 채무에 의한 조달

매수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

법이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투자유가증권, 동산이나 부동

산 등을 담보로 기업인수를 위한 장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담보 제공할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회사에서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포

함한 회사의 경영진이나 제3자 담보를 활용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

아서 조달할 수도 있다.

③ 비담보부 채무에 의한 조달

매수자의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이

는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것으로

서 기업의 매출액, 신용도, 주거래 은행과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규모를 정하게 된다.

주로 대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

어 인수금융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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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후순위 유가증권에 의한 조달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일명 그레이펀드)

로 불리는 High Yield 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하는 방법이다. 

상환 시 선순위에 있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나서 가장 후순위로 상

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리를 높게 책정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후순위채라고도 불리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또는 개인투자자가 선

호하는 방식이다.

⑤ 단기차입금

계약의 종결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초단기자금인 핫머니가 활용되기

도 한다. 제2금융권을 주로 활용하지만 초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사채

시장에서 조달하기도 한다. 인수 완료 후 즉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⑥ 주식에 의한 조달

제3의 투자자 또는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

로 인수할 주식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다.

이렇게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재무적 투자자로서 FIFinancial 

Investor라고 하며, 기업 매수자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SIStrategic Investo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인수한 기업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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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M&A를 통해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한 주

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올린다.

⑦ 사채 발행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

은 중소벤처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기업인수에 사용될 자금

을 마련한다.

⑧ Right Offering

매수자가 인수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인수 대상 기업의 기존주주를 활

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매수자는 인수 대상 기업의 기존주

주들에게 동등한 배분율에 의하여 저가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을 매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을 일부 분담시

킨다는 특징이 있다.

⑨ 기존 부채의 인수 또는 승계

인수 대상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거나 승계하여 인수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인수 후 상환 의무는 매수자에게 주어지며, 금융기관의 채무

자 변경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매수자는 기업 인수 후, 동 기업의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기존 

부채의 상환에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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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업 매도자에 의한 여신

기업 인수자금을 후불로 지급하거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도자와의 합의를 통해 시차를 두고 인수대금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는 인수시점에서의 자금 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위 방법은 우호적인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전

제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대부분의 매도자는 기업 매각 후 발생하는,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다양한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을 

즉시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및 거래 종결

(1) M&A 계약 체결

M&A는 기업의 지배권, 즉 경영권의 거래를 의미한다. 주식 매매계약

을 통해 대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사회를 장악

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M&A의 대부분의 절차 및 최종 결

과는 결국 계약서에 의해 확정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은 M&A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M&A의 성패는 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따른 계약 

체결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매각을 하는 M&A에서 절차에 따라 필

요한 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M&A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책

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M&A가 실패한 경우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

실을 막을 수 있거나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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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M&A 진행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먼저 인수의향서LOI를 교환하여 계

약체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수의향서는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인수의향서의 단서조항이나 특

약사항 등에 특정한 규정을 명시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인수의향서 체결 이후에

는 거래 당사자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M&A 절차를 진

행하게 된다.

① 양해각서(MOU) 또는 인수의향서(LOI) 상의 주요 쟁점

가. 구속력의 범위

양해각서MOU나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단계에서 과연 법률적 구

속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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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지에 대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본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이 모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실사 및 계약 조건의 세부협상을 전제로 양해각서나 인수의향서를 

체결한다. 따라서 법률적인 구속력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첫

째, 양해각서나 인수의향서에 규정된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수정 

또는 재론을 요구할 수 없고, 둘째, 계약의 세부조건에 대한 협상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며, 셋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고, 넷

째, 배타적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나. 보증금의 예치여부

양해각서나 인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5~10%를 보증금으

로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해각서나 인수의향

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계약의 

구속력 역시 체크해야한다. 물론 매수자 측의 귀책사유로 일정기간 내

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보증금은 몰수된다.

② 주식매매 계약상의 주요 쟁점

주식매매계약서SPA : Share Purchase Agreement는 주식 거래에서 가장 기본

이 되는 계약서이다. M&A의 국경이 없어진 요즘 국가별 구분 없이 작성 

방식과 내용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진술 및 보장, 선행

조건, 계약해제 등은 주식매매 계약에서 필수 조항들이므로 M&A를 수

행하는 부서의 임직원들은 주식매매 계약의 구성과 내용, 조항의 의미, 

협상 포인트들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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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매대가의 산정 및 지급방법

매매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거래 종료 후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나 

회계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다시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

생한다. 

이는 거래당사자 간 기업가치 산정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가격 조정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또한 매매대금을 거래 종결 시 전부 다 줄 것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불할 것인지, 매매대금의 일부는 거래 종결 후 일정기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된다.

국제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신용도나 자력에 의심이 있어 진술 및 보장

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에스크로 계

좌를 설정하여 매매대금의 10~20%를 1~2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가 많다.

나. 거래 종결의 선결조건

주식매매 계약 시 매수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성공하면 거래를 

종결하겠다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인수자금의 조달이 확

실해진 후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반면 매수자 측에서는 계약체결 후에도 거래 종결 시점까지 계속 실

사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가격조정의 빌미를 주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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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술 및 보장

일반적으로 M&A 관련 계약에서는 대상회사의 설립과 존속, 대상 주

식 또는 자산의 상태, 회사의 재정상태, 법규준수여부, 인허가의 취득여

부, 근로관계, 지적재산권관계, 중요계약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진술 및 보

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가치 산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

항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진술 및 보장은 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종결 시에도 유

효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종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위

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는 종종 매도자 측에서 진술 및 보장의 내용이 너무 광

범위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불평하는 경

우가 많다. 진술 및 보장은 위험요소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자에게 공개하는 조항

을 포함해야 한다.

라. 거래 종결 전 확약사항

계약 체결 후 거래 종결까지의 기간 동안 매도자는 일상적인 경영활

동 이외에 대상 기업의 가치를 중대하게 변동시킬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 중요한 

자산의 배분, 배당금의 지급, 신주의 발행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

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사자 간 각종 인허가 취득 등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래 종결 전의 확약사항을 교섭함에 있어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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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항도 보장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다. 거래 종결 전

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므로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

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 거래 종결 후 확약사항

통상 거래 종결 후 확약사항으로 경업금지, 대상 회사 직원의 유인 금

지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와 기간

에 대하여 신중하게 교섭해야 한다.

바. 손해배상책임

주식매매 계약서에 거래 종결 이후의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사항 위

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통상 책임의 존속기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된다.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일반 민법 및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 종결 이후 

최장 10년간 매수자에게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책임존속기간을 거래 

종결 후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

하여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세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5~10년으로 책임존속기간을 장기로 약정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

업상 오차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누적액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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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다. 하한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다시 일정금액

을 초과하는 손해액만 청구하는 방법과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

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배상의 하한은 통상적으로 매매금액의 

1~5% 수준인 반면, 상한은 매매금액의 100%인 경우가 많다.

(2) 법률적 절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 후 거래가 종결되기 전에 선행조건들을 이행해야 한

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 

유형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근로자와의 협의 등

이 있을 수 있다.

거래가 종결된 이후에는 매매 관련 서류의 교부, 기존 임원의 사임 및 

신규 임원 선임, 각종 등기 및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다.

(3) 거래 종결

M&A 과정은 거래가 종결 되어서야 1차적으로 종료된다고 할 수 있

다. 거래의 종결이라 함은 보통 매매대금 지급 완료일을 의미하며 본 계

약서상에 그 정의를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매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거래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4) 세무신고

매수자는 증여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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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성공의 마무리

  M&A 사후 단계의 중요성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M&A 진행 과정에서 사전 준비단계에 가장 많

은 비중을 두었고 마무리 및 통합 과정은 전체 과정 중 대략 10%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M&A 마무리 및 통합과정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사후 관리 비중이 전체 과정의 60~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

요한 단계가 되었다.

최근 M&A의 성패는 거래 종결 이후의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즉, M&A 이후에 조직 및 문화의 융합과 통합과정이 성공

하면 그 M&A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진하면 실패

한 M&A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M&A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분석 결과 조직, 문화 등 M&A 이후

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M&A 구조는 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M&A 이후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매수

자나 대상기업 모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통합 계획과 실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당사자

가 각자에 해당하는 세무신고를 마무리함으로써 M&A의 모든 과정은 종

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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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후통

합단계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자칫 사후통합단계를 매

수자 또는 경영진만의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다가 

해결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1) 계획

① 계획 수립 시기

통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은 거래 전, 실사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사 기간에 통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수로 야기될 수 있는 골

치 아픈 사안을 예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

다. 이때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을 우선순위로 삼고 거래 종결 시

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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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팀 구성

통합 업무는 기존 핵심사업과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M&A로 인

해 기존 업무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을 위해 전념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가능한 일찍 구성하고 통합 계획을 세우는데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매각 기업과의 협의

거래가 종결되기 전 매각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과 통합을 위한 대화

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수 후 실행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기업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진 모두 처

음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수 초기의 혼란과 마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2) 실행

① 비전 전달

인수기업은 M&A의 배경과 비전을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켜야 한다. 임직원, 고객,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전략

적 근거, 사업의 목적, 통합의 기준과 목표를 잘 이해시켜 나가야 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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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의 통합

M&A는 조직과 문화의 복합적인 변화가 다분히 수반되기 때문에 인

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문화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이다.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문화의 통합 전략은 합병 후 통합 법인이 지향하는 

기업문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통합 법인의 비전, 전략 및 기업문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지속적

이고 일관성 있게 전파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새로운 기업문화가 조직

의 하부까지 완벽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맞춰 평가

지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야 한다.

기업문화를 신속하게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서 통합 법인의 비전이 반

영된 새로운 성과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는 체계를 도입하

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③ 고객 유지 및 통합

사후 통합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객 이탈이다. 과

거 M&A 사례로 살펴본 평균적인 고객 이탈률은 5~15% 정도로 나타난

다. 문제는 이탈 고객 중 상당수가 경쟁사에서 공략 대상으로 삼은 고객

층이라는 점이다.

사실 대부분의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

상 M&A 자체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M&A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한다.

문제는 피인수회사 직원들의 관심이 M&A로만 쏠리고 불안감이 증폭

되어 업무와 고객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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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악화로 이어져 고객들이 이탈하게 된다. 고객들은 회사가 인수된 이

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래관계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

사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떠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기간 동안 고객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대형 거래처와 주요 거래처에 대해서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

진이 차례대로 M&A 사실을 알리고,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향후에도 

없을 것을 강조해야 한다. 직원 통합 과정 또한 조속히 마쳐 회사가 제공

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직원 유지 및 통합

M&A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인수된 기업의 인재를 유지하

는 일이다. M&A가 발표되는 순간 인수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이 가장 불

안감에 시달리며, 이때가 경쟁사에 인재를 뺏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

기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이 경쟁사로 적을 옮기게 되면 지적 재산

권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M&A로 기대했던 효과가 사라지거나 절감될 

수도 있다. 특히 이는 서비스 산업 또는 연구개발 산업에서 중요한 사안

이다.

따라서 핵심인재들이 대거 유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인수기업의 임직원들에게 통합 법인의 비전에 

따라 동기부여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사후관리를 적절히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사이의 권력 배분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피인수기업의 임직원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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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핵심부서에 적절히 배

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 사의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

록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핵심 경영진이 이탈할 수도 있으므로 통합 관련 핵

심 직책에 대해 중간급 관리자를 후임자로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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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실사

  개요

실사Due Diligence란 지분 또는 자본구조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거래Transaction와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재무, 영업, 법률, 환경, 

인적자원, IT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는 업무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유형

자산보다는 기술, 인력 등의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신생 기업이 많

아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요소의 사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실사과정을 통해 매수자는 인수대상회사가 처한 위험을 확인하여 인

수가격에 반영하거나 진술 및 보장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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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실사 때 파악한 정보는 사후 통합과정PMI : Post-Merger Integration에

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M&A 시장은 실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경향이 있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들이 M&A의 전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

분하고 목적 적합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1) 실사의 종류

실사는 한 번에 완결될 수도 있으나 대상회사의 규모에 따라 또는 실

사의 충분성을 위해 기초실사와 정밀실사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기초실사란 M&A 거래금액의 규모가 매우 거액일 경우나, 대상 기업

의 내부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인수의향서LOI 작성 전 대략의 가치

평가 내지는 인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사를 말한

다. 기초실사는 대체로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설명의 

타당성, 비교적 쉽게 확인 가능한 증빙의 대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밀실사는 실사의 업무분야에 따라 재무실사, 세무실사, 영업실사, 

법률실사, 환경실사, 기술실사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양측에서 매우 신

중하게 진행하며 실사의 범위 또한 깊고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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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의 종류

•타사 대비 경쟁력

•시장규모 및 점유율 Data 

  및 추정치, 매출 추정 방법

•수주방식 및 주요 매출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Factors

•시장 진입장벽 

•신 사업 계획

•주요 거래처 계약 검토

•부문별 주요한 계약 사례

•고객 입장에서 공급자 

  변경 시에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 여부

•신규고객 발굴 가능성

•가격협상 방식

•과거 수익 및 원가 측면

  에서 예산 달성여부

•매출품목별 연간 수주잔고

  및 Sales Mix

•수익인식 기준

•연간 투자계획

•필요운전자본

•소요자금 원천

•부외부채 여부

•세무리스크 점검

•계류 중 소송사건

•환경 관련 이슈

•규제환경 및 관련 법률

•Key 법률 관련 문서

Business Due Diligence
[R&D & Facilities]

•특허 및 지적재산권

•향후 R&D 투자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

•자산 운용 및 금융리스간

  구분

Business Due Diligence
[HR]

•회사 핵심인사 약력 및 

  경력

•연간 인건비 변동

•핵심인력 인센티브 

•노조 보유 여부 및 관련 

  이슈

•이사회 및 Governance 

  구조

Business Due Diligence
[산업 및 사업]

Business Due Diligence
[Customers]

Financial/Tax 
Due Diligence

Legal Due Diligence

(2) 실사의 목적

M&A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목표기업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평

가하여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실사를 통해서 목표기업의 

자산의 실재성, 예상수익의 달성 정도, 영업전망,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

성, 우발채무의 발생위험, 향후 추가될 비용의 산정, 경영진의 경영능력, 

노사문제,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등 재무적·비재무적인 문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인 인수가격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사의 결과물을 통해 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중단요소 : M&A 거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인수대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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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의 신뢰성 부족, 중대한 수익력의 상실, 핵심인력의 중대한 

유출, 중대한 우발채무의 존재, M&A과정에서의 법규 및 계약상의 

문제 등

②   가치평가요소 :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고려사항. 미래수익 및 원가

추정에 필요한 과거 추세분석,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순운전자본의 변동, 고정자산 등 투자지출), 수정 후 매출액 및 수정 

후 순이익 등 

③   사후통합요소 : M&A 이후 통합과정에서의 고려사항. 급여수준의 

차이, 전산시스템의 통합 가능성 등

④   계약관련요소 : 인수계약 시 고려사항.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회피 

조항,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장기계약의 필요성, 사후 계약금액 정

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절차 및 고려사항

실사는 M&A의 전 과정을 거쳐 가장 중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

이므로 본격적인 정밀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사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그 동

안 수집된 기초정보 및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사의 인수가

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를 미리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실사 전략은 목표기업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

상 기업과의 실사 협력, 실사의 범위, 시간배분, 전문가집단의 조정 등을 

고려한다. 실사 전략이 수립되면 실사 전 사전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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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하고, 실사에서 발견된 정보와 기타 정보를 검토해 종합적인 결론

을 낸다.

실사의 절차

절차 내용

1. 계약 체결
업무에 참여할 전문가집단과 업무범위를 확정하고, 이해상충 여부

(Conflict of Interest)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2. 예비적 분석

목표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대상 회사의 I n f o rma t i o n 

Memorandum, 외부공시자료, 신용평가기관의 발간물, 대상 회사 및 

관련업체의 웹사이트, 신문이나 잡지 등)하여 예비적인 분석을 수행

한다.

3. 협상 이슈 파악
매수기업의 기대 시너지 효과, 인수 후의 전략을 이해하여 거래중단

요소 및 협상에 필요한 이슈들을 파악한다.

4. 세부 일정 수립
LOI, MOU 등을 통해 인수 Deal의 합의된 일정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수립한다.

5. 예비적 커뮤니케이션

가치평가방법(Valuation)에 따라 평가이슈(Valuation Issue)가 달라지

므로 실사 이전에 평가팀(Valuation Team)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

요하다.

6. 자료 요청

Dataroom의 제한적인 접근이 허용된 경우, Dataroom의 자료를 파

악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완전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 요청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상 회사에게 전달한다.

7. 세부계획 수립 실사업무 분장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8. 사실확인 문서화

사실확인(Fact Finding)을 문서화한다. 실사업무의 특성상 사실확인 

과정의 정도는 고객의 요구수준, M&A의 진행 과정, 대상 회사의 협

조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9. 인터뷰 수행
제출된 자료를 파악하고 대상 회사 경영진과 체계적인 질의를 진행 

한다.

10. 실사 수행

사업의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산업에 대한 지식, 수집된 자료

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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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인수가격을 결정하는 가치평

가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처럼 매수가격이 

결정되기까지 실사에서 발견된 예외사항들이 반영된다. 주로 회사가 제

시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성과 부외부채, 기타 가격 조정사

항을 파악하는데 이때 단순 재무실사만이 아닌 법률, 세무, 영업 환경 등

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적·비재무적 이슈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Valuation Due Diligence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주주가치(Equity Value)

인수가격의 결정

차입금 
& 이자부 부채

기타 가격
조정

Quality of Earnings

Debt & Debt Like

Purchase Price
Adjustment

(1) 이익의 질을 평가한다 : Quality of Earnings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는 기업의 손익을 바탕으로 한 현금흐름을 기준

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서 비경상적 손익과 일회성 손익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의 경상적 이익의 수준을 추정해야 한다. 

실사업무팀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회사의 경상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비반복

적, 비경상적 거래나 회계적 오류, 회계정책의 변경, 주요계약사항의 검

토 등을 통해 재무적·비재무적 이슈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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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상적인 거래 :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등

 •영업과 무관한 거래 : 고정자산의 매각, 오너를 위한 개인적 비용 등

 •비현금거래 : 주식기준보상, 리스계약에 대한 검토 등

 •  회계적 오류 : 과도하게 적립된 비용, 감사에 의해 발견된 조정사

항 등

 •회계정책의 변경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등

 •  계획과 실적의 평가 : 전기에 수립한 당기 회사의 계획과 실적에 

대한 차이

 •  추정재무제표 : 거래 이전의 추정재무제표와 거래종결일 이후의 

추정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2) 숨겨진 부채를 찾자 : Debt & Debt Like

인수 대상 회사가 보유한 인수종료 시점의 현금은 인수가액을 증가시

키는 반면, 차입금은 인수가액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회사

제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시작하여 사용이 제한된 현금 등을 제외

한다. 차입금 또한 회사가 제시한 차입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회사

가 차입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실사를 통하여 발견된 차입금성 항

목들을 가산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는 항목들과 이에 대

한 금액 및 책임은 거래 종료 이전에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

 •  만약 회사가 계상한 총 부채의 금액이 EBITDA보다 낮은 경우에는 

모든 부채가 차입금성 항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사와

기업가치평가 145

차입금은 인수가격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매수

자 입장에서 실사 과정을 통해 파악하지 못한 부외부채는 인수 후 현금

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매매대금의 정산 : Purchase Price Adjustment

M&A에서 매수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의 감사 재무제표와 최근 분기

말의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사를 한다. 매수인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도인과의 협상을 통해 인수가

격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한다. 하지만 실사일과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거래종결일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 영업에 

따른 가치변화의 위험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일반적인 매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Price adjustment

가치평가 기준일과 거래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가치변화를 조정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순운전자본에서 매매대금을 정

산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순운전자본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매수자와 매도자간 이견

이 발생할 수 있다. 가치변화의 위험은 거래종결일까지 매도자에게 있

으며 거래종결까지의 시간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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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Negotiation

Buyers risk and opportunities

SigningBalance sheet
reference date

Sellers risk and opportunities

Guarantees

Covenants
of conduct

Closing

28 Feb 20XX31 Dec 20XX 31 May 20XX t

Reference
accounts

Determining preliminary
purchase price

Compilation of closing accounts and
fixing of final purchase price;
purchase price adjustments

② Locked box

가치평가 기준일과 거래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가치변화를 정산없이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서에 의해 Locked box date부

터 거래종결일까지의 사외유출이 금지되며, 사외유출이 있는 경우 배상

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 Locked Box date에 대상회사의 가치변

화 위험이 모두 매수자에게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다.

