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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0년험난했던 M&A 시장

• 2019년에 비해 2020년 거래 가치와 거래 건수는 각각

13.2%, 8.3% 하락했다.

• 거래 건수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거래 가치는 유

럽(2019년의 낮은 거래 가치 반영해)을 제외한 모든 지

역에서 하락했다. 거래량은 2020년 상반기 거의 모든

부문에서하락했지만하반기에는크게증가했다.

• 기술 및 보건의료 부문의 메가딜(규모가 100억 달러 이

상인 거래)은 2020년 하반기의 거래 가치 상승세를 주

도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기술, 미디어, 이동통신 부

문과보건의료부문이상위 5대거래를모두차지했다.

이 실적 격차에서 좋은쪽이 되기 위해, 매도자는 매각대상,

시기, 방법에대해심사숙고하는것에서부터자산을준비하

고 실행하는 준비 및 매각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비

해야 한다. 이 준비과정의 핵심요소는 매각된 사업을 카브

아웃(carve-out), 즉 모회사와 운영 및 재정상으로 분리하

는것이다. 이과정에는 좌초비용(stranded costs)최소화

를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

분에서는 카브아웃의 복잡성과 목표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한핵심성공요인들을살펴본다.

험난한 2020년이 지난 후, 2021년 M&A 시장은 호황을 누

리고있다. 2021년중반까지, 거래가치는팬데믹이전의높

은 수준으로 돌아갔고, 인수 프리미엄은 위기이전 수준을 회

복했다. 앞으로, 풍부한 자본, 유리한 경제 상황, 포트폴리오

구조조정, 업계 및 지역 통합, 지속가능성 등 무수히 많은 요

인들로인해거래가더욱촉진될것이다. 많은기업들이이런

환경이 비핵심 비즈니스 처분의 적기를 만들어 준다고 여기

고있다. 기업들은가치창출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까? 성

공의 최적 경로는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

기 위해, 우리는 198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4만

건 이상의 거래 내용이 담긴 BCG의 M&A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분석을 통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

정과 비핵심자산의 매각을 통해 상당한 주주가치 창출이 가

능하다. 시간대가 다른 가치 창출의 두 가지 지표(매각발표

일 전후의 누적초과수익률(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s)과매각후 2년동안의상대적총주주수익률(RTSR:

relative total shareholder returns))은 2016년 이후 모

두평균적으로강력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 평균값뒤에는실적과수익의큰편차가감춰져있다.

일례로, CAR은 모든산업에서 플러스이지만, 이동통신 기업

의 경우 거의 0에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우

1%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RTSR은 첨단기술, 보건의료, 소비자상품 등

몇몇 산업에서 마이너스이다. RTSR이 가장 높은 산업은 에

너지및전력과이동통신등유틸리티와금융업이다. 또다른

예로, 분사(spinoff)의 2년 RTSR 중간값은 0에 가깝지만,

최상위사분위 기업들은 50%가 넘는 괄목할 만한 RTSR를

창출하기도한다.

2021년 M&A 보고서에서는기업분할(divestiture)의가치창출잠재력과기업들이이복

잡한거래비용을관리하면서수익을확보할수있는방법에대해살펴본다. 기업이코로나

19 팬데믹의영향에대응하는과정에서기업분할은현금을조달하고, 포트폴리오를최적화

하고, 그외다양한기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도구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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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긍정적인 M&A 전망을암시하는

동향들

• 억눌린 수요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M&A 활동이더욱촉진될것이다.

• M&A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자본이 넘쳐난다. PE와

VC 기업들이기록적인수준의드라이파우더를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현금을 대량 보유하고 있

다. 또한 자본이 풍부한 많은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ies: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은 앞으

로 12~18개월간피인수기업(target)을물색할것이다.

• 장기적으로,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은 높은 부채

부담을해결하기위해매각을통해현금을조달할것이다.

또한, 세율인상이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의자산분할결정

이가속화될수있다.

• 철강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과잉생산 감소 및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M&A를 활용할 것이다. 또 어떤 경

우에는, M&A가 모빌리티와 기술과 같은 산업부문의 융

합문제를해결하는유용한도구가될수있다.

• 세계적인 혹은 지역적인 규모의 필요에 의해 반도체와 미

디어와 같은 산업에서는 국제 M&A가 추진되는 한편, 자

동차와같은산업은국제공급망구축을위해인수에관심

을보일것이다.