Due
diligence

Negotiation

Buyers risk and opportunities

SigningBalance sheet
reference date

Locked box date

Sellers risk and opportunities

Anti-leakage covenants

Pre-completion
Covenants

Closing

28 Feb 20XX31 Dec 20XX 31 May 20XX t

Reference
accounts

Determining
purchase price

Payment of
purchas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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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arned-out

Earned-out 방식은 대상회사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대금을 지급하

는 방식이다. 영업성과는 EBITDA,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현금흐

름, 매출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Earned-out 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이며 거래 종결 후에도 대상회사의 실적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

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Due
diligence

Negotiation

Buyers risk and opportunities

SigningBalance sheet
reference date

Locked box date

Sellers risk and opportunities

Anti-leakage covenants

Pre-completion
Covenants

Closing

28 Feb 20XX31 Dec 20XX 31 May 20XX t

Reference
accounts

Determining
purchase price

Payment of
purchas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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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업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Valuation는 평가대상인 “기업 또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가

치를 산출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하는데 기업가치는 기업 전체에 대

한 가치이고 기업 소유권에 대한 가치는 기업 전체의 가치에서 부채가

치Debt value를 차감한 주식가치Equity value를 의미한다.

  전통적 평가방법

기업의 양수도,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이

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자본과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끊임

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계속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가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미래수익창출능력의 평가

액이라 할 수 있다. 

<미래수익창출능력의 주요요소>

구분 내부환경 요소 외부환경 요소

양적 요인

(계량적 요소)

•기업의 재무상황(B/S)

•기업의 영업실적(P/L)

•기업의 재무분석지표

•경제성장률

•동종업의 시장성장률

•이자율

질적 요인

(비계량적 요소)

•경영자의 경영능력

•축적된 기술력

•입지(Location)

•노사관계(노동조합)

•영업망 

•시장의 개방정책

•정부의 산업지원정책

•경쟁사의 동향

•기술발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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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개념은 평가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로 평가대상의 인

식방법과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므로 어떠한 기업의 가

치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인 제약조건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가치평가의 목적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

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법, 수익가치법, 자산가치법 등의 이론적인 방법

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출한다.

(1) 시장가치법

시장가치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을 기초로 시장

원리를 통해 형성되는 기업의 가치이다. 시장가치의 형성은 이론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기업의 본질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주식

시장 전체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상대가치법은 비상장기업의 시장가치를 동일

한 업종에 속하고 규모가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시가(상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상대가치는 비교 가능한 상장 유사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업의 규

모에 차이가 클 경우, 또는 주당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클 경우에

는 그 실효성이 낮다. 또한 논리적으로 미래의 추정이익을 사용하여야 

하나, 모든 유사회사 영업이익 추정의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통상 과거

실적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상대가치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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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교기준회사(Comparable Company) 선정

영위하는 산업의 유사성, 목표시장, 사업형태, 사업구조, 재무위험의 

유사성, 회사규모, 과거 재무자료의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

준회사를 선정한다.

② 각종 적용배율(Multiples) 계산

비교기준회사가 선정되면 가치평가를 위한 각종 적용배율을 계산한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율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PER
Price 또는 시가총액

EPS 또는 NI

•이익 1원당 주식가치를 나타냄

•가격과 순이익을 연결시키는 대표적 수치로

  위험, 성장률 등 기업 특성의 대용치로서 

  사용 가능

•업종 전체가 과대/과소평가되어 있는 경우,

  측정지표로서 불안정함

•EPS가 0보다 작을 경우 사용 불가능

PSR
시가총액

Sales

•경기변화에 따른 기업의 성장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수치

•PER이나 PBR과는 달리 (-)가 되어도 사용 

  가능

•변동성이 심하지 않아 가치평가 적용에 

  신뢰성이 높음

•기업이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이

  어려움

PBR
시가총액

순자산가액

•장부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표로서 

  시장가치와 비교가능

•순이익이 (-)로 PER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가능

•기업 간에 회계원칙이 일치한다면, 과소/과대

  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한 평가지표로 유용함

EBITDA
Multiple

시가총액+이자부부채

EBITDA

•기업가치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과의

  관계로서,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냄

•PER과 함께 대표적 평가지표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비해 기업가치 저평가

③ 평가대상회사에 실제 적용할 배율 결정

기업의 가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적 지표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

의 특성에 따라 가치창출동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지

표 분석을 통해 산업에 가장 적합한 가치창출동인을 선정, 실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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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을 결정한다.

④ 평가대상회사에 배율 적용 및 가치평가결론 도출

실제 적용할 배율을 결정한 뒤 평가대상회사에 적용되는 재무적 지표

를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에 유사기업의 Market multiple을 적용하여 대

상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식가치를 산출한다.

Subject companyBenchmark

FS Analysis

E.g.) 회사 EBITDA 산정

Multiple 적용

Enterprise Value

Equity Value

Market에 형성되어 있는
주주의 가치

Enterprise Value

E.g.) EBITDA 분석

Multiple 종류 결정

Price × 발행주식의 수

FS Analysis

Industry Analysis

Market Capital

이자발생부채의 가치

Debt

한편, 미국과 같이 M&A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기업거래시

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존재하며, 기업도 하나의 상품처럼 기업가치에 

대한 일종의 시장승수Market Multiple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유통회사

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곧 기업의 매도가격으로 통용된다거나, 케이

블TV회사는 가입가구수에 일정한 배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 회사의 가

치로 인정되기도 한다. 시장가치법에서 이러한 시장승수는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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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M&A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는 이런 시장승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2) 수익가치법

미래의 수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향후 기대되는 현금수입을 말하

는 것으로 미래 수익창출능력은 향후 영업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

Net Cash Flow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순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

인한 현재가치가 곧, 미래의 영업을 고려한 기업가치가 된다.

할인율 k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 

보통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할인율로 사용함

•WACC must only be used with expected cash flows

Present Value =
E(CF)t

(1+k)t
t=0

n

영업의 미래현금흐름(CF)은 
불확실함. 따라서 

Expected Cash Flow[E(CF)]를 
할인하여야 함

수익가치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순현금흐름FCF : Free 

Cash Flow의 기대치를 해당 흐름이 갖고 있는 위험수준을 반영하는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DCF방법은 전략적 차원의 

M&A거래 및 Joint Venture시 매우 광범위하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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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평가의 유의성과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델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① 현금흐름(Cash Flow)

일반적으로 거시경제변수 및 수요산업 그리고 원가에 대한 체계적 분

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또는 10년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때 발

생하는 실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가 제시한 현금흐름의 신뢰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회사와 현금흐름의 산출과정 및 산출목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장과 대상회사의 특수한 요소를 고려한다.

 •  회사의 예상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적용한 가정에 대한 

대응논리를 파악한다.

나. Valuation 결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할인율에서 조정 : 주관적이고 간단하나 어떻게 조정할지 적용이 

어렵다.

 •  현금흐름에서 조정 : 회사와 논의를 통하여 시장/경제 현황 data 

등을 활용하고, 변동 가능한 범위 또는 민감도 분석을 고려한다.

다. 어떤 현금흐름을 사용하는가?

 •분석대상 현금흐름은 Valuation approach에 따라 다르다.

 •주주지분은 2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 기업가치 산정(Enterprise Cash Flow) - 부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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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주지분 가치 산정(Equity Cash Flow)

 •  방법의 선택은 편리성, 자본구조와 Valuation의 중요성, 평가대상

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② 자본비용(Cost of Capital)

자본비용을 산출할 때에는 기대수익과 기회비용, 변동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자본을 형성하는 각 자본의 비

용을 자본구성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인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

한다.

WACC = Kd(1-t)(B/V ) + Ke(E/V ) 

•Kd : 타인자본비용
•Ke : 자기자본비용
•t : 법인세율

•B : 부채의 가치
•E : 자기자본의 가치
•V : 기업의 가치

자기자본비용은 투자위험과 기대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CAPM :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활용하여 

구한다. CAPM에 의하여 산출되는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자본시장의 균

형상태에서 투자자가 그 주식에 대하여 요구하는 필수수익률이 되며, 

이는 곧 보통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자기자본비용이 된다.

Ke = Rf+({E(Rm)-Rf }×bi

•Ke: 자기자본비용
•Rf: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E(Rm) : 시장의 기대수익률
•βi : 보통주의 β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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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본비용을 산출하는데 다양한 가정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항목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가.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

 •  일반적으로 변동성가능성Volatility를 위험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 지급불이행 위험 등이 없는 국가 발행 채권

이 대용으로 이용된다.

 •  채권의 만기는 3년에서 10년으로 다양하므로 현금흐름의 예측기

간과 일치시키거나, 적용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나. 보통주의 위험(Equity Beta)

 •  보통주의 Beta를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양한 회사

(Datastream, Bloomberg, LBS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  일반적으로 Raw Beta의 경우 변동성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베타가 사용된다.

다.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Rm)과 위험프리미엄(MRP)

 •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무위

험이자율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  일반적으로 과거 수익률을 분석하여 산정하는데 각 나라별 위험프

리미엄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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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5.5%
Argentina 7%

Mexico 7%

USA 6%*

*Mixture between implied and historical returns

Canada 5%

Sweden 4.5%

UK 4.5%

Holland 4.5%

Portugal 5~6%

Swiss 5%
Turkey/Greece 5.5%

Austria 4.5%

Malaysia 6~8%

Korea 8.7%

Japan 4.6%

China/Hongkong
8~10%

③ 잔존가치(Terminal Value)

잔존가치란 현금흐름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가치를 말한다. 잔존가치

는 전체 기업가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산정 방법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추정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주로 사업의 성숙성, 경기순환, 특정

한 이슈, 경영진에 의한 미래 예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때를 파악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상태란 사업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성장 추세에 도달한 상

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성장률은 물가상승률, 실질경제성장

률, 산업별 요소와 예상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현금

흐름의 모든 요소 간에 일정한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잔존가치의 평가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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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존가치 산정방법의 결정

 •  Gordon growth model : CFt×(1+g)와 CFt+1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g는 영구적 성장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할인율(k)은 현금흐름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CFt+1

(k-g)

CFt×(1+g)

(k-g)
=

 •  Multi-stage calculations : Gordon growth model의 변형으로 추정

기간 종료시점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 사용되며, 안정적

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다수의 성장률을 적용한다. 하지만 각각

의 성장률 가정에 따라 다른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  Terminal multiples : EBIT, EBITDA, P/E, Cash flow에 대한 multi-

ple을 잔존가치를 산출하는데 적용한다. 적용하기 쉽고 빠르게 산

출할 수 있으나, Multiple data가 현재 시점 자료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 산출시점과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영구 성장률

 •  경제성장률, 산업성장률 등 다양한 실제 성장률과 경쟁상황, 신기

술,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성장률 ‹ 산업성장률 ‹ 경제성장률’의 순서이다.

다. 현금흐름

 •  장기안정상태의 현금흐름을 구하기 위해 과거의 추이, 산업/경쟁

자의 평균, 경쟁의 정도, 브랜드 가치 등 회사의 특정 요소 등을 고



158 M & A
ESSENCE

려한다.

 •  현금흐름 발생시기의 왜곡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월별/

분기별 현금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라. 운전자본

 •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업규모의 증가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  단순히 영구성장률 만큼 운전자본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운전자본의 변동이 잔존가치의 산정시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성항목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 자본적 지출

 •  가정한 영구 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적 지출을 고

려하여야 한다.

 •  자산의 내용연수, 자산의 집중 활용여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높은 성장률을 가정할수록 많은 신규투자가 필요하다.

바. 법인세 효과

 •  대상회사의 장기 유효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사항 

등으로 법정세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법인세 효과만큼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결손금이 추정기간을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추정기간

을 확장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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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가치법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는 재무제표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

액에서 총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 이해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간편하여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한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 상의 각 자산 부채항목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

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실체

가 미래의 수익 또는 현금흐름창출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① 장부가치평가법

장부가치에 의한 평가는 재무제표 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

액에서 총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 

② 시장가치환산법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상의 자산과 부채

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이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뒤 순자산가액을 

산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③ 청산가치법

평가대상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사외에 유출하여 처분할 때 실현가

능가치에서 부채로 지급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

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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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가치평가방법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상대가치법

•평가방법이 용이

• 시장상황의 변동을 평

가에 반영

• 평가시점과 계약시점

의 평가액이 다름

• 동종업계 상장회사가 

없을 경우 평가가 어

려움

• 상장사 업계 평균대비 

분석 시 많이 사용

수익가치법
•미래수익가치 반영

•이론적으로 우수

•미래추정의 불확실

• 추정의 신뢰성 문제

(많은 가정의 사용)

• 안정적 상장기업 평가

에 적정함

자산가치법
•신뢰성 높음

•보수적인 평가방법

• 미래수익가치를 반영

하지 못함

• 순자산가치/청산가치 

계산에 적합

• 벤처기업 평가는 부적

절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1) 자본시장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

환·이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정 산정방법을 규정하였다.

① 주권상장법인

기준시가 = (1개월간 평균 종가 + 1주일간 평균 종가 + 최근일 종가) / 3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0%(계열회사의 경우 10%)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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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차·가감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되, 기준시가에 따른 가격을 산

정할 수 없는 경우 본질가치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의 기산일은 합

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로 한다. 각 

기간별 평균 종가는 달력기준으로 기간 중 영업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를 사용하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② 주권비상장법인

본질가치 = (자산가치 × 1 + 수익가치 × 1.5) / 2.5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한 본질

가치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주권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산출하여 비교·공시

한다.

가. 자산가치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자산가치 :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

 •  순자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실질가치

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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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하여 산정

 •발행주식총수 :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

나. 수익가치

 •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

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다. 상대가치

 •  상대가치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

권상장법인의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

으로 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비상장주식은 상

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① 주식가치 =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 5

② 순자산가치의 80%*

①과 ② 중 큰 금액

* ‘17.4.1~’18.3.31: 순자산가치의 70%, 18.3.3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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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충적 평가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손익가치와 순

자산가치를 6:4의 비중(단, 부동산과다법인인 경우 4:6)으로 평가한다. 한편 

과세당국은 순손익가치가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보완

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

를 주식가치의 하한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산 중인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부동산(또는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만 평가한다.

가.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10%

 •  순손익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세법상 규정하는 차·가감항목을 

반영

 •  1주당 순손익액 : 연도별 순손익액을 각사업연도말 총발행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로 나눔

 •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연도부터 3:2:1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함

나.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자산가액은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에 상증세법상 영업권, 선급비용 

등의 항목을 차·가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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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가액은 재무제표상 부채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액, 

퇴직급여추계액, 충당금 등의 항목을 차·가감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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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M&A 관련 법률 규정

기업회계기준 상 M&A는 기업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변동을 수반

하는 각종 거래의 형태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

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M&A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것

은 인수할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가 

선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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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의 법률 적용

우리나라의 M&A관련 법률의 이해를 위해 그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A 관련 통합법규의 부재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입법화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상법을 통하여 M&A관련 절차

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각종 세법 및 기타 특별법

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과 기회균등 보장 중시

M&A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시제도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내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특히 경영권 방어와 관

련하여 의사결정을 단계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경영권을 일

방적으로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무부서의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률은 산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상 적용해야 할 구체적은 각 부처나 산하기관 실무부

서의 시행규칙이나 고시에 위임해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정관의 규제 기능

우리나라의 상법은 경우에 따른 원칙만을 천명하며, M&A 관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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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결정 등은 정관에 위임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M&A에서 상법이 중요한 이유는 주로 상법상 절차의 하

자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효력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M&A를 할 때는 상법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

다. 상법상 다양한 M&A의 유형들은 ‘제6장 다양한 M&A 유형’을 참고 

한다.

< M&A 관련 법률 체계 >

상법

•�합병:�합병의�개념,�효과,�무효,�합병계약서,�간이합병,�소규모합병,�삼각합병,�채권자보호절차,�

합병등기,�물적회사와�인적회사�간�합병

•�분할:�분할�및�분할합병�개념,�분할계획서�및�분할합병계약서,�분할에�의한�회사�설립,�분할�

효과,�공시,�물적분할�등

•�영업양수도:�영업양도인의�경업금지,�양도인�및�양수인의�책임,�양수도�규정(주주총회�특별결

의)�등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완전모회사�설립,�자본금�증가의�한도액�제한,�계약서�작성�및�주주

총회�승인,�공시,�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공시,�등기,�효력발생시기�등

•�주주권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의결권의�행사�및�제한,�자회사에�의한�모회사�주식�취득의�

제한(특히�포괄적�주식교환�및�이전의�경우)�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청구권,�소수주주권�제

도,�주주제안권,�집중투표,�소수주식의�강제매수,�자기주식의�취득�및�처분,�결손보전�외�자본

감소절차,�특수사채의�발행�및�사채발행�제한의�폐지,�현물출자의�용이화(주금납입�상계�허

용),�종류주식의�발행�등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개매수제도:�공개매수�조건�및�방법,�적용�대상,�공고�및�신고서,�의견표명,�결과보고서,�배

상책임�등

•의결권대리행사:�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견표명,�위임장�용지�등�공시,�조사�및�조치�등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내부자거래 금지:�주식�등의�대량보유�등의�보고�및�공시,�위반�주식�등�

의결권행사�제한,�시세조종행위�금지�및�배상,�내부자의�단기매매차익�반환,�임원�등의�특정

증권�소유상황�보고,�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등

•각종 특례규정(상장회사):�자기주식�취득�특례,�합병�등의�특례,�주식매수청구권의�특례�등

•주식취득제한:�공공적�법인의�주식취득�제한�및�의결권�행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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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기업결합의�제한�및�신고의무

•�상호출자 및 주식소유:�상호출자의�금지,�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의�지정�등

•�기타:�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지주회사�등의�행

위제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한,�특수관계인�또는�특수관계법인�간의�불

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등

세법

•국세기본법:�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연대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등

•지방세법 등:�납세의무의�승계,�취득세�납세�의무(예:�간주취득),�증권거래세�과세�등

•�법인세법:�합병·분할·현물출자�관련�과세�및�특례규정,�교환자산�양도차익의�손금산입,�외

국법인의�양도소득세�신고납부�특례,�이월결손금�등

•�조세특례제한법:�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주식의�포괄적�교환에�대한�과세�특

례,�벤처기업�합병에�대한�과세특례,�기타�과세특례�등

기타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신주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기존주식�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합병�등

에�의한�주식�등의�취득,�주식�등의�양도�등

•�은행법:�동일인의�주식보유한도,�한도초과주식�의결권�제한,�비금융주력자�주식보유제한,�다

른�회사에�대한�출자제한�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회사�M&A�실무준칙,�합병�및�분할�규정,�회생절차상�

M&A�흐름(관계인집회,�의결권�제한�등)�등

•�기타:�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공기업의�정관에�의한�주식취득제한),�

전기통신사업법(기간통신사업자�발행주식�취득제한)�이외�다수의�특별법에서�주식취득제한�

관련�규정을�두고�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M&A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역

할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법의 특징은 

법이 정한 특정한 행동을 할 때는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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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M&A에 임하는 의사결정자는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 타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상법에 우선하는 다양한 특례,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

한 내용 및 최근 개정사항을 다룬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다양

한 공시제도는 제3절 M&A 공시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실권주 임의처리의 제한

개정 전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에는 실권주 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관행적으로 회사들은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처리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의 신주발행 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고, 실권주 해당 금액을 다시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새로운 신주발행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제165조의6).