• 에너지와석유및가스부문의기업들은인수와매각을이

용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매력을 상승시

키려고할가능성이높다.

2021년 M&A 시장호황

• 올해상반기거래가치는 2020년하반기보다 22% 더높

았고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놀랍게도 136%나 높았다.

거래량은 2020년 하반기보다 6% 상승했으며, 상반기보

다는 32% 높았다.

• 북미에서, 거래 가치는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하반

기와 비교해 35.0%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래 가치는 유럽에서 단지 4.7% 성

장했으며, 중국에서는 46.0% 하락했다. 2021년 상반기

거래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하반기와 비교해

강한상승세를보였다.

• 2021년9월 중순까지 가장 강력한 거래 흐름을 보인 세

부문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재, 에너지 및 유틸

리티였다.

• 9월말기준, 2021년에 38건의메가딜이실행됐는데, 그

중 24건이 상반기에 발표됐다. 이에 비해 2020년 한 해

동안메가딜은 26건에불과했다.

• 연초와 대비해 절대수치로도, 다수지분 관련 거래 대비로

도소수지분관련거래가많이발생하고있다.

• PE(private equity)와 VC(venture capital)투자는기업

들이 대량의 드라이 파우더(dry powder)의 투자를 추진

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PE

기업들 역시 기업매각, 특히 독립 비즈니스로서 가치 창

출잠재력이큰자산을인수하는데큰관심을보였다.

• 2021년 거래발표일 전후 매도자의 CAR은 중간값 0.7%

로 치솟았다. 매수자의 경우 2020년에는 CAR이 마이너

스였으나 2021년상반기중간값 0.2%로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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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계속해서 사업을매각해전략적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매각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

된다.

• 직접매각(trade sales)은 기업 소유주나 금융투자자가

수의계약의형태로기업(카브아웃비즈니스포함)을매각

하는 형태로 최근 2017년에 약 1만 5000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정점을찍었다.

• 자회사 IPO는 기업이나 금융소유주가 보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으로, 2020년 600건 이상의 IPO가 1500억

달러 이상의 총 수익률을 창출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

록했다.

• 분사(spinoff)는 기업소유주가 자회사의 별도주식을 기

존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2011년 약 150건에

달해정점을찍었으며 2020년에는 100건으로거래량이

하락했다.

기업들은다양한목표의추진을위해매각을이용한다.

• 기업소유주입장에서가장중요한목적은핵심비즈니스

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는 것이다. 기계 지능 ‘검색 도구’

인 퀴드(Quid)를이용해 2000개 이상의 뉴스 기사 및기

타 출판물을 분석한 결과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비교한 두개년도 2015년과 2020년에기업매각과관련

해가장빈번하게등장하는주제임을발견했다.

• 또 하나 특히 경기 하락이기에 자주 등장하는 동기는 현

금 조달이다. 출판물에 대한 퀴드 분석에 따르면, 많은 기

업들이 2020년 현금이 증발하고 부채 수준이 눈덩이처

럼 불어나자, ‘부채를 삭감’하거나, ‘부채압박’에 대응하거

나, ‘재무적유연성’을개선해야했다.

• 자산 혹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매각을 통한 현금 창출

가능성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자산 매각의 주된

동기는미래현금유출의필요성을피하는것이다.

• 가치실현 역시 현금에 중점을 준 동기이지만, 좀 더 긍정

적인 의미를 지닌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양의 현금을 확

보할수있는기회가소유주들이거의확실히핵심사업인

것을매각하도록유도하기도했다.

• 다른 동기들로는 세금효과, 강화된 규제 부담, 혹은 가족

소유기업의승계등이있다.

• 행동주의 주주들이나 참여적인 주주들은 전략적 목표를

하나 이상 추진하기 위해, 특히 특정 비즈니스에 집중하

거나 복합기업 할인을 피하기 위해, 기업의 매각 실행을

요구할수도있다.

매각은 평균적으로매도기업의 주주들에게 가치를창출한다.

• 단기 CAR은 2016년 0.23%의 저점에서 2021년 상반

기 0.74%로급등했다.

• 2년 상대적 RTSR은 2014년 발표된 거래에 대해 1.5%

에서 2019년발표된거래의경우 4%로상승했다.

• 첨단기술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화려한 산업

에서는 CAR은 높지만 RTSR은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인 반면, 보다 안정된 산업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이다. 어

떤 경우에는 초기에는 투자자가 기업의 ‘지방’ 제거를 응

원하지만, 이후에 이 매각이 가치 창출 ‘근육’을 제거한다

고생각한다.