(2)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로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채들

과 다른 종류인 조권부자본증권을 도입하였다(제165조의11). 조권부자본

증권은 전환형과 상각형이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

는 조건이 붙은 사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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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

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불공정거래란,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거래(제172조 내지 제175조), 시

세조종행위(제176조 및 제177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시장질서 교란행

위(제178조의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내부자거래(단기매매차익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란 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권, 전환사채

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주식관련사채와 신주인수권증서, 이익참가

부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장 사채권주식 등을 매수(매도)한 후 6

월 이내에 재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거래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 

②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행위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자본시장법 제176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scop/sub01_unfair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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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행위의 양태를 예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 종

류는 위장거래, 허위표시,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등에 의한 시세조종 

등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③ 부정거래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

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

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

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

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도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위반

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④ 시장질서 교란행위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자 등이 M&A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정립하기 위하

여, 기존의 규제 대상인 1차 정보 수령자 이외에도 2차 이상의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 외부정보 이용,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

득한 정보이용 등 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등의 1.5배가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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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회사 내부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① 임직원·주요 주주

② 인허가권자·계약체결자

③ 1차 정보수령자 등

예) 연기금 펀드매니저가

    기금운용전략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투자목적으로 사용

2차 3차 ① 2차·3차 정보수령자

해킹
·

절취
 2차·3차 수령 ② 해킹 등 정보 도용

시장정보
생성

 2차·3차 수령 ③ 시장정보 생성·이용

(4) 합병가액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기능 강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

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

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165조의4). 

비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

균한 가액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

록 하였다.

(5)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중

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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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

고 있는 자금조달의 한 형태이다. 이에 따라 개정자본시장법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 ‘크라우드펀딩(증권형)’ 법제

화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비상장중소기업으

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기존사업과 독립 

회계)하는 자이며,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 이상 경과해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신생·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소액공모 대비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

소득종합과세 투자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전문엔젤, 벤처캐

피탈 등)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 제한, 창업기업의 연

간 자금모집한도 제한,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 매각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

술성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크라우드펀

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기업 및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업자는 자

본금, 인적ㆍ물적요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투자중개업자 대비 진입요건

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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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M&A와 관련

하여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주회사와 기업결합의 제한 등이 대표

적이다. 기본적으로 독점에 이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이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는 감독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업결합의 신고*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인 회

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

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자산 또

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합병당사회사에 포함된 경우에는 합

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2007.8.3] [[시행일 2007.11.4]]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

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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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기업결합이 일정한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2)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발행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유(상장사 

20%, 비상장사 40%)해야 하며,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규제하였다. 또한 

금융·비금융사의 동시소유를 금지하며, 비계열사의 주식 취득을 5% 

이하로 제한하였다(제8조의2).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지주회사와 자회

사·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자회사 상호간, 자회사

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해결해야 한다(제8조의3).

③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2014년 개정법에 의해, 기존의 순환출자가 아닌 신규 순환출자(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 포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단, 합

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전부의 양수 과정에서 형성

되는 신규 순환출자의 경우 등과 같은 회사의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정

당한 권리행사, 기업구조조정 등과 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순환출자를 허용하였으며 이때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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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순환출자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제9조의2).

(3) 위반 시 처벌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순환출자 

금지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동시에 기업결합의 제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 양태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특정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제4

항). 

또한 동법은 상기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제6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

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68조 제2호),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합병의 경우에만 과징금의 승계를 인정하였던 종

전과 달리, 2012년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분할·분할

합병되는 경우에도 분할일·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

징금 납부 의무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또는 분할

되는 회사의 일부가 합병된 다른 회사(존속회사)에 승계됨을 명시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신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제55조의3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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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M&A에서 상법이 중요한 이유는 주로 상법상의 절차의 하자로 인하

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효력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M&A를 할 때는 상법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M&A시 

많이 사용되는 중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상법은 주식의 분할(제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승인(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영업양수도

(제374조), 이사의 해임(제385조), 정관변경(제434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제513조, 제516조의

2), 해산 및 계속의 결의(제518조),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의 승인결의 

(제522조, 제530조의3) 등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양수도,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또는 각 결

의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 또는 공고·

통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

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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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530조의 11). 

나아가 2015년 개정된 상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대

주주의 범위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하여, 종래 상법

상 명문 규정이 없어 M&A 절차 진행 시 인정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무의

결권 주식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다(2015년 

12월 1일 개정,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 

(3) 채권자 보호절차

회사는 합병,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

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

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

야 한다(제527조의5, 제530조의9).

(4) 분할·분할합병에 있어서의 연대책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출자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

담하도록 정하지 않는 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530조의9). 

2015년 개정 상법은 동조에서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바꾸어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

였다(2015년 12월 1일 개정,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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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15년 7월 9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흥국의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은 급속

히 저하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

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하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새로이 발의되었고 2016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원샷법의 제정은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근거법인 「산업활력

법」 1999와 동법 폐지 후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 2014를 모델로 하

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 및 배경으로 하 

였다.

원샷법은 39개조 총 6장으로 구성되고 시행부터 3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재편지원제도와 기

업애로해소제도로 나뉘는 데,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기업의 과잉공

급 완화나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업애로해소제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각종 규제 절차

를 완화, 조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동법의 적용대상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인데,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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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및 사업

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제

2조).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는 기업이 원샷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제9조 내지 제14조). 먼저 사업재편계획 추

진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과잉공급 상황의 입증, 사업재편의 추진 

내용,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사업재편에 따른 고

용 관련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

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심

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과잉공급 업

종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매출액영업이익률, 가동률, 재고율, 가격·

비용변화율 등이 고려된다(실시지침 제4조).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통해 생산성 및 재

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하여야 하나, 심의 후 사업재편계획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이렇게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원샷법 적용 대상 기업은 상법, 자

본시장법상의 절차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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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상법, 자본시장법상 절차가 완화되는 특례는 소규모 분할·합병, 간

이합병, 주식의 교환 등에 관한 것인데(제15조 내지 제21조), 예컨대 간이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상법상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

유하여야 하나, 원샷법에 따르면 동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80%로 완

화된다(제17조). 또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기간과 관

련한 이의제출기간이 각 10일씩 단축 되었다(제19조, 제20조).

나아가 원샷법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자회사(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3항 제1호), 채무보증제

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10조의2 및 제14조 제3항 제3호) 등에 대한 규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 자회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적용은 3년 동안 유예하고,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

식의 의무처분기한을 상법상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제22조 내지 

제28조).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원샷법에 따른 기업결합을 보

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10조 제7항). 이때 주무부처의 장

은 생산·판매·물류비용 절감 및 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고용 증대 및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등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효율성 증

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실시지침 제9조).



M&A와

법률관계 183

그 외에 원샷법은 사업재편계획 추진기업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분할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 금액 손금

산입,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분할익금

산입,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합병 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분할익

금산입 등의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원샷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6 내지 제121조의31), 그 외에 연구개발비 등의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 경영·회계 등의 자문까지 지원할 수 있음

을 예정하고 있다(제30조 내지 원샷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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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M&A와 세무

  개요

M&A 과정에 있어 세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무적 지식이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가치만 고려해 M&A 거래금액에 

대한 협상에만 집중하기도 하나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M&A 자체의 실

효성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무상 M&A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안은 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현

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및 자산 양수도 등이 있으며, 세법에

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적 이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세목 주요 내용

법인세법

•구조조정�관련�주요�규정�존재(합병,�인적�및�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적격요건),�양도차손익�계산,�부당행위계산부인,�자산및부

채의�취득가액(승계가액),�각종�세무조정사항,�세액공제(이월결손금)�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특수한�구조조정에�대한�과세특례(포괄적�주식교환/사업양수도�등)

•지방세,�증권거래세�면제�근거�등

법인세법/소득세법 •의제배당

지방세법 •취득세(중과세�포함),�간주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세�포함)

부가가치세법 •포괄적�사업양수도�판단,�폐업신고�등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가판단기준,�일감몰아주기,�각종�증여의제�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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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A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서 과세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의 원

활한 지원’에서 조세평등원칙에 입각한 ‘조세특례의 엄격한 해석’으로 엄

격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기존 유권해석 등에 대

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통하여 엄격한 과세 행정을 진행하고 있어 기업 

및 자문사의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M&A 과정에서 발생

하는 세무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병 세무

(1) 합병 과세체계

합병에 대한 원칙적 과세체계-양도거래

합병비율의 산정

순자산의 “양도”

구주의 반납
합병대가의 지급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
합병대가의 지급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법인세/ 상증세)

 간주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법인세/ 상증세)

 의제배당

 간주취득세

 취득세

 증자등록면허세

 양도차익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주식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피합병법인 주주 합병법인 주주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법인세법상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모든 순자산을 합병법인에게 양도

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 등의 합병대가를 받아 즉시 피합병법인 주

주에게 교부한 후 그 법적실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일반적인 과세

체계 하에서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은 합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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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에 의한 의제배

당(법인세, 소득세), 합병비율에 따른 이익분여(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합병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체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동일성

이 유지되는 일정한 합병(적격합병)인 경우, 합병 시점에 과세이연 또는 

면제 등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등의 개별적인 이슈는 적격합병요건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체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

•�주식�양도에�따른�증권거래세�과

세(0.5%)

•양도차익�없음

•증권거래세�비과세

합병법인

•�합병매수차손익에�대한�손금(익

금)�산입

•시가�승계

•취득세�과세물건에�대한�취득세

•�신주발행에�따른�증자등록세(자

본금의�0.48%,�중과세(3배)�검토�

필요)

•합병매수차손익�미인식

•장부가�승계(과세이연�효과)

•취득세�비과세

���(감면에�따른�농특세도�면제)

•자산조정계정�계상

•신주발행에�따른�증자등록세

피합병법인의�주주
•의제배당�과세

•간추취득세(요건�성립시)�(서울세제-5847,�2013.05.13.)

(2) 합병의 단계별 세무이슈

① 합병 이전 단계의 세무이슈

합병 이전 단계에서의 가장 큰 세무적 이슈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다. 공정하지 않은 합병비율을 적용할 경우 적격합병이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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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부담이 발생 가능하며, 합병당사법

인 간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적격합병

원칙 •합병당사법인의�시가�기준으로�산정한�합병비율을�적용해야�함

구체적

적용례

•합병�일방�또는�양사가�상장사일�경우

→�자통법에�따른�합병비율�인정

•비상장사간�합병일�경우�

→�세법상�시가에�따른�합병비율�인정

→�특수관계자�간에는�통상�상증세법상�보충적�평가에�따라�산정

세무상

리스크

•주주�간�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8호)

•피합병법인의�양도손익�감소에�따른�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제1항�3호의2)

•불공정합병에�따른�증여세(상증세법�제38조)

•적격합병�요건�불충족(법인-695,�2011.09.21.)

추가

고려사항

•상증세법에�따른�합병비율을�적용할�경우�모든�리스크는�제거되는가?

→�세법상�시가적용으로�상법,�형법상�리스크가�제거되는�것은�아님

② 합병 단계의 세무이슈

합병 단계에서는 과세이연 및 조세감면을 위한 적격합병의 요건을 검

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상 경영주체 및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경우, 양도거래에도 불구하고 이익실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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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내용

1.�사업의�목적 •합병등기일�현재�1년�이상�사업을�계속하던�내국법인�간의�합병일�것

2.���지분의�

연속

주식교부

비율요건
•합병대가의�총합계액(시가)�중�주식�등의�가액(시가)이�80%�이상일�것

주식배정

요건

•�피합병법인의�지배주주�등에게�다음�산식에�따른�가액�이상을�각각�

배정할�것

���:���주주�등이�지급받은�합병교부주식�등의�총합계액�×�일정�지배주주�

등의�지분율

주식보유

요건

•�주요�지배주주�등이�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까지�그�

주식을�계속�보유할�것

•�피합병법인�지배주주�등이�합병으로�교부받은�주식의�1/2�이상을�처

분한�경우�지분의�연속성�요건�미충족

•단,�‘부득이한�사유’시에는�요건�미비에도�요건�충족한�것으로�봄

3.�사업의�계속성

•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까지�승계사업�영위할�것

•승계사업의�폐지�:�승계한�고정자산의�1/2�이상을�처분하거나�미사용

•단,�‘부득이한�사유’시에는�요건�미비에도�요건�충족한�것으로�봄

‘부득이한 사유’는 기업구조조정에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며 분할 등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M&A 거래

구조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건 부득이한 사유

지분의

연속성

•주요�지배주주�등이�다음의�사유로�합병교부주식을�처분하는�경우

-�합병으로�교부받은�전체�주식�등의�1/2�미만을�처분

-�지배주주�간�처분은�처분한�것으로�보지�아니함

-�합병�외�취득분�보유�시�당해�주식부터�처분한�것으로�봄

•주요�지배주주의�사망,�파산에�따른�처분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특법상�포괄적�주식교

환�등에�따른�처분

•회생절차에�따른�법원의�허가에�의한�처분

•기타�법령상�의무를�이행하기�위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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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부득이한 사유

사업의

계속�영위

•합병법인�등이�다음의�사유로�승계받은�자산을�처분하는�경우

-�파산에�따른�처분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자산의�포괄적�양도에�

따른�처분

-�회생절차에�따른�법원의�허가에�의한�처분

위와 같이 합병 단계에서는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 적격합병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 사례

1.�사업의�목적

•�주식만�보유하고�직원도�없는�SPC는�사업의�목적�요건을�충족하는

가?

→���사실상�사업을�영위하고�있지�아니한�법인으로�판단할�가능성이�

존재함

2.���지분의�

연속성

주식교부

비율요건

•�세법상�공정한�비율�산정�시�100주를�교부하여야�하나,�불공정합병비

율�적용으로�75주를�발행하여�전액�교부하는�경우는?�

→���유권해석상�‘공정한�비율�적용�시�교부하여야�할�주식’은�80%로�

판단하므로,�25주�상당분은�합병교부금�포기로�간주하여�적격요

건에�해당하지�않음

주식배정

요건

•�지분비율대로�배정했으나,�단주�발생으로�인하여�지배주주의�지분율

이�기존지분율보다�하락한�경우는?�

→���상법에�따라�단주처리하여�단주처리대금과�주식배정�외�다른�지

급대가가�없는�경우에는�적격요건을�충족함

주식보유

요건

•�피합병법인�지배주주가�2인�이상인�경우,�어느�지배주주�일방만�50%�

이상�처분하는�경우?

→���지배주주가�2인�이상인�경우�각각의�지배주주�모두를�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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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병 이후 단계의 세무이슈

합병 이후의 사후관리요건은 적격합병 철회의 의미보다, 적격합병의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요건 내용

사후관리

요건

•�적격합병�요건�충족으로�과세이연�받은�후,�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

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2년�이내에�다음의�사유�발생�시�과세특례�

중단(단,�부득이한�사유의�경우�제외)

-�사업을�폐지하는�경우

-�지배주주�등이�합병법인으로부터�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사후관리�요건

위배�효과

•자산조정계정�잔액�총�합계액(0보다�큰�경우)�:�일시�익금�산입

•승계받은�이월결손금�중�기공제�금액�:�전액�일시�익금�산입

•�합병매수차손익�일시�익금(손금)�산입�후,�합병등기일로부터�5년�이내�균등�

손금(익금)�산입

(3)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

①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 사업연

도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병으로 해산

하는 경우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의제사업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한다. 하지만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0’으로 할 수 있다. 

구분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양도손익
합병법인으로부터�받은�양도가액

–�합병등기일�현재�피합병법인의�순자산장부가액



M&A와

법률관계 191

구분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양도가액

가 + 나 + 다

•가.���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의�주주�

등에게�지급한�주식�등의�가액

•나.�금전�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

•다.���납부한�피합병법인의�법인세�및�

지방세�등

•�양도가액을�합병등기일�현재�순자

산장부가액으로�할�수�있음

•양도손익�=�‘0’

과세이연�효과
적격합병요건�충족�시�피합병법인�단계에서�양도손익에�대하여�과세하지�아

니하고,�합병법인에서�과세(자산조정계정의�설정)

부가가치세법상 피합병법인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

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 합병신고서에 사

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적격합병의 

경우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② 합병법인

합병법인은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

로 자산·부채를 취득한다. 하지만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 

자산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양도받은 자

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의 차이를 자산조정으로 계상하여 과세를 이연한다. 

구분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자산승계가액 •합병등기일�현재�시가 •장부가액(과세이연분�실현)

자산조정계정�설정 •해당�사항�없음

•�양도받은�자산/부채를�시가로�

계상하되,�시가와�장부가액의�차

이금액을�자산조정계정으로�계

상하고�익금(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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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추인 •해당�사항�없음 •상각�또는�처분�시에�추인

합병매수차손익

(영업권�또는�

부의�영업권)

•�합병등기일로부터�5년간�월할�

손금/익금�산입

•�합병매수차손의�경우�자산성이�

있는�경우�손금�가능

•해당�사항�없음

유보/�이월세액�공제
•�미승계(단,�대손충당금,�퇴직급

여충당금�관련�유보�승계)

•�승계(합병법인�사업부문�세액에�

대한�공제�가능)

이월결손금 •미승계
•�승계(단�승계받은�사업부에서만�

공제)

승계자산�처분손실 •해당�사항�없음

•�합병등기일로부터�5년�이내�발

생한�승계자산의�처분손실�:�승

계받은�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

액의�범위에서�손금�산입

한편, 합병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 85%

가 감면된다.

③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주주) 또는 소

득세(개인주주)의 납세의무가 있다. 적격합병 시에는 합병대가에 포함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적

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금(현금부분)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구분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의제배당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의�주주가�취득하는�합병대가�–�피합병법인의�주식�취득가액

•합병대가�=�합병교부주식의�가액�+�금전�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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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적격합병(일반) 적격합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취득�당시�시가 종전의�장부가액

합병신주�

취득원가

종전주식의�장부가액�+�의제배당액�+�불공정자본거래로�인하여�특수관계자

로부터�부여받은�이익�–�합병대가�중�금전�및�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

한편, 합병법인의 주주는 비적격합병의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

한 이익분여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과세이연 효과

피합병인과 합병법인간 과세이연 효과 분석

양도가액 ＞ 시가(개별자산)구분

•피합병법인 : 합병양도차익 익금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손 손금

비적격합병

적격합병

합병양도차익(①)

합병매수차손(②)
장부가액 양도가액시가

시가(개별자산) ＞ 양도가액

•피합병법인 : 합병양도차익 익금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익 익금

합병양도차익(①) 합병매수차익(②)

장부가액 시가양도가액

•피합병법인 : 과세 없음

•합병법인 : 자산조정계정 계상

자산조정계정(①-②) 자산조정계정(①+②)

장부가액 양도가액시가

•피합병법인 : 과세 없음

•합병법인 : 자산조정계정 계상

장부가액 시가양도가액

위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은 합병 시점에 과세가 되며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가 된다. 하지만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계상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없으며, 합병법인 또한 자산조정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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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산의 사용시점부터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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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M&A 공시규정

M&A는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의 M&A에 있

어 적용되는 공시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요

(1) 공시의 원칙

바람직한 공시제도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필

요하다.