매각대상, 시기, 방법에 대한 올바른 결정은 수익률 증가를

촉진한다.

• 비핵심 자산 그리고/혹은 부실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 가

장 큰 RTSR을 창출한다. 이 같은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

보하고, 복잡성을 줄이며, 성장과 마진 프로필을 개선할

수있다.

• 시장 상황이 좋아 더 나은 경제 전망이 촉진되고,이로 인

해 매도자의 협상력이 더 클 때 매각을 통해 높은 수익률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매도기업이 현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RTSR은 기업의 부

채수준에따라증가함이확인됐다.

• 2년 RTSR 기준으로는, 분사가 가장 매력적인 출구 전략

이며 그 뒤를 직접매각과 IPO가 잇고 있다. 분사는 복잡

하고,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들은

이 거래를 매우 치밀하게 검토한다. 따라서, 실행된다면

성공 가능성은더 높아진다. 기업 매수자에게 직접매각하

는 방식은 금융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높은데그이유는기업매수자들은시너지효과에 대해

비용을지불할의사가더크기때문이다.

• 상대적으로 자주 자산을 매도하는 기업들이 경험이 부족

한매도기업들에비해 RTSR이더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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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카브아웃은자원집약적이며비용이많이든다.

•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서 매도자는 해당 사업을 모회사에

서분리, 즉카브아웃하기위한준비를해야한다.

• 최근 몇 년간, 50% 이상의 대형 카브아웃 기업들이 핵심

기능과 관련한 계약 등 전환 서비스계약을 통해 이전 모

회사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생산부지 및 기타 설비를 지

속적으로공유했다.

• 복잡한 카브아웃에는 많은 대내외 인력이 필요하며 눈에

보이는고문 수수료외에도다양한비용이수반되기때문

에, 깔끔한분리를실행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 누적 일회성 전환 서비스 비용은 매각된 사업 수익의 약

1%에서 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거래 규모 대비 가

장 효율적인 경우와 비용이 많이 든 경우 간의 격차가 상

당해, 그 범위는 거래 가치의 0.5% 미만에서 15% 이상

이다.

• 좌초 비용은 보통 카브아웃 기업 수익의 3%에서 7% 정

도이다. 이를제거하거나줄이기 위해서는상당한구조조

정노력이필요한경우가많다.

• 최근 BCG가 주요 M&A 및 카브아웃 실무자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브아웃이 실패하는 3대 요인은 불분명한

전략적설계, 역량제한및핵심인재부재, 매도측설계계

획과매수측통합필요성의불일치였다.

성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의무사항을준수해야한다.

• 거래전체를통해최대가치를창출하는것에집중하라.

• 세부사항을 간과하지 마라. 80:20 접근법은 충분하지 않

을수있다.

• 인사문제와전반적인변화및소통프로세스를면밀히관

리하라.

• 카브아웃 과정에 집중할 때에도,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운

영되고더욱발전및성장하도록지원하라.

• 프로젝트 조직은 간소하지만 조직 내에서 충분한 연공서

열과영향력이있는경험많은직원들로구성되도록하라.

• 카브아웃 예산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이를철저히추적및관리하라.

• 좌초 비용을 조기에 철저히 해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모

회사의 운영모델을 점검하고 비용구조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

기업분할의A to Z 정복하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4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M&A 활동은 성장세를 멈췄다. 갑작스런 글로벌 보건위기는

전례없는경제적충격을야기시켰다. 하지만, 보건위기가지

속됐음에도, M&A 활동의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기업 의사결

정자들, 투자자들, 거래주체자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M&A

활동은강력하게반등할수있었다.

팬데믹기간

M&A 활동

2020년험난했던여정되돌아보기

정상적인 시기라면, 2020년 M&A 활동은 실망스럽다고 여

겨질 수 있을 것이다. 거래 가치와 거래량은 2019년에 비해

각각 13.2%, 8,3% 하락했다. (보기 1 참조)

거래량은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동일하게 감소하지는않

았다. 유럽과 아태지역에서는 약 13.5% 감소했다. 일본에서

는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거래량이 8.7% 상승

했다. 북미 지역의 2분기 거래 활동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

장급격한것이었지만, 거래량감소는 1. 1%에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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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글로벌 M&A 활동은빠르게 반등하고강세를 유지했다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거래량 거래가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3%
3,928

2,869 2,874 3,077 2,947
2,55
7

500

0

1,000
7,500

2,500

5,000

2020년하반기 M&A 활동의급반등이 2021년상반기까지지속됨

1,500 10,000

2020년전체기준으로는하락세를보임

출처: Refinitiv; BCG Transaction Center
참조: 총 808, 406 건의 M&A 거래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사이에발표된보류, 부분완료, 완료, 무조건및철회거래들로구성되며거래규모기준선은없음; 자
체입찰, 자본구조재조정(recapitalization), 교환제안, 환매, 잔여지분인수, 소수지분매입, 민영화및분사는제외됨
1 거래가치에는인계부채(assumed liabilities)가포함됨

거래가치의경우는지역별로다른모습이나타났다. 비록유

럽에서 거래 가치는 31.8% 급등했지만 이는 2019년의 낮

은가치를어느정도반영하는것이다. 북미와아태지역은각

각 26.4%와 6.2% 하락을기록했다. 가장큰하락을보인지

역은중동(-61.3%)과일본(-45.7%)이었다.

업계 관점에서, 2020년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극명하게 다

른 모습을 보인 한 해였다. 상반기 거래량은 소매 부문을 제

외하면거의모든부문에서감소했다. 반면에, 하반기에는필

수 소비재와 부동산의 하락 외에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거래

량이크게상승했다.

공중보건의 위기가 지속됐지만, M&A 거래에

미치는영향은일시적이었다.

2020년 상반기에 거래 가치가 상승한 유일한 부문은 필수

소비재와 이동통신 부문이었다.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대형

거래 한 건이 긍정적인 실적에 기여했다. 리버티글로벌

(Liberty Global)과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그들의 영국

자회사들, 케이블 회사인 버진미디어(Virgin Media)와 이동

통신업체인 오투(O2)를 126억 달러 가치의 합작 투자로 합

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에는 기술

부문과 의료부문의 메가딜(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거래)

이거래가치상승을촉진했다.

2020년 전체로 볼 때, 기술, 미디어, 이동통신(TMT)부문과

보건의료부문이 5대거래를모두차지했다.

• Dell Technologies가지분 81%(522억달러가치)를보

유한가상화소프트웨어기업 VM웨어(VMWARE)를분사

했다.

• S&P글로벌(S&P Global)은영국에본사를둔시장데이터

및연구조사기업인 IHS 마킷(HIS Markit)를 435억달러

규모의주식전량매입(all-stock deal)방식으로인수한다

고발표했다. 

•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는일본최대

의이동통신업체인자회사 NTT 도코모(NTT Docomo)의

상장주식(33.8%)을인수함으로써 NTT 도코모를비상장

기업으로전환했다.

• 엔비디아(Nvidia)는영국반도체설계회사인암(Arm)을

400억달러에인수했다고발표했다.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알렉시온파마슈티컬스

(Alexion Pharmaceuticals)를 393억달러에인수했다고

발표했다.

• 거래가치가 5억달러를초과하는대형거래는전반적인

M&A 활동과동일한패턴을보이며, 급락후강력한반등

세를보였다. (보기 2 참조) 짧은휴지기후에대형거래의

물량은 2020년 8월을시작으로다시급등했다. 2020년

하반기의성장세는 2021년까지사그라지지않고계속됐

다. 

거래가치(단위: 십억달러)1 거래건수 거래가치(단위: 십억달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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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거래가치가 5억달러이상인거래수 OECD business confidence index

거래수 (> 5억달러) SPAC 합병(> 5억달러) OECD business confidence index(BCI)

출처: Refinitiv; OECD; BCG Transaction Center
참조: 총 12, 270 건의 M&A 거래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 사이에발표된보류, 부분완료, 완료, 무조건및철회거래들로구성됨; 거래가치에는인계부채
(assumed liabilities)가포함됨;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보기 2. SPAC 합병 등 대형 거래는반등을 통해새로운 고점에 도달했다.

2021년 M&A 호황살펴보기

2021년 M&A 활동은 2007년의 열풍과 비교될 만큼 급증

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 가치는 2020년 하반기보다 22% 더 높고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136%나 상승했다. 거래량은

2020년 하반기보다 6% 늘었고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

면 32% 상승했다. (보기 3 참조)

북미지역에서, 거래 가치는 2021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으며 2020년 하반기보다 35.0% 상승했다. 중동,

동남아, 호주-뉴질랜드 역시 기록적인 수준의 거래 가치를

달성했고 작년 하반기 대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는대조적으로유럽에서는거래가치상승률이 4.7%에그쳤

으며, 중국(-46.0%)과일본(-20.8%)에서는 거래 가치가 하

락했다.