① 신속성 : 사유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

② 정확성 :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

③ 용이성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 명확한 내용

④ 공평성 :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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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공시제도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이

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M&A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 공시제도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Rule), 공개매

수제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기주식취득제도, 합병·자산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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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할 등에 대한 공시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유통

시장 내의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의거하

여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A 관련 공시 규정

구분 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59~161조,�제391조

•공시의무�법적�근거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의무

•�공시의무사항에�관한�거래소�공시규정�마련�및�운영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발행시장�중심의�공시내용을�규정

•유통시장�공시내용도�포함

공시규정(한국거래소) •유통시장에서의�공시의무�규정

(3) 기업공시제도의 분류 및 주요공시사항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정기공시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 등
지분공시

공개매수신고서, 시장조성·안정조작신고서 등특수공시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등(단일제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별도제출)
주요 사항 보고서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공시: 당일·익일 공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공정공시

△공적규제(금융위 사항)

△자율규제(거래소 사항)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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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행시장 공시

가. 증권신고서 제도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발행인이 그 모집·매출의 내

용 및 당해 법인의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하고 투자자들은 

그 공시내용을 투자 판단자료로 활용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시제도

◈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판단기준

[공모여부] 모집·매출 또는 전매기준(간주모집)에 해당하고

[금액]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가 1년 동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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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과 ‘제2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구분 기재내용

제1부�:

모집�또는�매출에�관한�

사항

·�모집�또는�매출에�관한�일반사항

·�증권의�권리내용

·�증권의�취득에�따른�투자위험요소

·�인수인의�의견

·�자금의�사용목적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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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내용

제2부�:

발행인에�관한�사항

·�회사의�개요�

·�사업의�내용

·�재무에�관한�사항

·�감사인의�감사의견�등

·�이사회�등�회사의�기관�및�계열회사에�관한�사항

·�주주에�관한�사항

·�임원�및�직원�등에�관한�사항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그�밖에�투자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

나. 투자설명서 제도

 •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내용 

및 증권의 발행 요령을 알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투자권유문서

◈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판단기준

예비투자설명서

 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기한 청약권유문서

· 투자설명서

 신고서 효력발생 후 모집·매출의 조건이 확정된 경우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

용하는 청약권유문서

· 간이투자설명서

 신고서가 수리된 후 발행인이 신문·잡지 증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

전달매체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

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청약권유문서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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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통시장 공시

가.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 정기공시 대상법인 >

대상법인 제출면제사유

증권을�상장한�법인
상장폐지요건에�해당하는�발행인으로서�귀책사유�없이�

사업보고서�제출이�불가능함을�확인(금융위)받은�경우
· 파 산 한�

법인

·해산사유

가� 발생한�

법인

증권을�모집·매출한�

법인(상장폐지법인�포

함)

공모한�증권별�소유자�수가�25인�미만인�경우로서�금융

위가�인정한�경우�(다만,�25인�미만으로�감소된�날이�속

하는�사업연도의�사업보고서는�제출)

증권별� 소유자수가�

500인�이상인�외감법

인

증권별�소유자�수가�300인�미만인�경우�(다만,�300인�미

만으로�감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사업보고서는�

제출)

나. 주요사항보고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동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 >

제출사유 첨부서류

어음�또는�수표의�부도,�은행�당좌거래의�정지�

또는�금지

부도�확인서,�당좌거래정지�확인서�등�증명서

류

영업활동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정지
이사회의사록,�영업정지�처분�명령서�등�증명

서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

절차개시의�신청

법원에�제출한�회생절차개시신청서�등�증명서

류

해산사유�발생 이사회의사록,�파산결정문�등

자본증가�또는�감소에�관한�이사회�결의 이사회의사록�등�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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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유 첨부서류

합병,�주식교환·이전,�분할,�분할합병�등의�결

정

중요한�영업�또는�자산의�양수도�결정

이사회의사록�등�증명서류,�계약서(계획서),�외

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외부평가의무�존재

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또는�처분(신탁

계약�해지)의�결의
이사회의사록�등�증명서류

주채권은행으로부터�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7

조제1항�및�2조2항에�따른�조치를�받은�때

주채권은행의�결정서·계약서·합의서�등�증

빙서류

증권에�관한�중대한�소송�제기 통소장부부본�등�법원송달서류�등

해외증권시장�상장�또는�상장폐지�결정,�매매

거래정지�조치�등

외국�정부�등에�제출하였거나�통지받은�서류

와�한글요약본

CB,�BW,�EB,�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결정 이사회의사록�등�증빙서류

중요한�자산양수·양도를�권리행사의�내용으

로�하는�풋백옵션�등의�계약�체결�
해당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조건부자본증권이�주식으로�전환되거나�또는�

사채의�상환과�이자지급�의무가�감면되는�사

유가�발생하는�경우

해당�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구분 내용

민사·형벌·행정

제재

•사업보고서�허위기재�등의�경우�손해배상�책임

•과징금�부과

•징역�또는�벌금형

•�금융위�조치�:�유가증권의�발행제한,�임원의�해임권고,�수사기관에�통보�등

거래소의�조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표,�매매거래정지(1일)

•일정기간�해당시�관리종목지정�또는�상장적격성�실질심사



M&A와

법률관계 201

  공시 유형

(1) 기업의 인수 관련 공시제도

① 공개매수신고서제도

공개매수tender offer ; take-over bid 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된

다.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앞서 공개매

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개매수 공고일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보유지분의 

변동 또는 보유목적의 변경 등 주식 등의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으

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5%Rule 또는 

5%보고제도라고 한다.

보고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보고사유별로 신규보고, 변동보고, 변경

보고로 구분된다. 먼저, 신규보고는 새로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를 말하고, 변동보고는 5% 이상 보유한 자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변경보고는 보유목적의 변경, 보유주식 등

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또는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의 변경, 보유형태

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게 되는 보고를 말한다. 여기서 보유형태의 변경

이란 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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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자는 그 보유 상황,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

적 여부),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자기에

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권유대상자에게 정확

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상법상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원활한 주

주총회의 성립 목적보다는 기업경영권 경쟁을 위한 수단Proxy contest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합병 등 공시제도

일반적으로 합병등이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아래와 같은 공시의무가 있다.

합병 등에 따른 공시제도

구분 제출대상법인 제출사유 및 기한

주요사항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이사회결의

가�있는�때에는�그�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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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대상법인 제출사유 및 기한

합병등

종료보고서
주권상장법인

합병·분할·분할합병의�등기를�한�때�지체�없이

등기�등�사실상�영업·자산양수도를�종료한�때�지체�없이

주식교환을�한�때�지체�없이

주식이전에�따른�등기를�한�때�지체�없이

한편 합병 등에 따른 신주발행 및 주식의 교부가 공모(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합병 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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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M&A는 기업 합병과 인수뿐만 아니라 분할, 자산 및 영

업 양수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고도

화된 자본거래를 뜻하기도 하며, 상장 관점에서 SPAC상장, 우회상장, 

기술 및 코넥스상장을 포함한다. 또한 M&A 주체별 성격에 따라 PEF & 

Buyout, 적대적 M&A, 회생 M&A, Cross-border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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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

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상 간소화 정도에 따른 일반

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과 대금지급방식에 따른 삼각합병으로 구분

된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합병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일

반적인 합병 방법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같은 복잡한 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자

금 부담이 없어 신속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방법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방법

삼각합병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

가로 존속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신주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

  일반 합병

(1) 주요 절차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병승인 이사회결

의, 합병계약 체결,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

사,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기일, 합병등기 등을 거쳐 진행된다. 

상장법인과의 합병은 비상장법인 간 합병 절차에서 외부평가기관의 합

병비율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장법인의 공시 및 신고, 합병신주

의 상장 절차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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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 진행시 상장사가 합병대상법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주총

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합병을 진행해야 하므로 동 사

항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Phase 1. 사전 준비 Phase 2. 합병승인 주주총회

합병이사회결의

D-32 D-day D+36

주주총회

약 2.5개월 소요

합병등기

•합병관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합병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주총 2주 전~합병일부터 

    6개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주총소집통지일~주총전일)

Phase 3. 합병등기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시작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청구)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청구)

•주식의 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청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공고기간 1월 이상)

•합병기일

•합병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합병보고주주총회 대체)

•이사회결의 공고(정관상 공고 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 게재)

•합병등기(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3주 내)

(2) 주요 고려사항

① 합병가액 산정

비상장법인 간 합병은 조세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무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반면 상장법인과의 합병은 법제화된 평가방법에 의

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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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정방법

상장법인 간 합병

합병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선 날의 전일

을 기산일로 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1주일 가중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30%(계열사 간 합병은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상장 상장법인 간 합병 준용*

비상장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본질가치), 상

대가치 가액을 비교하여 공시

* 단, 산출한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의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이로 인해 합병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주주의 주

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정)하거나, 청

구권 행사주주 및 소요자금을 예측하여 매수 가능한 수준을 사전에 결

정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대상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이사회결의에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기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수

가격

결정

방법

•주주와 법인 간 협의로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 상장주식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간 산술평균 가격

- 비상장주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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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장대법인 및 우회상장 요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이 자산,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클 경우 비상장대법

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영권이 변동될 경우에는 우회상장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세부내용

비상장대법인
외형요건(기업규모, 자본상태, 경영상태, 이익규모, 감사의견 등) 및 

질적 요건 충족

우회상장 외형요건(영업기간, 경영성과, 감사의견 등) 및 질적 요건 충족

④ 세무상 적격 합병

비적격 합병 시 세무비용이 발생하므로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

성 등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소규모/간이/삼각합병

소규모합병

소규모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하는 회

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으

로 합병이 가능하다.

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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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이 생략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주식매

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금부담 없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특

징이다.

간이합병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소멸하는 회사는 주

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간이합병은 절차가 간단하나, 반대주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

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삼각합병

삼각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신주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멸회사의 부채는 합병 후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승계하므로 모회사

는 한정적 책임을 지며,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상 의무는 

회피할 수 있다.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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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모회사 없음 없음

자회사(존속)
특별결의 필요

(소규모의 경우 면제)

있음

(소규모의 경우 면제)

대상회사(소멸)
특별결의 필요

(간이의 경우 면제)

있음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간이의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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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분할

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

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할이라 한다. 

거래의 실질과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단순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구분 세부내용

단순

분할

인적

분할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

며, 주주구성이 변하지 않는 수평적 분할

물적

분할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여, 기존 회사가 분할되

는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

분할합병
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단순분할(인적 및 물적)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신설

회사 주주
분할회사 주주 분할회사

자산이전 장부가액 공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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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자산평가 불필요 필요

자본감소 감자절차 발생 감자절차 없음

구주권제출 필요 불필요

배당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변동
영향을 받지 않음

재상장 지분분산절차 불필요

재상장 불가

(지분분산 등 요건 충족 시 

신규상장 가능)

주식매수 청구
상장법인의 경우 

신설법인이 재상장 불가시 필요
불필요

등기형태
분할회사 - 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분할회사 - 분할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2) 주요 절차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 이사회결의, 

분할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기일, 분할등기 등을 

거쳐 진행된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 절차에 이전되는 부문의 자산·부

채 평가절차가 추가되고, 구주권 제출절차는 생략된다. 상장법인의 경

우에는 분할신고서 제출, 법정공시 및 신고, 분할종료보고서 제출, 분할

회사 변경상장,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절차 등이 추가된다.

한편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인적분할시 상장

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요건의 검토가 반

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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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사전 준비 Phase 2. 분할승인 주주총회

분할이사회결의

D-32 D-day D+36

주주총회

약 2.5개월 소요

분할등기

•분할대상 사업부문(자산 및 부채 등)

   확정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분할일정 및 절차, 분할계획서 확정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 정관, 임원 등 확정

•분할이사회결의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분할계획의 요령 기재)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주총 2주 전~분할등기 후 6개월)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주총특별결의)

Phase 3. 분할등기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 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

   (공고기간 1개월 이상)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공고기간 1개월 이상)

•분할기일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이사회결의로 분할보고주총 대체)

•이사회결의 공고(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함)

•분할등기(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3주 내)

(3) 주요 고려사항

① 분할 대상 자산·부채 확정(분할비율 결정)

분할 재무상태표는 하기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다.

구분 세부내용

분할기준일 재무상태표 추정 사업 및 투자계획 등 반영

직접 귀속 및 공통 자산·부채 배부
분할 Tax 적격 요건 충족

증자계획 및 경영효율성 고려

현금 및 차입금 배부 재무구조 및 자금수지 등 고려

분할 재무상태표 확정 신설법인 자본금 결정



216 M & A
ESSENCE

분할 사업 부문 관련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하고 

공통 자산·부채는 신설법인의 계속기업가능성 및 귀속(Tax 적격분할 요

건, 자금수지계획 등)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분할비율은 회사 전체 자산·부채 중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귀속된 

자산·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신설법인에 귀속될 자본금과 주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순자산기준과 기업가치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

로 순자산 기준으로 자본금과 주식수를 결정한다.

② 분할 Tax 검토

가. 분할 주체별 세무 이슈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적격분할 요건

을 충족할 경우 법인등기 관련 자본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제외한 대

부분의 세액이 이연 또는 면제된다.

구분 세부내용
적격분할 요건

충족 미충족

존속

순자산양도손익 법인세 과세이연 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1)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

신설

분할매수차손익 과세이연 과세2)

유보사항의 승계 승계 일부 승계3)

취득세 면제 과세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주주 의제배당 법인세 및 소득세 미발생4) 과세

주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요건 충족 시 면제

 2) 5년간 균등월할환입

 3)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4) 신주를 시가와 취득가로 평가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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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분할 요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실행 

시 각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요건 세부사항

사업

목적

분할

사업영위기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독립된 사업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포괄적 승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단독출자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

지분의

연속성

주식교부비율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

가 전액이 주식일 것

주식배정
그 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 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

라 배정할 것

주식보유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

계속성
사업영위기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다. 사후관리 요건

과세혜택을 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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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정계정 총합계액의

  잔액을 일시 익금산입2)

•분할매수차익(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익금(손금) 산입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일정기간1) 동안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유지2)

(*) 판단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4)

    1.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또는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요건

→ 예외: 법인의 파산에 따른 처분

적격 합병·(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사업 폐지

포괄적 양도에 따른 사업 폐지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의 허가를 받아 승계자산 처분

일정기간*1) 동안 법정 주주는 분할신주를 보유

→ 예외: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 처분(지배주주 간의 처분은 제외)

사망·파산에 따른 처분

적격합병·(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른 처분, 포괄적 

양도 등에 따른 처분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

요
건
위
배
시

주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2) 승계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③ 상법법인 인적분할시 재상장요건 충족

상장법인 인적분할시 재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상장주권의 일부분이 

유동성을 상실하여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재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실무에서는 감독기관의 권고 또는 자율에 

의하여 분할회사 또는 분할회사의 대주주가 공개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하여 왔다. 이와 같은 

취지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신

설법인이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재상장 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이 난 이

후에도 인적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강제

화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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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가증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주선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

는 없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주선인을 반드시 선임하고 상장

주선인을 통하여 재상장 신청을 해야 한다.

  분할합병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

는 것이며 분할회사 측면에서는 기업분할이지만, 분할합병의 상대방 측

면에서는 합병이므로, 단순분할의 내용과 합병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

다.

분할합병은 분할과 합병의 성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구분 분할합병 합병

대상 주식회사만 가능 모두 가능

사업부문승계 일부 사업부문 승계 가능 회사 전체(모든 사업부문) 승계

대가의 수취자
분할회사의 주주(인적) 또는 

분할회사(물적)
피합병회사의 주주

자산·부채 승계
특정사업부문에 속한 

자산·부채만 승계 가능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승계

합병 또는 분할합병

회사의 책임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및 

부외부채에 대하여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 가능

피합병회사의 모든 채무 및 

부외부채에 대하여 책임 부담

대상회사의 소멸 분할회사는 존속 또는 소멸 가능 피합병회사는 무조건 소멸

주총 특별결의, 소규모 및 간이의 경우 이사회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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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분할합병

삼각합병은 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

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도 

모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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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산 및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는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과 같은 개별적인 자산의 소유권

이 변경되는 거래이며, 영업 양수도는 독립된 특정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의무, 인력·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

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이다.

경상적인 양수도는 회사의 일상적 거래로 법률상 특별한 제한 없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중요한 양수도의 

경우 법적 절차 등이 요구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 중요한 양수도

중요한 자산 양수도는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이다.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양수도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양수도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

인 경우

 •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영업 전부의 양수



222 M & A
ESSENCE

구분 중요한 자산 양수도 중요한 영업 양수도

주총승인 불필요 주총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인정

주요 사항 보고 제출 제출

외부평가 필요 필요

종료 보고 금융위 제출 금융위 제출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

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산 양수도의 경우 특별한 이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절차 및 특징

비상장법인의 중요한 자산 양수도는 상법상 이행규정이 없고 자본시

장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산 양수도 가액의 평가, 이사회결의, 

계약체결, 기준일 설정, 대금 결제 등의 절차에 의하여 거래가 종결된다.

비상장법인의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상법상 규정된 주주총회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등 법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본의 변동을 수

반하지 않으므로 등기절차가 불필요하다. 또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

과 부채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수취하게 되어 실질적인 순자

산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도 불필요하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 양수도의 경우 비상

장법인의 절차에 법정공시 및 신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주요사항보

고서 및 종료보고서 제출 절차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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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업 양수도

Phase 1. 사전 준비 Phase 2.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및 계약체결

D-32 D-day D+61

주주총회

약 3.5개월 소요

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지급

•대상사업부문 확정

•외부평가기관 평가 계약

•관련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절차 및 일정 확정

•외부평가기관 평가 완료

•계약서 등 관련서류 작성

•이사회결의 및 계약체결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주총소집은 이사회결의사항)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주식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방법 

    명기)

•반대의사 접수마감

   (주총소집 통지일~주총 전일)

•주주총회 개최

Phase 3. 매수청구권 행사

•매수청구권행사 시작

   (매수청구 주총일로부터 시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완료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약이행(대상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등 권리이전절차 이행)

•영업양수도 기준일

   (실질적인 영업양수·도 효력 발생일)

•대금지급(기준일 이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

   (매수청구권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산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 개별적인 자산의 매각을 준용한 세무검

토가 이루어진 후 포괄적인 승계에 따른 세무검토도 요구된다.

구분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법인

세법

양수도가격
시가대비 고가양수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1)

시가대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1)

자산양도차익 - 법인세 과세

감가상각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50% 

범위 내 신고 가능
-

부가

세법

과세대상 여부 - 포괄적 사업양수도일 경우 면제

사업등록 변경 정정 정정

증권거래세 - -2)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 발생
-

주 1)   고가양수, 고가양도의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2) 유가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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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 가액의 산정방법은 합병과 달리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거래가격 및 자산 평

가 시 부실평가로 인한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악화와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3) 제한규정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며, 영업양수인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2년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자가 상장법인인 경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를 결의

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시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 제출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제출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를 사실상 종료한 때 금융위에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제출

우회상장 제한규정
우회상장으로 인한 경영권 변경 시 지분매각 제한, 우회상장요건 위

반시 상장폐지

주된 영업부문 양도시 

상장폐지

상장법인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주된 영업이 매각되는 경우 주된 영

업활동의 정지사유가 적용되어 상장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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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 영업양수도에 관한 규정

상법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등 

상법 제37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 총주주의 동

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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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주식교환 및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존립중인 회사(A)에 다른 회사(B)의 주주가 가지는 B주식을 모두 주식 

교환에 의하여 이전하고, B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A사의 신주를 배정 받

음으로써, A사가 B사의 100%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 ⇒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 주식 교환, 이전 신고서 제출 ⇒ 주

주명부폐쇄, 기준일 공고(기준일2주전)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주총2주전) ⇒ 주식

교환승인 주주총회(특별결의) ⇒ 주식교환(주총승인 후 1월 이상 경과)]

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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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행사는 반대의사표시를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이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해야 한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

자 보호절차와 등기는 필요 없다.

 •  소규모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 10: 종래 완전모회사 A가 되는 회

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는 간소화

된 절차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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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정 상법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주식교환의 

범위를 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동일하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

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하고,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다. 

 •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 9)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B)의 총 

주주의 동의 또는 완전모회사(A)가 되는 회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 소유하는 경우 B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

인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주식교환(간이합병과 유사함)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존립 중인 회사(A)는 A사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포괄적 이전에 의

하여 완전모회사(B)를 설립하고 A사의 주주는 B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B사는 A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100% 소유하는 완전모

회사가 되고 A사는 B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라 한다.

주식이전과 주식교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식이전 주식교환

완전모회사 형태 신규로 설립될 회사 기 설립된 회사

간이 또는 소규모 제도 불인정 인정

교부주식내용 신주만 가능 신주 또는 구주(자기주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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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식이전 주식교환

효력발생시기
완전모회사 설립등기 시 

효력발생

등기와 무관하게 교환기일에 

효력발생

등기 완전모회사 설립등기 완전모회사 자본변경등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제한규정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

부실한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모회사 자산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 자본금은 완전자회사 순자산에서 완전

자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사주를 지급

하는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음

상호주 보유 제한

주식교환 전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교

환 후에는 상호 주식을 보유한 결과가 되므로,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완전모회사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

기업결합에 해당될 경우 매출액 2천억 원 이상은 사후신고를, 매출

액 2조 원 이상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회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

상장법인이 포함된 경우 자본시장법 및 감독규정에 의한 제한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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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주요 신고사항 주요 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제출

주요 신고사항에 

대한 벌칙
손해배상책임, 금융위의 조사 및 조치, 형사적 책임

교환비율 외부기관 평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시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외부기

관의 평가

우회상장 제한규정
우회상장 기준 위반 시 상장폐지, 우회상장 시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교환신주 매각 제한

  삼각주식교환제도

상법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에게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을 신설하고, 다만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과 같이 그 지급을 위하여 모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가 주식 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는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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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SPAC 상장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

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다. 2009년 SPAC의 도입으로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의 안정성

을 보장받으면서 소액으로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유망한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1) 개념 및 특징

SPAC은 법인설립, IPO(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

을 달성하게 된다.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

진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

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한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

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이다. SPAC은 일반주

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

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상

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

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

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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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의 합병상장

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

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된다. 한편 SPAC이 존속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

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① SPAC의 일반사항

구분 내용

법적 형태 주식회사

사업 목적 우량한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공모자금 예치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 예치

공모주주 의사결정권 대상 기업과의 합병 여부 결정(SPAC 경영진은 의결권 없음)

합병 후 경영권 비상장기업 오너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

② SPAC 상장의 특징

특징 상세내역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 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예치금은 인출/담보제공 금지

높은 환금과 유동성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합병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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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세내역

일반투자자 

M&A 투자기회 제공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주주총회에서 일

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우량기업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③ SPAC상장의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시 비상장법인의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하여, 시

장상황의 영향을 적게 받아 회사의 본질적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음 

주주총회결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어, 주주총회의 부

결가능성 존재

*   직상장은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 및 공모과정을 거쳐 진행됨. SPAC은 이미 공모를 마치고 

확정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공모에 대한 리스크 없음.