2021년 상반기 거래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하반

기와 비교해 강력하게 상승했다. 중동지역이 32.0% 상승으

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유럽(16.7%), 아프리카(12.9%), 북

미(9.2%)에서도 거래량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적

추세가일본(2.3% 상승)이나중국(15.0% 하락)에서는뚜렷

하게드러나지않았다.

2021년 M&A 활동은 2007년의열풍과비교될

만큼급증했다.

2021년(9월까지)가장 강력한 거래 흐름을 보인 두 부문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와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이다. 다

음은그중몇몇주목할만한거래들이다.

• AT&T는워너미디어(Warner Media)와디스커버리

(Discovery)의 653억달러에달하는합병을발표했다.

• 비방디(Vivendi)는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을 320억달러에분사했다.

• 캐나다통신미디어기업인로저스커뮤니케이션스

(Rogers Communications)는경쟁업체인쇼커뮤니케

이션스(Shaw Communications)의 219억달러인수

입찰경쟁에참여했다. 

• 영국의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는전력공급업체

인웨스턴파워디스트리뷰션(Western Power 

Distribution)을미국전기회사인 PPL로부터 201억달

러에인수했다.

• 프랑스기업인수에즈(Suez)와베올리아앙비론느망

(Veolia Environment)은 107억달러규모의합병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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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거래가치

출처: Refinitiv; OECD; BCG Transaction Center
참조: 총 12, 270 건의 M&A 거래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 사이에발표된보류, 부분완료, 완료, 무조건및철회거래들로구성됨; 거래가치에는인계부채
(assumed liabilities)가포함됨;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보기 3. M&A 활동은 2021년상반기 사상 최고치에도달했다.

거래가치(단위: 십억달러)1 거래건수

메가딜수

메가딜(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은종종 거래당사자들이 확

신이있음을보여주는신호이다. 9월말기준, 2021년 38건

의 메가딜이 성사됐고, 이 중 24건은 상반기에 발표됐다. 이

는 2020년한해동안전체메가딜건수가불과 26건인것과

비교된다. AT&T가 워너미디어를 디스커버리에 653억 달러

에 매각한 것은 2021년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다.

2021년 9월 말까지, 그 다음으로 큰 규모의 거래들은 다음

과같다.

• 싱가포르에본사를둔그랩(Grab)의미국상장 SPAC(기

업인수목적회사)인알티미터그로스(Altimeter Growth)

와합병

• 캔자스시티서던(Kansas City Southern)를두고진행

중인인수경쟁(캐나디언내셔널철도(Canadian 

National Railway)는캐나다퍼시픽(Canadian Pacific)

의 312억달러제안을능가하기위해 335억달러의입

찰가를제시했지만, 규제문제로인해캐나다퍼시픽이

여전히우위를점하고있음)

• MSP 리커버리(MSP Recovery)가 SPAC인라이온하트

인수합병 II(Lionheart Acquisition Corporation II)와

325억달러에합병을발표

• GE가 312억달러에 GE CAS(Capital Aviation 

Services)를에어캡(AerCap)에매각

SPAC은 최근 대규모 인수합병 활동에서 눈에

띄는역할을하고있다.

이목록에서도알수있듯, SPAC은최근대형인수합병활동

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다. SPAC IPO 수는 2020년

급증했고 2021년 1분기 정점을 찍었다. 2021년 지금까지,

약 190건의 SPAC 사업통합(‘de-SPAC'거래)이 발표됐다.

평균 SPAC IPO가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데 비해, de-

SPAC 거래의 평균 거래 가치는 22억 달러다. 2021년 9월

기준, 약 430개의 상장 SPAC(IPO 수익이 1억 달러 이상인

SPAC)들이 피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SPAC은 보통 IPO

이후 18~24개월 내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앞

으로 몇 개월간 M&A 거래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SPAC 열풍이 누그러진 것은 M&A

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SPAC 열풍은 끝났는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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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2020년과 2021년자본시장에

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였다. SPAC은 IPO 이후 18~24개

월 내로 비상장 운영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유일

한목적으로하는상장쉘컴퍼니(shell company)를말한다.