구분 고려사항

가치평가

합병비율 산정 시 비상장법인의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하여, 

시장상황의 영향을 적게 받아 회사의 본질적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있음 

주주총회 결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어, 주주총회의 부

결가능성 존재

(2) 절차 및 요건

SPAC과 합병을 추진하려는 비상장법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등록)을 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

의 이후 합병완료시점까지는 평균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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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Diligence

•상장을 위한 실사

•기타 수시로 

  이슈 파악

•합병평가보고서

•청구서 작성

이사회
(합병의 건)

•이사회 결의(합병)

•합병계약 체결

예비심사청구

•요건적합 여부 

  검토

•영업기준일 45일 

  이내 승인 예상

증권신고서
(합병) 제출

•예비심사청구 

  승인 후 제출 가능

•증권신고서 제출

•효력발생 15영업일

  소요

주주총회
(합병승인)

•주총 소집 이사회

•주주명부 폐쇄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의 이의제출

합병완료
& 매매개시

•합병완료

•합병등기

•매매개시

비상장법인이 SPAC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직상장의 경우처럼 비

상장법인이 일정한 심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래소는 예비심사청구

과정을 통하여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거래소는 경영성

과, 감사의견 및 최대주주 변경 제한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외에 기업경영

의 계속성, 지배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상장 심사기

준을 준용하여 질적 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에 SPAC과 합병상장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형식적 심사요

건 및 질적 심사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형식적 심사요건 

구분 형식적 심사 요건

경영성과 요건

(①,②,③ 중 택1)

① ROE 10%(벤처 5%)

② 당기순이익 20억 원(벤처 10억 원)

③ 매출액 50억 원 및 매출액증가율 20%

합병대상법인 규모 대상법인 총자산 또는 합병가액이 예치자금의 80% 이상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 원)

자본잠식 없을 것

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영업활동기간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 영업

감사의견 최근연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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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식적 심사 요건

합병 등 제한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될 것

최대주주 변경제한 청구서 제출일 전 6월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기타 부도·소송사유 해소 및 주식양도제한 금지

② 질적 심사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투자자 보호

영업의 계속성

•지속적 수익창출/신규사업 진출

•영업안정성과 연구개발 노력

재무안정성

•안정적 재무상태 유지

•파생금융상품의 보유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

•최근 당좌거래은행의 변경 여부

기타 경영환경

•영업활동, 핵심기술,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분쟁 또는 소송이 

  존재하는지 여부

•공모자금 사용계획 및 장단기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의 지배구조

•최대주주의 도덕성

•경영진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회계처리 투명성

•회계시스템 구축

•회계처리기준 및 외부감사인

•회계감리 및 세무조사

공시투명성

•결산수행 인력 및 조직구축

•공시전달 조직 마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 여부

소액주주보호

•최대주주 지분과다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대표주관회사의 전문성

유동성 및 증권시장의 건전성

2015년 12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0%’ 이던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하였고, 

2017년에는 3~4차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향후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되고, 또한 신흥국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국경 간 자금이동이 지속적

으로 예상되는 바, 2017년 이후 주식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따라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직상장을 할 때 공

모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비상장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의 PER, 



다양한

M&A 유형 235

PBR 등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또한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유사 상장기업의 주가전망 또한 그

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SPAC과 합병상장 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비상장법

인의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바, 2017년 이후 상장을 계획

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은 SPAC과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36 M & A
ESSENCE

제  6절  우회상장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 주식의 포

괄적 교환, 영업 양수도 등을 통하여 신규상장 절차 및 심사를 거치지 않

고 상장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회상장은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상장법인이 

성장성이 제한되거나 재무 또는 사업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장법인을 인

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 합병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

출, 상장절차와 기간단축,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본조달을 그 목적

으로 한다. 

(1) 유형 및 특징

우회상장의 유형은 크게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양수도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 상세내용

합병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분할합병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을 상장법인에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으로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자

회사가 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주로 전환되는 형태

영업 양수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을 양수하고 영업양수 전후로 일정 

기간 이내에 비상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하는 형태

자산 양수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고 주식 취득 전후로 일정기간 내에 비상장

법인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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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세내용

현물출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

식을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이루어

지는 형태

2008년 5월 오알켐과의 합병을 통하여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셀트리

온(바이오 시밀러)은 2016년 12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2조원에 이른다. 

당시 시가총액 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오알켐에 현재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셀트리온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경우이

다. 이를 통하여 기존 오알켐의 최대주주는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양도

하였고, 셀트리온의 기존 주주들은 우회상장을 통하여 상장시장에서 보

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카카오는 상장회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여, 카카오의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게 되고, 다음

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회상장(합병)이 지니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회상장은 벤처 1세대 등 주주들의 효과적인 투자금 회수를 

통해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또한 한계기업에게 새로운 생명력

을 불어넣어 상장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주는 순기능을 가지

고 있다. 

(2) 법적 규제 

2009년 디엔티와의 합병을 통하여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

크(태양광 잉곳 제조)는 2010년 9월에 상장폐지 되었다. 당시 합병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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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회상장을 한 네오세미테크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폐

지 되어 많은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네오세미테크에 채권

을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 등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상장폐지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네오세미테크

는 우회상장 이전 수년간에 걸쳐 소규모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고, 동 외부감사인은 네오세미테크의 해외 가공 매출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네오세미테크가 우회상장하여 감사인이 변경된 이후에

야 해외 가공 매출이 발견되어 감사의견이 거절되고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네오세미테크 사건은 우회상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대표적

인 사건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회상장 시장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

되고 거래소(코스닥)시장의 퇴출 규정이 강화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크

게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화된 규정은 우회상장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신규 직상장과 동일한 

형식적 요건 심사 및 질적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회상장 과

정에서 반드시 상장주선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가 M&A 활성을 저해하고 있다.

우회상장과 관련된 규정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되

어 왔으나 2011년 이후의 우회상장 규정은 증권시장의 성숙된 환경에 

부응하는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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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회상장 규제범위의 변화

2002년 3월 이전
상장법인보다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큰 비상장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우회상장으로 규제함

2002년 3월 이후

(우회상장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모든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우회

상장으로 규제함

2005년 7월 이후

(우회상장규제 완화)

시장 활성화 조치로 상장법인보다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

지 이상이 큰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 우회상장 규제범위를 축

소시킴

2006년 6월 이후

(우회상장규제 강화)

• 비상장법인이거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경영권을 장악한 경우 등 우회상장 규제범위가 확대됨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양수도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됨

2007년 4월 이후

(우회상장규제 강화)

기존 규제 범위에다가 현물출자 형태의 우회상장도 규제범위에 포함

시킴

2011년 1월 이후

(우회상장규제 강화)

•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또는 5% 이상 주주가 상장법인의 최대주

주가 되는 경우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우회상장이 규제되고 있음

• 비상장법인에 대한 질적심사 도입 등 기존 IPO 시장의 양적/질적 요

건을 충족하여야만 우회상장이 가능해짐. 상장주선인 제도의 도입됨

자료 : 우회상장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유상수, 2011 

강화된 퇴출규정과 성숙해진 시장참여자들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의 

순기능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스닥을 대표

하는 기업인 카카오, 셀트리온이 우회상장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

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우회상장의 본질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퇴출규정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

회상장을 통해서 공개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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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 규제 또한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다양한 기업구조 재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는 M&A 활성

화를 위해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  고  기술상장과 KONEX 상장

  기술상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벤처기업이 적

자를 내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

하게 해주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특례상장을 신청할 

경우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 상장심사요건 중 이익요건(경상이익 시현,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이 면제된다. 

① 기술상장 절차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이 부여된다. 

* 전문평가기관 : TCB(기술신용평가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3사

** 복수기관 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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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장기업 기술평가 및 상장예비심사 절차

기술평가
기술평가신청

(주관사)
기술평가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결과 거래소
및 주관사 제출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시 예비심사 청구

(청구예정기업)4주 내 6월 내

심사
질적·양적심사

(거래소)
전문가회의
(거래소)

상장위원회 심의
(거래소)

심의결과 확정
(거래소)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구분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상장기업

설립 후 경과년수 3년 이상 미적용 미적용

규모

(① 또는 ②)

①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② 기준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 시현 미적용

이익규모, 매출액 &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매출액 100억 원 

& 시가총액 300

억 원

4)   매 출 액 증 가 율 

20%(& 매출액 

50억)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매출액 50억 원 

& 시가총액 300

억 원

4)   매 출 액 증 가 율 

20%(& 매출액 

50억)

미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상장 후 6월 상장 후 1년

② 기술평가제도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시장성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전문평가 기

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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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평가항목

구분(대분류) 평가항목(중분류) 주요 평가사항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주력기술의 차별성

주력기술제품의 수명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

지식재산보유현황

연구개발활성화 주순

연구개발 투자비중, 규모 및 적정성

기술인력의 수준

기술경영 경험 수준

기술경영 지식 수준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최고 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기술제품의 생산역량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

기술제품의 경쟁력
기술제품의 시장지위

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 기술성 평가항목을 사업성(경영자역량, 사업운용능력, 시장환경 등)으로 대체 가능



다양한

M&A 유형 243

  코넥스 상장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

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개설된 중

소기업전용 신시장을 말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

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이며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에 따라 중

소기업의 자본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① 코넥스 투자 주체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

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되며 개인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되

지만,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인 자산 5억 원 이상 개인투자자

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규정하는 벤처

캐피털도 코넥스에 투자가 가능하다. 

② 코넥스 혜택

정부와 거래소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을 경감하고 코넥

스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등 코넥스 시

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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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공시 관련 

공시대상항목을 대폭 감소하고,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공시 대리 및 

기업의 정보생성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장유지비용을 절감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K-IFRS) 

의무적용 면제

지배구조 관련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면제되어 지배구조 관련 부담 완화

투자촉진 관련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

업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

(합병가액 산정기준 및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및 거래소의 우회상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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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절  PEF & Buyout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는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사모

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

업에 투자하고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

다.

① 기본구조

소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에 공모펀드에 적용되었

던 투자자 보호장치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수익배분이나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허용하므로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장점

이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기본 구조

(Private Equity Investor)
(Limited Partners)

투자자금 공급

PEF지분

투자

투자자

(Private Equity Firm)
(General Partners)
펀드운용 및 관리

투자의사결정

피투자사
지분

투자

투자회사

(Portfolio Company)
(Investment Target)

성장자금필요
기술 및 구조조정 필요

피투자회사

② 기본 운용구조 

PEF는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로 설립된다. 상법상 합자회사는 출자가

액을 한도로 변제책임을 지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는 유

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 LP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 GP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PEF에서 일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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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회사재산의 운용은 업무집행권

이 있는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게 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기본 운용구조

무한책임사원(GP)

•투자액을 초과하는 책임 부담

•펀드운용 의사결정 

유한책임사원(LP)

•투자액에 대하여만 책임 부담

•펀드운용 의사결정 참여 불가

•기관투자자 및 고액 개인투자자 

투자수익

관리보수 + 성과보수
투자

투자

투자목적회사

(SPC)

투자수익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투자대상 투자대상투자대상

투자수익

③ 국내 PEF 현황 

국내 PEF는 2004년 2개(약정액 0.4조원)로 출범하여 11년이 지난 2015

년 말 316개(약정액 58.5조원)로 성장했다.

 • PEF수: 2개(2004년말) → 316개(2015년말)

 •약정액: 0.4조원(2004년말) → 58.5조원(2015년말)

 •이행액: 0.3조원(2004년말) → 38.4조원(2015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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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PEF 중 프로젝트 PEF*의 비중을 보면, 2007년 36.8%에서 2015년 

65.8%(50사)로 크게 상승했다. PEF 시장이 성숙하고 무한책임사원의 평

판이 좋아지면 블라인드 PEF**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나, 국내 시장은 아

직 비교적 초창기로서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신뢰부족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대형 연기금들이 PEF 출자를 주도하면서, 투자실적보다 손

실에 더 민감하여 손실방어 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 PEF에 대한 선호도

가 크다. 

* 투자대상을 사전에 물색한 후 유한책임사원을 모집하여 설립하는 펀드

** 투자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운용능력을 기초로 유한책임사원들로부터 출자

를 약정 받은 후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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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절  적대적 M&A

(1) 정의 

적대적 M&AHostile M&A, Unfriendly M&A는 인수 대상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

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수 기업 측의 일방적인 주식 매집 등의 인수 

활동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M&A를 말한다. 

적대적 M&A는 그 인수 대상 기업을 크게 ① 주인이 없거나 대주주 지

분율이 낮은 경우거나 주식 발행수가 적은 기업이 갖는 특성인 ‘용이성’, 

② 현금 흐름, 재무 상태, 자산 가치 및 잠재적 수익성 등에 비하여 주가

가 낮은 기업이 갖는 특성인 ‘수익성’, ③ 경영진과 주주 간에 혹은 경영

진과 근로자 간에 불화가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 갖는 특성인 ‘정당성’의 

세 가지 척도로 평가하여 정한다. 

구체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시장 매집, 공개 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으로는 매수자금 부담주기, 재무적인 전략, 회

사정관 이용전략 등이 있다. 또한 공격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했다가 어

느 순간 돌변하여 그린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2) 법적 규제

최근 공개기업이 대주주 또는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당사자들은 관

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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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시장법 규정

가. 시장매집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장내시장에서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공동목

적 보유자를 포함하여 5% 이상 취득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후 1% 이상 변동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여 주식의 이동상황을 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공개매수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유가증권을 집단 

매수하는 전략이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 및 협회

중개시장 외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장법인 또

는 등록 법인의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 등 일정 유가증권을 6

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 교환, 입찰하여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매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다. 위임장대결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하여 M&A를 추진하

고자 하는 전략이다.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의결권의 대

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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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권유자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일정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② 법률적 공격

일단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나면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주권행사 등을 통한 법률적 공격을 할 수 있다. 소수주주권은 발

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상법에서는 1%, 3%, 10%로 나누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

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기간(6개월)을 보유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 소송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임원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권, 검사인 선임청구권이 있다.

③ 법률적 방어

인수희망자가 적대적 M&A를 시작할 때 대상회사 측에서 매수를 저

지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항을 찾아내어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제소함

으로써 인수를 지연시키고 그 소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수 의도를 

궁극적으로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 전에 제3자 명의로 미리 주식을 매집하거나 위장 분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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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있는 지 여부, 특정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자본

시장법상 공시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당해 적대적 M&A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법원에 제소하거

나 금융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단기차익만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

키기 위한 차등의결권제도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당 의결권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서 주로 대주주에게 부여된다. 해외

에서는 제도 악용의 우려 측면에서 창업자에게만, 또는 기업공개(상장)

를 할 때에만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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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절  회생 M&A

  회생과 M&A

기업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 또는 일

시적인 금융경색 등에 따라 흑자부도의 위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

으로 인하여 도산 또는 파산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

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엔 회계계획 인가 전이라도 영업 또

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에 

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재건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신청 전이라도 채무자의 사업을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채무 등에 대

한 조정을 마친 후 회생절차에 의해서 채무의 확정 및 면책 등의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장래의 수익발생 전망도 밝아 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 및 일정액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

술개발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경쟁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 M&A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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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 M&A와 일반적인 M&A 차이

구분 일반 M&A 회생 M&A

목적 지배권 양도 조기 회생절차 종결

인수방식 소유주식 이전 유상증자 및 회생채권 등 변제

절차 다양 법원 관리하 준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 수행

효력 당사자 계약 이행 좌동, 회생계획안 가결 및 법원의 인가

(2) 회생 M&A 유형

회생절차에서의 M&A는 회생계획의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계획

에 의한 채무 감면과 면책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경

영권 내지 지배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M&A 이해관계자의 요

구에 의하여 개시 전, 개시 후로 구분한다.

구분 특징

인가 전 M&A

• 채무자가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낼 만한 독자생존 방식의 회생계획의 수립

이 곤란할 경우 회생절차 신청 이전 또는 회생절차 신청 이후 회생계획 인

가 이전에 M&A를 진행

• M&A에 의한 일시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

하여 결의

•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M&A를 준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사

전계획안에 의한 M&A라고 함

인가 후 M&A

•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회생계획안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

인에 의해 추진되는 일반적인 M&A로 통상 6개월 소요

• 잠재인수자의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일시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

계획안의 가결로 회생절차 종료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M&A를 추진함으로써 매각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인수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인수대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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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의 일시변제로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이 가능하다.

회생 M&A - 인가 전 M&A

배경

•회사의 상황(수익력 회복 곤란, 공익채무 과다, 자금고갈 등) 

  고려할 때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낼 만한 독자생존방식의 

  회생계획 수립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효과적인 매각을 위해서는 사전마케팅 활동을 통해 

  능력 있는 잠재인수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조건임

특징

•신속한 M&A 추진으로 수주활동 등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일반적인 회생 M&A보다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음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도 청산가치보다 큰 인수대금을 제시하는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 추진 명분이 있음

•채무미확정 등 우발채무 존재 가능

M&A 공고

개시결정

제1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및 심리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

2주

LOI 접수

3주

인수자 신청

4주

인수금액 확정

4주

본 계약 체결

인가 후 M&A는 M&A의 일반적인 사례로 채무자가 독자생존 방식의 

회생계획 인가 이후 통상적인 M&A를 추진하여 변경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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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M&A - 인가 후 M&A

배경

•독자생존 방식의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M&A 추진

•일반적으로 인가 후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관리인에 의해 추진됨

특징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로 미신고 채무의 실권을 통한 

  우발채무 제거, 회생채무의 대폭적인 권리변경(탕감, 출자전환 등)이 

  발생하므로 채무자 정상화에 유리

•공익채무, 미확정 보증채무의 현실화 평가, 진행중인 현장에 대한 

  타절여부 결정으로 인가결정이 지연되기 쉽기 때문에 안정적인 M&A 

  추진을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가결정

M&A 공고

2주

마케팅 활동

6주

인수자 신청

2주

인수금액 확정

4주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6주

관계인 집회 및 채무변재

7주

회생절차 종결

(3) M&A 추진방식

제3자배정 신주인수방식, 자산 양수도 방식 등 여러 가지 M&A 구

조안 중 실무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분 절차 및 장단점

제3자 배정

신주인수

기존 주주를 감자한 후, 인수자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동 자금

으로써 회생채무를 일시변제

• 장점: 매각절차가 비교적 단순, 거래에 따른 세무부담 최소화로 매각가치 

상승에 따른 채권단 채권회수율 극대화 가능

• 단점: 불확실한 채무 및 우발채무 전가, 매수자가 원하지 않는 자산부채 또

는 계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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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차 및 장단점

자산 양수도

부동산 등 개별자산을 법원의 허가에 의해 매각, 담보 자산의 매각대금은 담

보권자 우선변제

• 장점: 개별적으로 승계절차를 취하므로 우발부채 비전가, 우발부채나 고용

승계 문제 회피 가능

• 단점: 잔존 자산 및 채무 보유, 거래금액으로 자산가치 확정, 상당한 시일이 

소요

제3자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진행시 배정지분율 규모 또는 발행예정

주식수, 유상증자 최소발행가액, 지속적 우발상황 등에 대한 승소내용

과 함께 우발위험 감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산 양수도 방식은 매각대상 자산 범위의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관

계는 승계되지 않으나 일반적 승계의 형태를 취하므로 근로계약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주인수방식(제3자 배정방식) 매각 구조(예시)

•인수대금은 유상증자와 회사채의 형태로 투입(회사채는 향후 담보차입금으로 치환 가능

•회생채무에 비해 인수대금 규모가 적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탕감 또는 출자전환됨(채무면제이익은 결손보전처리됨)

•또한 기존 주주는 대폭적으로 감자되며 일부 회생채무에서 출자전환되는 부분만이 소수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인수자는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됨.