SPAC은 공공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SPAC 합병과 동시에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상장지분 사모투자)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을매입하도록유도한다.

SPAC의 설립자, 혹은 ‘스폰서’는 보통 관련 업계나 금융권

(PE 혹은 VC 등)에 배경지식이 있는 경험 많은 임원들이다.

차마스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실리콘밸리

의 기업가이자 투자자)와 마이클 클라인(Michael Klein)(은

행가이자 인수거래전문가)과 같은 몇몇 스폰서들은 최근 몇

년 간 여러 개의 SPAC을 창립했다. 유명인사들 역시 SPAC

을 설립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SPAC은 게

임, 의료 및 바이오테크, 전기차에서 우주여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모빌리티와 운송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 부문에 주력

한다.

SPAC 열풍은 끝났는가?

이처럼 소위 ‘백지수표 회사’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최소

1990년대부터 존재해왔다. 그 인기가 최근에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이었다. 이 흐름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중요 거래 중 하나는 소셜 캐피탈 헤도소피아(Social

Capital Hedosophia)(팔리하피티야가 설립한 SPAC)와 버

진 갤럭틱 (Virgin Galactic)(리차드 브랜슨 (Richard

Branson)의우주여행업체)의합병이었다.

지금까지, 2021년에는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SPAC

IPO가 441건이며 그중 3분의 2는 1분기에 발생했다. 이는

이미연간기준사상최고치며 2020년에는 230건, 2019년

에는 53건이었던것과비교된다. (보기참조) 이열풍은고성

장 기업들이 제한된 재정 그리고/혹은 운영 경험 때문에 전

통적인 IPO 경로는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상장을 하고자 하

는 의욕이 있음을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실적이 부족할지라

도이위험한기업들에게투자하고자하는열의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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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IPOs1

SPAC IPO 물량

De-SPAC거래2

총수익(단위:백만달러)

SPAC 활동의 열기가 식고있다

출처: S&P Capital IQ; SPACinsider; BCG Transaction Center. 
1 최소 1억달러이상의수익을기록한 SPAC IPO를 포함.
2 거래가치가최소 1억달러이상인 de-SPAC 거래포함.

수익(단위: 십억달러)1                                                                                                                            SPAC IPO 수1

De-SPAC 물량

거래가치(단위: 십억달러)2 De-SPAC IPO 수2

하지만 2년 동안의 SPAC 열풍이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소매 투자자들의 SPAC IPO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것이다. 이는최초거래일의주가상승을말하는 ‘첫날폭

등(first-day pop)’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2020년 11

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급등한 후 2021년 4월 크게 하락

하기 시작했다. 또한, 합병 전 공모주식 환매율이 최근 증가

하고 있다. 환매율 상승은 충분한 자본이 가용하도록 해주는

PIPE 금융의중요성을보여준다.

투자자들의 흥미가 줄어드는 것은, SPAC에 관해 좋은 것이

지나치게많음을이해했음을반영하는것일수있다. 더많은

SPAC이 제한된 수의 목표를 노리다 보니 이전에는 SPAC

스폰서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부분 결정됐던

거래 조건에 대해 잠재적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에게 협상력

이생겼다

거래가치(단위:십억달러)

뿐만 아니라, 스폰서와 투자자의 열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공식발표

로 인해 한풀 꺾였다. 이 규제당국은 SPAC이 발행한 신주인

수권의 회계처리 분류와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

기했다. 또한 공매도자들이 2020년과 2021년 일부 SPAC

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De-

SPAC 거래 후 상장한 기업들은 공매자들에게 매력적인 표

적이 될 수 있다. 이 기업들은 종종 높은 매출과 수익률이 예

상되지만현재이익은낮거나없기때문에, 이런기업들중몇

몇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SPAC을

통해상장을계획하는기업은이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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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거래의수와총가치는지난 10년간상승함

%share

거래량

거래가치

지금까지 올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다수지분 관련

거래에비해상대적으로, 소수지분관련거래의양이매우많

다. 이는 PE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위기 동안 기업에 소

수 투자를 제안하면서, 작년 소수지분거래가 대대적으로 증

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소수지분 거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과 성장회사에 기업 벤처캐피탈(VC)을 제공하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더욱 촉진되기도 했다. 이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기업 VC 투자는 VC 시장에서

어느때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보기 4 참조)

일반적으로 PE와 VC 투자는 기업들이 대량의 드라이 파우

더(dry powder)의 투자를 추진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침

체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보기 5 참조) PE기업들은 또한 기

업매각, 특히 판매자에게 비핵심자산으로 간주되고 독립적

으로 큰 가치 창출 잠재력이 있는 카브아웃 비즈니스를 인수

하는데큰관심을보였다.