•인수자는 인수시점의 자산 전체와 공익채무(회생인가 이후의 정상적인 영업채무 등)만을 승계하계 되며, 감자차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인해 자본구조가 매우 건전해진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음.

M&A 이후

채무면제이익

감자차익

인수자 지분율

자산
    유동자산 100
    비유동자산 200
자산총계 300

부채
    회생채무 -
    회사채 125
    공익채무 30
부채총계 155
자본
    자본금 130
    감자차익 45
    결손금 (30)
자본총계 145

(=회생채무 320-인수대금 250)

(=50억원 10대 1감자)

(=125/130)

70억

45억

96.2%

BS (단위: 억원)

M&A 이전

자산
    유동자산 100
    비유동자산 200
자산총계 300

부채
    회생채무 320
    공익채무 30
부채총계 350
자본
    자본금 50
    결손금 (100)
자본총계 (50)

BS (단위: 억원)

인수대금   250

    유상증자 50%  125
    회사채 50%  125

M&A 가정 금액(억원)

구주 감자비율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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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3자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인수대금에 의한 회생채무의 일시 

변제로 인수 후 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며, 기존 주주에 대한 추가 

감자로 인수자의 지분율도 90%이상 확보 가능하다. 

(4) 회생 M&A에 인정되는 다양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은 회생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정한 경우에는 다양한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다. 예

컨대 영업양수도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절차가 적용되

지 않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도 상법상 주식교환·이

전계약서 등의 공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교환·이전무효의 소 

등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상 합병계약서 등

의 공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무효의 소 

등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상법

상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유책 경영자의 회생절차 남용 방지

2014년 개정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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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같은 취지에서 동법은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

는 아니되도록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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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절   Cross-Border M&A

  Cross-Border(국경 간) M&A trends 

(1) Global

머저마켓Mergermarket에 따르면 2016년 세계 Cross-border M&A 거래 

금액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1조 3천억 달러로, 전체 M&A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Brexit, 미국 대선 등 정치·경제의 크고 작은 이슈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Cross-border M&A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이 줄었으나, 중

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Mega Deal을 이끌었다.

2016년 4분기 기준 Cross-border M&A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거래건수 기준으로 Industrials분야로 227건(190억 달러)의 거래가 발생하

였으며,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Technology분야가 669억 달러, Energy 

and Utility분야가 63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2) 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2016년 Outbound M&A는 3,47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를 기록하였다. 베이커 앤 맥켄지Baker & McKenzie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Outbound M&A는 각각 1,853억 달러(262건) 및 921억 달러(309건)

가 발생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전체 금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 Outbound M&A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으로 가장 많은 자

금인 88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그 중 중국 화공기업의 신젠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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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인수는 약 450억 달러 규모로 주목받는 빅딜이었다. 거래건수로 

살펴보면 독일이 33건(98억 달러)으로 스위스에 이어 많은 자금이 유입되

었으며, 특히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 메이디Midea가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

용 로봇업체 쿠카Kuka의 지분 86.5%를 확보하며 인수한 것을 주목할 만

하다.

중국의 Outbound M&A의 주요 요인은 경쟁역량 보강Competency rein-

forcement을 위한 것으로 특히 적극적인 M&A를 통한 기술Tech확보가 주목

적이다. 2017년 역시 다양한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M&A가 

예상되며, 그 중 환경 분야에서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정의 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반도

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한 것은 전세계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

cations산업의 빅이슈였다. 지난 7월 ARM의 모든 주식을 현금 240억 파운

드에 인수하며 사물인터넷 시대를 공격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교두보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딜은 아사히 맥주가 세계 최대의 맥주

회사인 안호이저 부시AB 인베브(벨기에)의 동유럽 5개국의 맥주 사업을 

인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사히는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Heineken과 

Carlsberg에 이어 단숨에 3위로 끌어올렸다. 일본의 경우는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수평적 확장Horizontal expansion을 통한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으

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최근 투자활동을 관찰해 보면 

매각건수Exit volume보다 인수건수Buyout volume가 더 높은 현상을 볼 수 있다. 

Global 차원에서의 매각가치Exit value와 인수가치buyout value가 비슷한 수준

임을 고려할 시 아시아 지역에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

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Cross-border M&A 시장의 성장이 당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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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사모펀드의 투자, Private equity tr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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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rgermarket

(3) 한국 

인베스트조선의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Outbound 

M&A는 14조 8,230억 원으로 2015년 10조 6,520억 원 대비 39.2% 증가

하였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9조 4,000억 원으로 전체 Outbound 

M&A의 63.4%를 차지했지만, 거래건수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17건 증가

한 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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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크로스보더 M&A 거래 건수

(단위 : 건)
Inbound
Outbound

35

31

2013

40

30

2014

34

33

2015

35

50

2016

최근 4년간 크로스보더 M&A 거래 건수

(단위 : 십억원)
Inbound
Outbound

9,015

2013 2014 2015 2016

9,037

2,441

6,281

3,199

10,652

5,845

14,823

자료 : 2016 M&A 리그테이블, 인베스트조선 

과거 해외 광구, 에너지 관런 투자를 제외한 대규모 거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신사업, 신시장 진출로 인한 해외기업 인수

가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앞서 언급한 하만의 인수뿐만 

아니라 미국 고급 가전회사인 데이코, 중국 부품업체 비야디 등 크고 작

은 거래가 활발히 시도했으며, CJ그룹도 말레이시아 극장 체인인 골든 

스크린 시네마, 미국 냉동식품 회사 벨리시오 푸드 등 해외 진출 시도에 

적극적이다.

(4) 중국 

과거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정부주도형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경제 체제가 바뀌고 M&A 관련 정책들

이 변경됨에 따라 ‘저우추취국외시장 개척’ 전략에 따라 중국의 민간기업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M&A가 주를 이루고 있다. M&A 목적도 기업 간 

시너지 효과의 창출, 기술 경쟁력이 있는 해외 기업의 인수 등으로 다양

해졌으며, 게임제작, 결제시스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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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기업들이 해외 해외기업을 사들인 

M&A 규모는 397건, 935억 달러(약 113조 3,220억 원)로 전년보다 62%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38.5%, 유럽 22.9%, 북미 12.8%로 특히 아시아 지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의 M&A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M&A 현황

2014년

연도별 주요 M&A사례

기타

25.8%

북미

12.8%

유럽

22.9%

아시아 태평양 지역

38.5%

해외기업 M&A 규모(단위 : 달러)대륙별 M&A 분포(2015년 기준)

※(  )안은 업체 수
<자료 : CBS 마켓워치>

<자료 : 블룸버그>

468억

(168개)364억

(204개)

442억

(213개)

577억
(293개)

935억

(397개)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5년

2016년 하이얼, 미국 가전업체 GE 인수(54억 달러)

중국화공그룹, 이탈리아 타이어업체 피렐리 인수(90억달러)

칭화유니그룹, SK하이닉스 지분 15~20% 인수 제안(거절)

레노보, 모토로라 휴대전화 부문 인수(29억달러)

랑시그룹, 국내 유아용품 업체 아가방 지분 15% 인수(320억원)

주목할만한 M&A 사례로는 2015년 중국화공中國化工ㆍ켐차이나의 세계 5

위 타이어업체 피렐리Pirelli(이탈리아) 인수건이다. 143년 역사의 피렐리는 

현재 최고급 타이어 시장에 포지셔닝하여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수가격만 해도 90억 달러(약 10조 9,080억 원)에 달

한다. 피렐리 인수를 통해 중국은 단박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브랜

드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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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들어서만 중국의 M&A 규모는 이미 100억달러(약 12조 1,200억 

원)에 육박한다. 칭타오 하이얼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가전사업 부문을 54억 달러(약 6조 5,450억 원)에 인

수하기로 합의했고, 중국 최고 부자 왕젠린이 운영하는 완다그룹도 영

화 ‘배트맨’ 시리즈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 영화사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

를 35억 달러(약 4조 2,420억 원)에 사들였다.

이렇듯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M&A 배경에는 중국 내수시장

의 중요성 증대, 해외 선진 기술 및 브랜드에 대한 관심 확대, 중국 위안

화 기축통화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증시 폭

락 등 내부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음에 따라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의 해외기업 M&A 배경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대응

& 해외진출

위안화
기축통화정책

세무조사
환경규제

불안정한
자본조달시장

내수시장
중요성

기술브랜드
중요성

세계 최대
외환 보유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2010년 이후 최근 5년여 동안 국

내 32개 기업(코스피 5개, 코스닥 20개, 비상장사 7개)에 게임·인터넷·엔터

테인먼트를 중심으로 3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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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 총액은 2014년 11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37.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 모바일메신저 위챗(가입자 4억명),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을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 등을 소유한 중국 기업 텐센트騰訊는 2012년 

카카오에 720억 원(지분 13.3%)을 투자했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된 이

후에도 이들은 다음카카오의 지분 9.9%를 보유, 2대 주주 자리를 이어가

고 있다. 텐센트는 이외에도 2014년 CJ게임즈에 5억 달러(약 5100억 원)를 

투자, 지분 28%로 3대 주주가 됐고 리로디드스튜디오(55억 원), 아이덴티

티게임즈(40억 원), 탑픽(20억 원) 등 국내 10여개의 게임업체에도 투자했

다. 이를 통해 한때 한국 온라인게임을 공급받아 서비스하던 텐센트는 

시가총액 125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게임사로 성장했다. 앞서 중국

의 샨다도 국내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를 558억 원에 지분 40%를 인수

한 뒤 추가 매입해 100%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의 패션기업인 랑시그룹은 2014년 국내 유아용품 기업인 아

가방앤컴퍼니를 320억 원에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는 랑시그

룹은 중국 내 운영하고 있는 600개 매장을 기반으로 기획, 디자인, 생산

력을 갖춘 아가방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1가구 1자녀 완화에 따라 급

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유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었다. 중국 동

영상 사이트인 2014년 배우 배용준 소유의 엔터테인먼트사 키이스트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2대 주주가 되었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 빅3 기업

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인터넷 동영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인기 드라마에 대한 판권을 선점하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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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특징을 분석해보며 과거 동종사업 

간 M&A에서 이종산업 간 M&A로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 산업 등 특정 

산업에 치중되어 있던 행태에서 영상, 유아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으로 M&A가 확장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거래의 규모 및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특징들은 2014년 1/4분기 이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

국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중 간 투자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

이다. 여행, 쇼핑, 엔터 등 대 중국 수혜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내 광고, TV 프로그램의 주축이던 한류 스타들이 출연의 제약을 받고 있

으며, 유커들의 한국 관광에 제동을 걸었고, 쇼핑 횟수와 규모도 제한하

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아직은 중국이 한국 기업의 

M&A에 흥미를 보이고 있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

지 중국이 한류 기업과의 M&A를 노렸다면 앞으로 2~3년간은 원천기술, 

반도체, 신물질, 교육 등에 특화된 기업을 물색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기업이 먼저 중국과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중국과의 합작을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

적인 사업파트너로서 한·중 양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Cross-Border M&A 사례

최근 한국 기업과 관련된 Cross-border M&A 유형별 사례는 다

음과 같다. 수평적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경쟁역량 보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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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통합, 신사업 확장 등 다양한 M&A 목적에 따라 국내기업이 관련된 

Cross-border M&A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 및 산업의 Player

와 M&A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Inbound Outbound

수평적 확장

Buyer: 대만 유안타증권

Target: 동양증권(금융업)

목적: 시장 확대

Buyer: 전북은행

Target: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금융업)

목적: 시장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Buyer: 중국 Tencent 

Target: 넷마블(게임)

목적: 컨텐츠 확장 및 확보

Buyer: LG생활건강

Target: 일본 Ginza Stefany(화장품)

목적: 제품군 확대 

경쟁역량 보강

Buyer:   중국 Hubei Yuandong 

Zhuoyue Technology 

Target: LG화학(프린터 토너) 

목적: 기술력 확보

Buyer: 네오셈

Target: 미국 Flexstar(반도체 검사) 

목적: 브랜드, 기술력 확보 

전후방 통합

Buyer: UAE 두바이투자청

Target: 쌍용건설(건설업)

목적: 부동산 개발/시공업 확보

Buyer: 한화

Target: 독일 큐셀(태양광 에너지)

목적: 모듈 생산 확보

신사업 확장 다수

Buyer: 삼성

Target: 미국 하만(전장사업) 

목적: 신사업, 신시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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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border M&A 유의사항

(1) Inbound Cross-Border M&A 유의사항

국내주식 투자 절차

해외기업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자기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증권투자전

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동 절차의 완료한 후에는 금

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하여 투자자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상임대리인을 지정하여 증권사를 통해 

매매주문 후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으로 결제자금 송금하여야 비로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해외기업의 국내주식 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자

⑥ 매매계약
  체결통보

⑦ 결재자금송금

상임대리인
② 매매주문

① 매매주문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②

②

증권회사
③ 매매주문

⑤ 매매계약
체결통보

④ 매매계약체결

⑧ 결재자금송금 ① 매각대금지급

증권거래소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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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의 방지

정부는 현재 해외기업과의 M&A 시에 핵심기술을 지정하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AMOLED 패널 설계

공정제조 기술, LTE Baseband Modem 설계 기술 등 약 55개의 국가핵심

기술에 대하여 외국인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M&A시에 산업자

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M&A 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국가핵심기술

현재 55개  부문 핵심기술

•전기전자 11개

•철강 6개

•원자력 4개

•우주 2개

•자동차 8개

•조선 7개

•정보통신 14개

•생명공학 3개

핵심기술의 예

•AMOLED 패널 설계공정 제조 기술

•LTE Baseband Modem 설계 기술

•객체기반 오디오 컨텐츠 생성 기술

•분산 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경영권 행사
목적 M&A 시 산자부장관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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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금융업 M&A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승인

외국법인의 보험사의 대주주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자본시장법상의 대주주 승인

외국법인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은행법상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은행법상 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 M&A를 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금

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 중국의 안방보

험은 2015년 동양생명의 지분 63%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2) Outbound Cross-Border M&A 유의사항

인수대상회사 및 국가에 대한 이해

Cross-border M&A 시, 인수자는 잠재적인 인수대상회사가 당면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인

수대상회사가 해당국가에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민감한 산업

에 종사하거나 공기업이라는 단편적인 분석 이외에도, 직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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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공급 업체,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 등 다방면적

으로 인수대상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전략적인 산업에 대

해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인수 전 상당한 주

의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2005년 중국의 CNOOC의 미국의 Unocal의 

인수시도는 미국정부의 승인거부로 인하여 매수가 거부되었다. 따라서 

Cross-border M&A 진행에 앞서, 해당 Local 정부가 해외투자를 보는 관

점,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국가의 M&A관련 법률

인수 기간 및 인수 후 통합 단계에 걸쳐 필요한 모든 법률을 적시에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비상장회사

Private deal의 거래에 있어 해외 부패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같은 

법률은 인수 전후의 공시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공시나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외에도, SEC 규칙, 사베인-

옥슬리 법, 증권시장법 등의 다양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인수자는 

이러한 법규들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는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거래에 대하여 소

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강제적인 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 rule가 있다. 이는 회사의 대주주가 소액주주가 원하지 않는 주주

로 교체될 경우, 매수자가 소액주주에게 본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공개

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으로 매각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수자의 입

장에서 볼 때 인수금액이 계획보다 커지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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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준수 역시 까

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인수대상회사의 사업이 여러 나라에

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국가 별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법률자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다.

해당국가의 노동 및 고용 문제

Cross-border M&A에서 노동 및 고용 문제는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관습과 관행의 차이에 따라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일부 선

진 국가들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장 및 해임 조건에 대하여 상당히 까

다로운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근무, 퇴직금, 휴가에 대한 많

은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비정규직 제도

가 없어 고용주와 근로자는 항상 서면 계약을 통해 고용과 근로와 관계

가 성립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또한 독일의 경

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직원들의 고용환경, 임금수준, 퇴직조건 등

에 정하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명확

한 이해가 없을 경우, 인수 후 잠재적인 우발부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발생된 많은 갈등 요소들은 성공적인 Cross-border M&A에 나

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세 및 회계 고려 사항

조세 문제는 M&A의 구조M&A structure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

면 해외 인수자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할 때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조세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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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자회사를 통하여 인수하는 구조를 고려

할 수 있다. 또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과 부채

의 비율(과소자본세제)은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손금의 규모를 결정하

므로 세무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회계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

가와 자국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투자구조

투자구조 및 방식 역시 Cross-border M&A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

는 사안이다. 해당 회사를 100% 인수해야 좋은지, 경영권을 획득하기에 

필요한 지분만을 인수할지, 소액투자를 한 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

는 것이 유리한 지, 상장회사의 경우라면, 소수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상

장폐지 후 재성장전략을 도모할 지 등 여러 방식의 투자 구조 및 방식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인수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일정부분 리

스크를 분담하기를 원할 경우, 다른 파트너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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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M&A 관련 계약서 예시(국문)

1. 인수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인수의향서(LOI)

 (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하 ‘을’이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의향

을 명시하기 위해 본 ‘인수의향서’(이하 ‘의향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1. 거래에 관한 내용

‘갑’은 ‘을’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을’에게 본 ‘의향서’를 제출한다.

‘갑’은 ‘을’의 사업전반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을’의 

사업부문에 대한 인수가격, 거래조건, 이행절차 등을 협의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거친 뒤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을’에게 세부실사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성심껏 정보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2. 비밀유지 사항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는 문서 및 자료 등을 인수업무에 한정해 활용하고 제3자 및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본 ‘의향서’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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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의향서(LOI) 작성 요령

‘인수의향서’는 본격적인 M&A거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사자 간에 거래의향

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향후 진행되는 거래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명시한다. ‘인수

의향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

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거래에 관한 내용

인수대상 기업 또는 사업부문의 실사항목과 실사범위 및 실사기간 등을 세부

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의향서’에 실사의 세부사항과 세부일정을 기

재한다 해도 그대로 실사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실사에 대한 개략

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한다.

최종적인 인수가격 및 거래조건 등은 실사가 마무리 되어야 결정될 수 있는 사

안들이므로 ‘인수의향서’에서는 세부적인 가격이나 조건 등을 명시하지 말고 실

사가 종료된 이후에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

을 기재하면 된다.

이후 쌍방이 인수가격 및 거래조건과 이행절차 등을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는 사항도 명시한다. 이어 ‘갑’은 ‘을’에게 필요한 자료 

및 문서의 충분한 제공을 요청하고 ‘을’은 ‘갑’에게 실사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2) 비밀유지 사항

‘갑’의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기재한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당사자 

간의 M&A거래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유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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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 해 각 서(MOU)

 (이하 ‘을’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이하 ‘대주주’라 한다)은  (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을’의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는 제반 사항을 합의한 뒤 다음과 같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거래대상)

본 ‘양해각서’에서 명시하는 거래대상은 ‘을’의 ‘대주주’가 보유한 ‘을’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XXX주(액면가 XXX원)이다.

제2조 (거래구조)

‘갑’은 ‘을’의 ‘대주주’가 보유한 상기 주식 전량을 일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본 계약’ 체

결 시 계약금을 ‘을’의 ‘대주주’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이후 ‘을’의 주주총회에서 동 주식매각 안건을 승인하고 ‘갑’이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되면 ‘갑’

은 잔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거래대금)

‘갑’은 ‘을’의 ‘대주주’가 보유한 상기 주식 전량을 XXX원에 인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XXX원을 

‘본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고 잔금 XXX원은 ‘을’의 주주총회 이후에 지급키로 한다.

다만, ‘갑’은 실사를 통해 상기 합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실사)

‘갑’은 ‘을’의 중요한 영업 및 재산상태에 대해 세부 실사를 진행하기로 하며 실사기간은 ‘양해

각서’ 체결일로부터 2주간으로 정한다.

실사 결과 최초 합의한 거래대금에 이상이 없으면 ‘갑’과 ‘을’은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5조 (신의성실의무)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을’과 ‘대주주’ 및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입각해 상호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을’과 ‘대주주’ 및 ‘갑’은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 및 동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

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법률적인 요구 및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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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MOU) 작성 요령

M&A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수도하는 사항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고 ‘본 계약’ 이전에 작성하는 문서가 ‘양해각서’이다. ‘양해각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인수의향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향후 진행

되는 거래절차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문서이다. ‘양해각서’에는 우선 ‘을’ 및 ‘대주

주’가 보유한 지분을 ‘갑’이 인수한다는 내용과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1조(거래대상)

본 조에서는 ‘을’의 ‘대주주’와 ‘갑’이 양수도할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주당액면

가) 등을 간략히 명시함으로써 M&A거래의 구속력을 높이게 된다. 대상 주식 또

는 물건의 명칭과 거래수량 및 가격은 거래쌍방이 거래 초기단계에 합의한 내용

을 토대로 기재한다.

제2조(거래구조)

본 조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거래절차에 대해 명시하며 ‘갑’이 상기 주식을 인수

한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기본적인 거래구조 및 거래절차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우선, 거래대상 주식 등의 특성(기명식 보통주, 우선주, 신주 등)과 거래수량을 

기재하고 거래주체(최대주주, 기타주주 둥)와 거래방식(구주인수, 신주인수 등)

을 간략히 명시한다. 다음으로 ‘본 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식 매

각대상회사 또는 대상회사의 대주주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제7조 (분쟁관할법원)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XX지방법원 합의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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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래대금)

본 조에서는 앞서 제1조에서 명시했던 거래대상 주식 등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특성,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을 우선 기재한다. 이어 거래가격의 10% 수준의 금

액을 계약금으로 명시하고 ‘본 계약서’ 체결 시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최종적으로 실사를 토대로 합의에 의해 거래금액이 최종 확정되면 앞서 지급

했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한다. 다만, 명시된 

거래금액 및 계약금과 잔금은 향후 실사 및 협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

로 일정 비율로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필요하다.

제4조(실사)

본 조에서는 ‘갑’이 ‘을’의 기업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다는 사실 및 실사기간, 세

부절차 등을 명시하고 실사 후 이상이 없으면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약정서를 체

결한다는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

향후 실사 결과가 최초에 합의한 사항이나 거래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거

래금액을 조정한다는 사항을 명시할 수 있으며 실사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는 거래쌍방이 ‘투자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실사 결과 및 거래금액에 합의한다

는 내용도 기재한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및 제6조(비밀유지)

본 조에서는 ‘을’과 ‘대주주’ 및 ‘갑’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의무사항과 비밀유

지 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비밀유지약정서’ 또는 ‘인수의향서’에서 언급했

던 정보제공 의무, 비밀유지 의무, 기타 협조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언급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거래에 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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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쟁관할법원)

‘양해각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해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을 관할할 지방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양해각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위반함으

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절차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다.

3. 주식양수도계약서(SPA: Stock Purchase Agreement)

주 식 양 수 도 계 약 서(SPA)

매도인들은 회사 발행주식 중 하기 제1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들로부터 

동 주식을 매입하여 회사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매도인들은 

동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

는 바, 이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조건에 따라 매매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제1조 (계약 목적물)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별첨 1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들

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주식매매대금)

(1)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의 매매대금은 1주당 평균단가를 XXX원으로 하여 금 

XXX원 (이하 “매매대금”)으로 한다.

(2)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 이후 추가적인 실사 또는 장부 열람을 통하여 매도인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별도로 진술 및 보장한 것과는 달리 숨겨진 부채가 있음을 확인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한다.

제3조 (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1) 매매대금의 구성 및 지급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금 : 금 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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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중도금 : 금 XXX원

- 2차 중도금 : 금 XXX원

- 잔금 : 금 XXX원

(2)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으로 201X년 X월 X일에 금 XXX원을, 

201X년 X월 X일 1차 중도금으로 금 XXX원을, 201X년 X월 X일 2차 중도금으로 금 XXX원을 

201X년 X월 X일(이하 “잔금 지급일” 또는 “종결일”)에 잔금 금 XXX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매도인들이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제4조 (경영권의 이전)

(1)   매도인들은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X년 X월 X일까지 회사의 현재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사직서 및 기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전항에 의한 경영권 이전 이후에 발생한 회사의 문제에 대하여 매수인 및 현 경

영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3)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매도인들

이 지명한 이사가 매수인이 지명한 이사로 교체될 때까지,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주주로서

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인도)

(1)   매도인들은 본 계약 제3.2조에 따른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X년 X월 X일에 2차중도금 지

급과 상환으로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직접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본건 주식 전

부를 양도하여야 한다.

(2)   매도인들은 본건 주식에 대하여 2차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금감원 및 관계당국에 대한 보고, 신고 및 공시 등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6조 (선행조건)

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있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 의무이행은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

이 모두 성취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이 교부한 모든 문서에 명시된 매도인들의 모든 진술 

및 보장은 동 진술 및 보장을 행할 당시에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었어야 

하며, 그러한 진술 및 보장이 종결일 및 종결일자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결일 현재 실

질적인 모든 면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2) 종결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매도인들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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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계약 체결일 및 종결일을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i) 본 계약에 의해 예정된 거래의 완료

를 제한, 금지하게 되거나, 또는 (ii) 매수인이 매수자산이나 본건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 일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이를 제한, 금지하거나 또는 그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어떠한 법정 분쟁이 계류되어 있지 않으며, 제기될 우려도 없었어야 한다.

(4)   본 계약체결일과 종결일 사이에 본건 사업이나 매수자산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

는 어떠한 변경도 없어야 한다.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이란 (i) 전체적으로 재산, 사업, 운

영, 수입, 자산, 채무, 재정여건 또는 본건 사업에 대한 전망, 또는 (ii) 본 계약상의 매도인들

의 의무이행 능력, 또는 (iii) 기타 실질적으로 본 계약의 집행가능성에 중대하게 불리하게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한다.

제7조 (진술 및 보장)

매도인들은 매수인에 대하여 다음에 기재된 내용이 본건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 현재 모

두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장한다.

(1)   매도인들은 본건 주식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고, 본건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 중 매도인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이며, 매도인들은 본건 주식을 매수인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본건 주식의 주권이 교부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제3자도 본건 주식에 대한 질권 등의 담보

권 기타 계약 또는 법률상의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3)   재무제표 : 매도인들이 달리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도인들이 제시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작성 기준

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4)   공개되지 않은 채무 : 매도인들이 달리 서면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우발채

무, 불확정 채무 또는 기타의 채무가 없다. 

(5)   법적 분쟁 등 : 매도인들의 본건 사업 또는 매수자산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사 내

지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본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정

부기관의 판결 또는 명령도 없다.

(6)   세금: 매도인들이 달리 서면으로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도인들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국세 또는 지방세 기타 세금에 대한 신고를 적시에 제출하였으며, 그와 같은 

세금 신고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7)   동산 및 부동산 : 매도인들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재산과 자산을 포함하여 본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적법하게 소유하며, 종결일 당시, 그러한 재산 또는 

자산 중 어떠한 부분도 저당, 질권, 기타 담보권 또는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권리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8)   자산의 상태 : 본건 사업에 사용되거나, 그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주는 매도인들의 건물, 기

계, 장비, 도구, 가구, 개량물 및 기타 비유동자산은 매도인들이 이전에 수행하였던 방식으



284 M & A
ESSENCE

로 본건 사업의 운영에 적합하다.

(9)   근로관계 : 매도인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종결일 현재 모든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미

사용연차 등 기타 고용과 관련한 금전채무 또는 청구를 이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무가 

없다.

제8조 (보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

(1)   매도인들은 본 계약 제7조의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부록 또는 매수인에게 제

공되었거나 제공될 증명서, 증서, 계약 또는 기타 서류에 명시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본 계

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한다.

(2)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조세 및 기타 관련 채무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추후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전부 배상한다.

제9조 (매도인들의 서약사항)

(1)   매도인들은 본 계약서 체결 후 본건 사업인수가 완료되는 종결일까지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영업활동을 넘어서 다액의 차입이나 채무부담 행위, 회사의 주요 자산의 매각, 임대, 기타

의 처분, 자본적 지출, 중요 계약의 체결, 주주와의 거래, 임직원에 대한 보수, 임금, 퇴직금 

기타 급여의 결정 등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의 가치, 영업, 재산, 자산, 부채상태 등에 변

경을 가져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계약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본 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정부 및 관계기관

의 제반 인, 허가 및 신고수리를 받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공시 등을 하는데 협력하여

야 한다.

(3)   매도인들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 또는 동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상 매도

인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매도인들의 제반 의무를 실질적인 모든 면에서 이행하며, 매도인

들은 기존 고객과의 본건 사업 관계 또는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관계를 유지하고 본건 사

업의 영업권을 유지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정요구를 한 상

대방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위반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것

인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별도의 시정 요구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통지함

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전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기 이행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

되, 이와 별도로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몰수하며, 매도

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기납부금액의 두 배(기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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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도계약서(SPA) 작성 요령

M&A는 주식의 매매를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계약의 목적물, 계약의 당사자

를 표시하고 주식의 매매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제1조(계약 목적물)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한다. 매수자가 매도

포함)를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8조(보장 등 위반) 및 제13조(비밀유지의

무 등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제11조 (매도인들의 관계)

(1)   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

인들의 권리행사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들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나 통

지는, 매도인들 중 1인에게 행하면 매도인들 전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조세 및 기타 비용의 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앞으로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각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매도인들은 본 계

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

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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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등의 전량 또는 일정 지분 이상을 양수한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주식양수도와 더불어 매도자의 경영권이 매수자에게로 이전된다는 사

실도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가 많이 거래되지만 우선주 또는 주식과 사채

의 성격이 결합된 금융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상환우

선주 등)도 함께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별도로 목적물을 

기재할 수 있다.

제2조(주식매매대금)

본 조에서는 대상 주식의 매매 대금을 확정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주식의 단위, 

수량 및 매매단가 등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을 사후에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을 확정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대금지급의 시기 및 방법)

본 조에서는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명시하되 금액 및 지급기일 등 매매

대금의 지급조건을 확정하여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금지급 방법으

로 Escrow Account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식매매계약은 실사절차 이후에 실사보고서에 따라 매매대금

이 확정되도록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에 

실사의 세부사항(실사의 기간, 범위, 실사인의 구성, 대상기일, 결과통보방법, 비

용방법 등)을 명기하여 매매대금의 확정방법과 실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야 한다. 

제4조(경영권의 이전)

본 조에서는 경영권의 이전시기 및 이전방법을 계약서에 표시한다. 매각대상 

주식의 양수도와 더불어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함으로

써 ‘갑’이 ‘을’의 경영권을 이전 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주식인수를 통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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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자를 대상회사의 이사에 선임하고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

으로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권 이전에 관한 조항에는 매도자의 협조사항, 경영권 이전과 이후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타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 

등도 포함시킨다. 

제5조(주식의 인도)

본 조에서는 주식매매에 따른 주식의 인도방법을 확정한다. 주식의 인도방법

에는 보통 일부인도, 일괄인도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명의개서의 협조사항과 관계

당국 보고 등의 책임소재 등도 확정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선행조건)

본 조에서는 주식매매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주로 규정하게 

되는데 매도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선행조건을 분명하게 밝혀 놓아야 한다. 

매도자의 의무 불이행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제7조(진술 및 보장), 제8조(보장 등에 관한 손해배상), 제9조(매도인들의 서약

사항)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 된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회사

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등을 실사에서 찾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경영권 이전 후에 드러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

하게 해 두어야 한다. 또한 매도자가 제시한 각종 서류 및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적

정성 등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

한 진술과 보장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매도자의 진술 및 보장은 회사에 대한 보장사항, 매매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

한 보장사항과 서약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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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 대한 보장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1) 사업영위와 관련된 법률적, 행정적 적합성

2) 재무제표의 적정성

3) 회사 소유자산의 소유권의 적법성

4)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확정

5) 조세공과, 행정규제위반 등

회사에 대한 보장사항에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매매 대상 회사의 부외부

채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외부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발

생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회사에 인도할 부외자산의 대상, 인도의 

책임과 부외부채의 변제책임자 범위, 변제방법, 책임의 기한을 확정하여 명기하

여야 하며, 부외부채 변제의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도 적시한다.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경영권이 이전되므로 노동관계 규정도 중요하다. 고용승

계의 범위 및 당사자 간의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매매계약의 대상 주식에 대한 보장사항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주식

(혹은 자본금)에 관하여 매도자가 진술과 보장을 하여야 하며, 주식매매의 

법적권리유무, 행정규정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관하여 타인과의 계약체결금지 확인조항도 있어야  

한다.

(3)   기타 매도자가 이행해야 할 내용을 서약사항으로 표시한다. 서약사항으로

는 외부인과 체결한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관한 내용,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4)   매수자도 역시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주식매수의 완결능력보유

에 관한 진술, 경영권을 양수 받을 법적자격 보유 확인, 매도자가 회사에 기

제공한 담보 혹은 주주가수금의 해지, 변제확인 및 이에 대한 담보사항 등

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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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조항에는 계약효력발생에 관한 확정, 계약의 해제사유의 확정, 계

약해제 가능기간의 확정, 계약해제 혹은 계약위반 시 배상방법 등에 관하여 확정

하여 명시한다. 

제11조~제15조(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는 타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연대보증인 및 내부관

계, 조세 및 비용(Tax and Cost),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준거법 및 관할법원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에 관한 사항을 조항별로 정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거래의 사정상 요구되는 특별사항에 대한 조항에는 경영협조에 대한 사항, 

상호 사용에 대한 사항, 경쟁금지에 관한 사항, 정부인허가 및 신고사항,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4. 합병계약서(Merger Contract)

합 병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이   (이하 ‘을’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기로 상호 합

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 (거래형태)

‘을’은 자사가 보유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갑’에게 일괄 양도하고 이를 통해 ‘갑’은 ‘을’을 흡

수합병하기로 한다. ‘갑’은 존속법인으로 남고 ‘을’은 해산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제2조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 및 신주의 발행)

‘갑’은 합병 당시에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금액 XXX원) XXX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

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하는 ‘을’의 주식 X주에 대하여 ‘갑’의 주식 X주의 비

율로 배정하여 교부한다. 다만, ‘갑’이 소유하는 ‘을’의 주식 XXX주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신

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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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본금과 준비금의 증가)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은 다음과 같다.

1. 자본금: 금 XXX원 

2. 자본준비금: 합병차익으로부터 제3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이익준비금: 금 XXX원 

4. 임의준비금: 금 XXX원

제4조 (합병승인 총회기일)

‘갑’과 ‘을’은 201X년 X월 X일 각각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본 계약서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다만, 합병 절차를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

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합병을 할 날)

‘갑’, ‘을’의 합병을 할 날은 201X년 X월 X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재산의 인수)

‘을’은 201X년 X월 X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 현재의 기타 계산 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

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기일에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인수한다.

‘을’은 201X년 X월 X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자산,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따로 계산

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갑’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하

고 모든 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합병교부금)

‘갑’은 합병기일 현재의 ‘을’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주식 1주당 XXX

원의 교부금을 합병보고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이 금액은 합병기일에 있어서

의 ‘을’의 자산, 부채의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종업원의 인수)

‘갑’은 ‘을’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갑’의 종업원으로 인수하며, 퇴직금의 지급 없이 ‘을’의 근

속연수를 ‘갑’의 근속연수로 통산하며,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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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작성 요령

합병 거래를 진행할 때 합병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고 작성하는 문

서가 ‘합병계약서’이다. ‘합병계약서’도 정해진 형식이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합병계약서’에는 우선 ‘갑’과 ‘을’이 합병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합의에 따라 본 

‘합병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제1조(거래형태)

합병 형태(흡수합병, 신설합병) 및 존속 여부(존속회사, 해산회사)를 명확하게 

명시한다.

제10조 (임직원 퇴직금의 지급)

합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을’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을’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불가항력)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

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길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합병조건의 변경, 합병계약의 해제)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중대한 숨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

나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제4조에 규정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

만 법령상 정하여진 인,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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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행주식 총수의 증가 및 신주의 발행)

‘갑’이 발행하여 교부하는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를 명시하고 합병 승인절차를 

간략히 기술한다. 또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등 절차간소화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의 경우 관련 조건 및 승인절차를 별도로 기재한다.

제3조(자본금과 준비금의 증가)

존속회사의 자본 및 준비금의 증가액은 해산회사로부터 승계한 합병재무상태

표상의 순자산의 가액에 의하여 제한된다. 여기서 합병차익이란 존속회사가 해

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 합병 시 그 주식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을 배정할 수 없어 그 만큼 자본증가액이 해산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제4조(합병승인 총회기일)

주주총회 일자를 확정할 필요는 없고 일정 기간으로 정해도 된다.

제5조(합병을 할 날)

합병기일이라고도 하며, 합병당사회사가 합병의 실행을 하여 실질적으로 합체

되는 날, 즉 해산회사의 재산 기타 주주관계서류 일체가 존속회사에 인도되고 존

속회사의 주식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어 해산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식인수인이 되는 날로서 통상 합병보고총회 전에 이루어진다.

합병기일은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합병등기일과 다르므로 그 사이 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합병을 할 날 이전에 결

산기가 도래하여 합병기일 후가 아니면 그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병을 할 날 이후에는 해산회사는 잠재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기총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이익배당의 경우에는 합병배당금

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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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합병교부금)

주식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합병기일의 전일까지 해산회사의 주주에

게 귀속될 이익배당액을 교부하기 위하여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고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수를 감

소시키는 것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가능하나 이는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

의 소각대금의 성격이다. 원칙적으로 합병등기를 종료한 때 지급하는 것이 맞으

며 그 전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가불형식으로 봐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인수)

합병되면 존속(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

다(상법 제235조). 따라서 합병 당시 재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되며, 

합병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

도 이는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94 M & A
ESSENCE

[부록 2]  M&A 관련 계약서 예시(영문)

1. Letter of Intent(LOI, 인수의향서)

Letter of Intent

[ABC. Inc.] (the “Buyer”) is pleased to submit the proposal to acquire all of the outstanding 

shares and other equity interests in [the Target] (“Company”).

The Buyer will work with the Company to ensure that its continuing due diligence effort 

causes minimal disruption to the Company’s ongoing business operations. The Buyer 

desires to negotiate and sign the Definitive Agreement, and to close the acquisition, as soon 

as reasonably possible. It is understood that the Buyer must complete its preferred stock 

financing before it is able to close.

Due Diligence; Company and the Buyer shall each provide the other and its prospective 

investors with access to its books and records and shall cause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ccountants, and other agents and representatives to cooperate with them in 

connection with the due diligence process. 

or,

Rights to Inspect. At all times prior to the Closing, the Company shall provide Purchaser and 

its representatives with such information, material, instruments documents and agreements, 

and/or access to the Company’s assets and such books and records of the Company, 

as Purchaser shall reasonably request in connection with its evaluation of the Company’s 

assets, the Company and the Company’s business.

Indicative Valu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Information Memorandum dated □

□/□□/201□, our indicative valuation of the Company on an enterprise value bas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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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양해각서)

KRW □□□ billion. This proposed valuation implies 201□(e) EV/EBITDA multiple of □□x, 

assuming 201□(e) EBITDA of KRW □□□ billion. This valuation is based on conventional 

valuation methodologies and reflects a premium for the Company’s unique organizational 

attributes and strong growth prospects.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Each of the parties agree to keep all information acquired as 

a result of theses examinations,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in or shall not 

otherwise come into the public domain, confidential and will not disclose it to any person 

or use it for any other purpose than as required by law in order to enforce or exercise its 

rights hereunder. In the event that the contemplated Transaction does not close, each party 

will return to the other party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material relating to i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the event this MOU is terminated or becomes ineffective prior to execution of the Definitive 

Agreement, the Company may undertake negotiations with any other party other than the 

Preferred Bidder, and the Preferred Bidder may not raise any objection thereto.

Purpose; This MOU is intended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mpany and 

the Preferred Bidder in this Transaction and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negotia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efinitive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ssessment 

and determination of the purchase price. Both parties agree to execute the Definitiv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provided herein.

Purchase Price; The Purchase Price for the Preferred Bidder’s acquisition of the Company 

shall be KRW □□□.

Due Diligence; The Preferred Bidder may conduct due dilige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and accounting due diligence on the Company for □□ week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MOU.