보기 4. 기업 벤처캐피탈활동은 꾸준히증가했다

출처: Pitchbook; BCG 분석.
참조: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2021년 9월 29일기준 YTD.

거래가치(단위: 십억달러)1 거래수

이거래는현재투자된전체벤처캐피탈의
약 4분의 1에해당됨

전체 VC투자에서 CVC 비중(물량)

전체 VC투자에서 CVC 비중(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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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finitiv; Preqin; BCG 분석
참조: PE거래활동은금융스폰서의매수측과매도측투자를포함함
1 거래가치에는인계부채(assumed liabilities)가포함됨
2 벤처펀드에는모든벤처캐피탈단계가포함됨
3 부실채권펀드에는부실부채, 특수상황, 턴어라운드에주력하는펀드가포함됨

보기 5. 드라이 파우더에힘입어, PE 거래는급등해 새로운고점을 기록했다

짧은하락후평균이상으로활발한거래가이어짐

거래가치(단위: 십억달러)1 거래수

드라이파우더는계속해서증가함

드라이파우더(단위:조달러)

거래가격과 인수 프리미엄은 팬데믹 시작 이후 엎치락뒤치

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초부터 중반까지,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불안정성은 거래 가치를 크게 하락시켰고, 인수

프리미엄은 상승했다. 2020년 여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

했다. 2021년 중반이 되자 거래 가치는 높은 수준으로 회복

됐고, 인수 프리미엄은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

다. (보기 6 참조)

공공투자자들이 거래발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잘 평가

하기위해, 우리는거래발표 3일전시작되어발표 3일후끝

나는 기간 동안 공공 인수기업들과 판매자들의 CAR을 분석

했다. (보기 7 참조) 지난 30년동안, 투자자들은일반적으로

매각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20년과 2021년에, 매

도자의 CAR은 중간값 0.7% 급등했는데, 이는 금세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수자의 CAR은

1990년 이후 마이너스였으며 2010년 전에는 심각한 마이

너스인 경우도 많았다. 지난 10년 동안 CAR은 약간 하락하

거나플러스를보이는기간이혼합된양상을보였다. 가장최

근 CAR 하락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발생했다. CAR은

20201년상반기에상승세를보이며중간값 0.2%를기록했

다.

지난 30년동안, 투자자들은일반적으로매각발

표에대해긍정적으로반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추세가 앞으로 몇 년간 M&A 의 긍정적

인전망을촉진하고있다.

• 유리한 거시경제 조건. 단기적으로 억눌린 수요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경

제적활동의전반적인상승이특히심각하게 타격을받은

부문의 M&A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낮은 이자율

과유리한자본시장조건은거래금융에 도움이되고일반

적으로 자본비용을 낮춘다 .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

(valuation)이 몇몇 거래의 매력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

고, 풍부하고안정적인자본시장은 지분금융을 더욱촉진

하고, 인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식을 이용하고자 하

는 인수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안정성은 또한 주

주 행동주의의 수익 확대를 뒷받침한다. 변동성 감소는

행동주의 주주들이 더 쉽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하고

리스크관리비용을줄여주기때문이다.

긍정적인 M&A 전망을암시하는동향들

벤처펀드2 성장펀드 부실채권PEF3 바이아웃(buyout)펀드거래량 거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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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finitiv; BCG 분석.
참조: 총 12, 775 건의 M&A 거래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28일 사이에발표된보류, 부분완료, 완료, 무조건및철회거래들로구성되며, 거래가치최소 2500만 달러, 
최소 75% 주식양도인 거래를대상으로 함; 자체입찰, 자본구조 재조정(recapitalization), 교환제안, 환매, 잔여지분인수, 소수지분매입, 민영화및분사는제외됨; 공시가격이
있는거래들만고려함

보기 6. 거래 밸류에이션와인수 프리미엄은팬데믹 기간동안 급락을 거듭했다

• 풍부한자본. SPAC과 상대적으로 새로운참가업체들뿐

아니라 PE와 VC 펀드 등 더 많은 업체들이 제한된 수의

잠재적 피인수 기업을 좇으면서, M&A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M&A 시장

의수요측면은자본이매우풍부하다. 앞서언급한기록

적인 물량의 PE와 VC 드라이 파우더 외에도, 많은

SPAC이 최근 시장에 진입했고 앞으로 12~18개월 동

안 목표를 찾을 것이다. 또한 많은 기업들, 특히 회복력

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던 기

업들이많은양의현금을보유하고있다.