In conducting the due diligence, the Preferred Bidder shall submit, in writing, the scope and 

schedule of the due diligence to the Company in advance, and the Company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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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ck Purchase Agreement(SPA, 주식양수도계약서)

upon request by the Preferred Bidde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Preferred Bidder, 

cooperate with any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materials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operations, assets, liabilities and other matters, to the extent the ordinary business activities 

of the Company are not disturbed. However, the Preferred Bidder shall obtain the prior 

consent of the Company or its Advisors in order to copy data furnished in the due diligence 

site or carry them out of the site.

Confidentiality; The Preferred Bidder shall use information ob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MOU (includ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ue 

diligence) solely to determine whether to enter into the Definitive Agreement and shall not 

use such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Without obtaining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mpany, the Preferred Bidder shall not cause any matters involving the execution 

process, contents and performance of this MOU and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Company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is Transaction to be known to any third party other 

than its advisors; provided, however,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wher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i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or by 

the court in the course of a trial. In such case, the Preferred Bidder shall notify such to 

the Company in writing and shall consult the Company with respect to the content of the 

document required to be disclosed and whether such disclosure should be made.

Stock Purchase Agreement

THIS SHARE PURCHA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on 

……………………………201X by and among: 

Seller 1: ABC Company

Seller 2: BCD Company

Purchaser: ______

The Sellers and the Purchaser shall individually be referred to herein as the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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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ALS

(1)   The Sellers established a Company named ‘‘Company A’’ in XXX by capital contribution 

of USD XXXX for purpose of engaging in XXX in XXXXX.

(2)   As of date of this Agreement, the Company has issued XXXX common shares with par 

value of XXXX US dollars (USD XXXX) for each share, all of which are fully paid. 

(3)   The Sellers desire to sell to the Purchaser, and the Purchaser desires to purchase, 

an aggregate of XXXX shares of the Company held by the Sellers (representing XX%) 

(‘‘the Purchase Share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respectively held by the 

Sellers.

Purchase Price

The aggregate purchase price for the Purchase Shares shall be USD_________ 

(‘‘the Purchase Price’’), of which USD _____________shall be paid to Seller 1, and 

USD__________shall be paid to Seller 2.

Closing Date

Subject to the satisfaction or waiver (by the entitled Party) of all conditions set forth in 

Article XX, the closing of the purchase and sale of Shares (“Closing”) will take place at 

the principal office of the Sellers on the date designated by the Sellers after xx Business 

Days after the Permits have been obtained from XXX Government Authorities or at such 

other place and/or later time as the Parties hereto may agree (“Closing Date”); provided, 

however, that the Closing shall occur within xx months after the date hereof.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o, the Sellers may, at its sole discretion, extend the Closing Date by 

designating a new Closing Date, which falls within X months after the date hereof but no 

later than ___201X.

CONDITIONS PRECEDENT TO CLOSING

(1) Conditions to Obligation of the Sellers and the Purchaser to Close

a.   The Parties shall have obtained and made such all Permits, reports and filings from 

and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as may be required for completion of sale and 

purchase of shares contemplated hereb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under the XXX Act, other relevant Laws 

and supervisory regulations;

b.   There shall be no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aws, Litigation, mediation, 

arbitration, petition, other dispute, investigation or disposi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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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ther jud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s that give or are likely to give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nd 

(2) Conditions to Obligation of the Purchaser to Close

a.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made by the Sellers shall be true and correct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the Closing Date;

b.   The Sellers shall have performed and complied with all obligations and warrants 

required by this Agreement to be performed and complied with the Sellers on or 

before the Closing Date;

c.   After the date hereof, no event have occurred which would result in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assets, indebtedness, claims, liabilities, financial or business 

condition, contractual relation, labor or business prospect of the Company.

(3) Conditions to Obligation of the Sellers to Close

a.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de by the Purchaser under Article XX shall be 

true and correct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the Closing Date;

b.   The Purchaser shall have performed and complied with all obligations and warrants 

required by this Agreement to be performed and complied with by the Purchaser on 

or before the Closing Dat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PURCHASER

The Purchaser represents and warrants to the Sellers that all of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Article XX are,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the Closing Date, true and correct.

Organization and Existence: The Purchaser is a corporate duly organized and validly 

existing under the laws of XXX.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SELLERS

The Sellers represent and warrant to the Purchaser that all of the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Article XX are,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the Closing Date true and correct (or, 

if made as of a specified date, as of such date).

(1)   Shares: The Sellers have the legal and valid title to the Purchase Shares respectively 

held by them as set forth in Article XX free from any third party’s pledges, encumbrances 

or third party’s first refusal right. No claim or Litigation has been initiated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Shares.

(2)   Organization and Existence: The Company is duly organized and validly existing under 

the approval on incorporation under the Laws of XXX. The Company has the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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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 and authority to carry on its business as currently being conducted. There is 

no Litigation pending or threatened in connection with the dissolution or liquidation of the 

Company.

(3)   Tax Matters: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and as of the Closing Date, the Company 

has filed or caused to be filed on a timely basis and in due and legitimate process all 

the tax returns and tax reports in connection with the Company’s business operation, 

assets and employees pursuant to the applicable Law, and the Company has paid all 

the Taxes that have or may have become due pursuant to the tax returns or tax reports 

under the applicable tax law. The Company is not under any tax-related investigation or 

probe by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relevant tax authorities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4)   Litigation: There is no Litigation pending or threatened against the Company or any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f the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business by the Company. There is no material Order that gives, or is likely to give, the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business of the Company.

TERMINATION

In the event of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prior to the Closing Date, a Party (the 

‘‘Terminating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such other Party breaches any of agreements, obligations and provisions hereunder, such 

other Party shall be referred to as the ‘‘Breaching Party’’).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elivery of termination notice to the other Party or the 

Breaching Party. The Breaching Party causing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ue to its 

breach of any agreement, obligation or provision hereunder shall not be entitled to terminate 

this Agreement for such reason.

a.   By either Party, if the Closing has not occurred within X months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or other later date if the Closing Date is extended pursuant to Article XX);

b.   By either Party, if the performance of the Transaction becomes impossible or illegal due 

to acts of God, natural disaster, war, strike, or other cause beyond a Party’s control such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c.   By the Sellers, if the Purchaser fails to make the Final Payment of the Adjusted Purchase 

Pr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XX and XX.

INDEMNIFICATION

(1)   Survival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Termination of Indemnification Oblig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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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with the indemnification obligation under this Article XX, the representations, 

warranties, warrants and other obligations of the Parties set forth herein shall survive for X 

years from the Closing Date. 

(2)   Cause for Indemnification: Each Party shall indemnify and keep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y damages, loss, claims or expense (the ‘‘Damages’’) incurred by the other 

Party resulting from or arising out of a breach or default of any warranty, representation, 

warrant, covenant or obligation of such Party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nd also shall 

indemnify and keep harmless the Purchaser from any Damages resulting from decrease 

in value of the Company pursuant to this Article XX.

(3) Damage Amount and Penalty

a.   In case of Breach by the Purchaser: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the causes 

attributable to the Purchaser, the Sellers shall forfeit XXX of Article XX. 

b.   In case of Breach by the Sellers: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the causes 

attributable to the Sellers, XX of Article XX shall be returned to the Purchaser, 

including the interest calculated by X % annual interest rate.

c.   The Cause beyond the control of both the Sellers and the Purchaser: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the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both the Sellers and 

the Purchaser, XX of Article XX shall be returned to the Purchaser. 

CONFIDENTIALIT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Transaction contemplated herein are consummated, each 

of the Parties shall maintain in confidence, and shall cause their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gents and attorneys to maintain in confidence, any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other Party or the provisions hereof, unless: (i) such information is 

obtained by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Purchaser with respect to the Company, 

(ii) such information is obtained by the Purchaser from sources not bound by a duty of 

confidentiality or after such information becomes publicly available, (iii) 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in performing and effecting this Agreement to the reasonable 

extent, or (iv) the furnishing of such information i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 the event of (iii) or (iv), the disclosing Party shall give a prior 

notice to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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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1) 일반사항

분류 요청자료

일반 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사규

산업 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 현황 및 전망

(시장규모 변화 및 전망, 주요 동향, 시장점유율)

경쟁자 현황 (경쟁자 대비 회사의 강점 및 약점 분석, 경쟁전략)

주주, 이사회 등 

지배 구조

주주명부, 주주 간 협약, 스톡옵션 부여내역 등

상환청구권, 주주별 차등권리 등에 관한 사항

배당정책 및 배당의 제약 등에 관한 사항

주식(우선주 포함) 및 사채 등(CB, BW 포함) 발행내역, 관련 계약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결의사항

주주, 임직원, 피투자회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현황

계열사/피투자회사/자회사의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소개자료

타사에 부여된 위임장 중 사업/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과거 M&A 등 거래 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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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재무정보

분류 요청자료

재무 일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예산서

(월별/분기별, 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결산명세서, 계정별 원장, 합계잔액시산표 (Soft Copy)

세무조정계산서

실사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event

(대규모 투자, 대규모 공급계약, 유형자산 취득, Claim 등)

비경상적/일시적 손익발생내역 

결산 시 결산분개/회계처리 사항 및 감사인 제시 수정사항

외부감사인이 발행한 경영자 건의서한

회사 내부 KPI 분석자료

(3) 영업관련

분류 요청자료

영업, 판매, 

매출

제품군별, 거래처별, 프로젝트별, 월별 매출 내역

현재 매출중인 제품/상품/프로젝트 및 수주 현황

향후 매출계획으로 연구/개발/협상/계약 중인 제품/상품/프로젝트 현황

주요 매출처와의 주요 계약 조건 (기간, 채권회수기준 등)

매출과 관련된 회계정책

(채널별 매출인식, 세금계산서 발행, 단가정산 등)

매출환입/에누리/할인 내역 및 리베이트/할인/반품 및 보증 정책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사업별 매출내역, 가격정책, 기타 조건 세부내역

매출액과 부가세 공급가액의 차이조정 내역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Key driver

외화매출 관련 통화별 외화매출 금액

매출과 관련된 직접비 발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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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요청자료

매출

채권

거래처별 매출채권 내역, 담보설정, 최근 양도 내역

대손정책 및 과거 상각/제각 및 대손충당금 계산내역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자료와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내역

받을어음 할인 내역 및 최근 결산일 현재 할인 후 만기미도래 어음 내역

거래처별 여신한도 및 payment-term 등 회수 정책

(과거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포함)

(4) 제조관련

분류 요청자료

제조, 생산, 

매입

생산흐름도(생산 Lot단위, 주문 주기/원재료, 부재료 이동/QC 절차/외주처별 생산

품목 등)

당기총제조원가, 제품제조원가, 매출원가명세서 

(각 제품군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주요 매입처별 현황, 계약조건 및 관련 계약서 

(업체명, 거래개시일시, 품목, 거래조건 등)

매입채무, 미지급금 현황(주요 매입처별 지급기일 포함, 지급기일 변동내역 및 향

후 변동 예정내역)

매입처별/품목별 매입금액(수량/단가 표시, 월별 세부내역)

매입처에 따른 지불기일/지급절차

재고자산 수불부, 원자재 수불부

제조원가 배부 근거 및 부서별(제조 및 관리) 경비 및 노무비 배부 명세서

회사 내부 원가분석 자료(브랜드별, 제품라인별, 채널별, 제품군별, 기획연도별, 시

즌별 등)

외화 매입금액의 경우 해당 항목별/통화별 매입금액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 내역(최근 5년, 월별, 주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성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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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요청자료

재고

자산

타처 보관(타사 물류창고 또는 대리점 위탁 등) 재고자산 내역

(사유, 제3자의 확인서 사본, 보관장소별 보험내역)

재고자산 평가내역(기간별 연령분석, 진부화 및 장기체화재고 현황)

재고자산감모손실 인식내역(재고자산 폐기내역, 반품재고 현황)

최근 재고조사 세부내역 및 관련 회계반영 내역(폐기, 감모, 평가)

(5) 인사·조직

분류 요청자료

인사, 조직

조직도(부서/팀별, 직급별 인원수, 계약직/정규직 종업원 수 및 파견 직원 명시)

급여/상여/퇴직급여 지급규정 및 복리후생 제도

연간 총인건비, 임직원수 및 평균 인건비, 평균급여인상률

인건비 성격별 구분(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및 기능별 구분(제조, 판

관, 연구개발 등)

실사기간 동안의 인원변동 현황

(입사, 퇴사, 부서이동 등 부서별, 직급별 구분)

평균근속연수 및 급여대장(부서별, 직급별)

퇴직금 지급/정산 내역,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내역

퇴직보험 관련 보험계리보고서, 사외적립자산 내역

경영진 및 핵심인력의 프로필(업계경력, 회사근속연수, 담당업무, 주요 업무경력 등)

고용계약, 연봉계약, 노동조합 계약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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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무형자산

분류 요청자료

유형·무형

자산

유·무형자산 명세서(계정별 유·무형자산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증감내역

(취득, 처분, 대체), 상각비 계산내역)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감정평가보고서

임차자산 및 임대차계약 목록, 주요 임대차 계약서 및 약정사항

보험가입자산 및 관련 보험료, 부보기간 내역

건설중인자산 관련 완성 일정 및 예상 추가투입금액

자본적지출/증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정책 및 관련 과거 지출내역

항후 유·무형자산 투자계획

R&D

지적재산권 현황, 개발 중인 제품/프로젝트 현황

R&D부서 조직도 및 주요 R&D 인력 프로필

국고보조금 수령 및 사용 내역

(7) 현금 및 차입금

분류 요청자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각 은행 계좌별 성격, 계좌번호, 현금잔액

사용제한된 예·적금의 종류 및 성격

해당 기간 동안의 유가증권, 장/단기투자자산 세부내역 및 평가내역

외환 및 환리스크 관리 정책 

차입금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현황(이자율, 통화, 차입금, 만기, 보증 및 담보 등 세부내

역, 관련 계약서 사본, 상환 스케줄)

채무불이행 이력 및 내역

사채 등 관련 평가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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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발부채

분류 요청자료

우발

부채

자금조달계약, 금융서비스 계약, 계류 중인 소송, 주요 거래처와의 분쟁, 보증제공

내역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자문 수수료 내역

회사와 제3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보증 내역 정리

회사와 관련된 또는 향후 관련이 있을 모든 소송, 중재, 사법 및 행정 조사 및 기타 

유사한 절차에 대한 리스트와 관련 서류

클레임 레터, 불만, 답변 등의 분쟁과 관련된 서류파일 및 이에 대한 법적 의견

회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 또는 정부 기관의 지시사항

법률위반 또는 법률준수 요청레터와 공정거래법, 노동, 해외 투자, 세금 또는 기타 

규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요청 및 조사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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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M&A 절차에 따른 공시 및 고려사항

절차 내용 공시 및 고려사항

인수의향

인수의향 표명

인수조건, 인수방법 검토, 매도자 대응전략 검토

Deal Structure 및 일정논의

MOU체결

MOU 내용 검토 및 확정

인수대상, 배타적 협상권 부여, 협상기간 및 상

세실사기간, 실사범위, 이행보증금, 사전가격제

시, 가격조정범위, 실사기준 등

자문사 선정(회계법

인, 법무법인 등)

공시의무 없음

상세실사

회계, 세무, 법률, 영업에 대한 실사

실사결과에 따른 주요이슈 파악 및 인수금액  

결정

회사 TFT와 자문사

가 실사 수행

계약체결

인수가격조정, 대금지급방법, 우발채무 관련 진

술보장기간 및 Escrow Account 등의 계약서 내

용확정 후 체결

이사회 승인

법무법인 작성

금감원 공시

공정위 기업결합심

사 신청

자산양수도가액 

평가보고서

(자산, 매출 10% 초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시행령 제84조의8에 

의한 주요자산인수(자산, 매출, 부채의 10% 이

상)의 경우,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회계법인과 자산양수도 평가계약체결

평가법인 선정/ 계

약체결

평가보고서 공시

공정위 심사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잔금지급 및 Closing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시 잔금지급하고 인수

완료함

매수자: 주식 대량보

유상황보고서 공시

회사: 최대주주 변

경공시

인수단 파견,

이사회 교체

향후 운영을 위하여 인수단 파견

주주총회소집요구 및 이사회 선임

금감원 공시: 주주

총회 개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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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M&A 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확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연계추진

1)   기업간 주식교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주식교환에는 적용이 불가하나,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와의 주식교환은 적용 가능)

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

가 중 주식을 70% 이상만 배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과세

이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일반적인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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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활성화 지원

 •  M&A를 통한 벤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

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80% 초과 → 50% 초과

        (주식인수 비율) 50% 초과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30% 초과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 금지 → 일부 허용

 •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다른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투

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주식양도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 →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

3.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  물적분할·현물출자를 통한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여 계

속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

      * (지분연속성 요건) 기한의 정함 없음 → 3년 이내

4.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를 조정*

      * (지분율) 2% 이상 →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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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합병의 일반적인 절차

절차 일정 설명 관련규정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합병계약서 등 작성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D-32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

사가 합병계약 체결
-

주총소집 이사회결의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상법 제362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D-31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16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상법 제354조

합병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상법 제363조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주총 2주 전~합병일부터 6개월 상법 제522조의2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주총소집통지일~주총 전일 상법 제522조의3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상법 제522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시작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청구 상법 제522조의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상법 제527조의5

주식의 병합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피합

병회사만 해당)
상법 제440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 상법 제522조의3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상법 제527조의5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상법 제440조

합병기일 D+33 실질적인 합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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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일정 설명 관련규정

합병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D+34 합병보고주주총회 대체 상법 제526조

이사회 결의 공고 D+35
정관상 공고 신문 또는 전자적 방

법(홈페이지) 게재
상법 제526조

합병등기 D+36
·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상법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94

조 및 제101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D+60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내에 주식매수
상법 제374조의2

기업결합신고(해당시) D+66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

정위 신고
공정거래법 제12조

*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장법인의 공시 및 

신고절차, 합병신주의 상장절차 등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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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1. 개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의거 중소기업청이 지정

 •  M&A지원센터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벤처기

업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 

등 8곳

2. 주요 추진사업

 • M&A 매수/매도 정보수집, 회계 및 법률 등 정보제공, DB구축

     - M&A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mna.go.kr) 운영

 •  M&A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가이드북 배포

 • M&A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업진단, 금융,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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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락처 및 주소

기관명(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www.kvca.or.kr)
02-2156-2100

(우)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

층

삼일회계법인

(www.samil.com)

02-709-3321 

02-709-0532

(우)043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한강로2가, LS

용산타워) 6층 삼일회계법인 Advisory 5본부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051-606-7394

(우)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사)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02-6331-7103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

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경영기술지원팀 M&A

사업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053-430-4444

053-430-4454

(우)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ahpekmna.co.kr)
02-3275-2107

(우)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9층 (도원빌딩)

IBK기업은행

(www.ibk.co.kr)
02-729-7707

(우)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IBK기업은행 18층 

기어개선부 M&A지원팀

한국M&A협회

(www.mna.or.kr)
02-559-0914

(우)06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4층 (사) 한국

M&A협회

※ M&A상담 및 기업진단 신청기업의 정보를 당사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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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포트폴리오 이론

 •  가정 : 평균-분산기준의 가정, 동질적 미래예측, 자산수익률의 정규분포성, 

위험회피형 투자자, 완전시장

 •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행동할 때 개별자산의 위험 중 제거되

지 않고 시장포트폴리오에 남아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뿐이므로 개별자

산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 측정됨

①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혹은 시장위험 : 증권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되는 위험으로, 시장상태가 변화하여 위험자산의 시장가

격 또는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시장위험을 말함(베타로 정의)

②   비체계적 위험(Non-Systematic Risk) 혹은 고유위험 : 개별기업만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증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으로, 증권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고유요인에 기인하는 개별위험을 말함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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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총위험

주식수

분산가능 위험
(비체계적 위험)

분산불가능 위험
(체계적 위험) b

 •  따라서 개별자산의 체계적 위험이 크면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

대수익률이 커지게 됨.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증권시장선(SML: Se-

curity Market Line)이며, 시장균형 하에서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은 체계적 

위험과 선형관계에 있음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 CAPM

( ) [ ( ) ]E R R E R Rp f m f p$b= + -

증권시장선 : SML

수익률

Rf

체계적위험(b)

증권시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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