• 재무제표와 포트폴리오 조정에 집중. 전례 없는 정부 지

원과 통화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실 거래

(distressed deal)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의 일부를 상환할 필요로 인해

몇몇기업들은자산을매각해야할수도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매각으로 현금을 조

달해 그들의 과중한 부채부담을 줄일 것이다. 이런 경우

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매각추

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팬데믹에서 파생된 높은 지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업 리더들은 자산 분사 결정을 가

속할수도있다.

기업들이새로운 현실에서기반을 다시확보하면서, 기업

포트폴리오와 성장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

한지 확인해야한다. 어떤기업들은 포트폴리오를구조조

정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또

다른 기업들은 인수를 통해 성장을 가속하거나, 규모를

확보하거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할 것이다. 산업의디지

털화와 기술의 파괴적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들

이 기업변혁이나 역량, 기술,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거

래를추진하는중요한이유일것이다.

• 산업 및 지역적 고려사항. 철강 등 몇몇 산업에서는, 기업

들이초과생산을줄이거나통합하기위해 M&A를이용할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M&A가 모빌리티와 기술과 같

은 산업부문의 융합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있다.

국제 M&A 활동이 다시 증가할 조짐이다. 이는 부분적으

로는팬데믹이후해외여행의회복에의해주도될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혹은 지역적인 규모의 필요에 인해 반도

체와 미디어 등의 산업에서 국제 M&A가 촉진될 것이며

자동차와 같은 산업은 국제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수에관심을보일것이다.

거래밸류에이션은팬데믹충격에서신속히회복됨

EV/EBITDA 인수합병배수중간값(x)

인수프리미엄은평균이하로하락함

1주거래프리미엄중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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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finitiv; Datastream; BCG 분석.
참조: 총 8,706건의 M&A 거래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사이에발표된보류, 부분완료, 완료, 무조건및철회거래들로구성되며, 거래가치최소 2억 5000만 달러, 
최소 50% 주식양도인 거래를대상으로 함; 자체입찰, 자본구조 재조정(recapitalization), 교환제안, 환매, 잔여지분인수, 소수지분매입, 민영화및분사는제외됨; 공시가격이
있는거래들만고려함; CAR =Cumulative abnormal return

보기 7. 매각발표 수익률은인수기업 차원에서는플러스로돌아섰고, 
매도자 차원에서는사상 최고치를기록했다. 

• 지속가능성.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문제(일명 ESG(환

경, 사회, 지배구조)요인)가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

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ESG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떤 기업

들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

수와 매각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이다. 에너

지와 석유 및 가스 부문의 기업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에

직면해 ESG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적극

적으로관리할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다.

전반적으로, M&A 시장은 거래 활동이 사상 최고 수준에 도

달하면서호황을맞이한것으로보이지만, 이시장이이미정

점에 도달했거나 혹은 주기의 마지막에 거의 가까운 것일 수

도 있다.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현

금을 조달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기업 목표

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매각을고려하고있다. 이보고서

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가치 창출 목표를 달성할 가

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성공을 촉진할 수 있는지 논

의한다.

인수기업실적(상장인수기업(public acquirer),
상장피인수기업(public target))

CAR 중간값(%)

매도자실적(상장매도기업(public seller), 
자회사대상기업(subsidiary target))

CAR 중간값(%)

많은 기업들이 현재 현금을 조달하고, 포트폴리오

를최적화하고, 다양한기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매각을고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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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은

가치창출을

촉진한다

앞선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 활동은 2020년 코로

나19로 인해 잠시 저점을 겪은 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기

업, 사모펀드를 비롯한 대체 투자자들, 그리고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SPAC들이 매력적인 거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공개시장은사상최고수준으로확장되고있다.

이렇듯 많은 수의 열렬한 매수자들에게는 동일한 수의 열성

적인 매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각 건수는 매수자와 매

도자가 서로를 찾았음을 말한다. 매각 물량(가치와 함께)은

지난 30년동안꾸준히상승했다. 닷컴버블, 대공황, 2012년

유로존 위기와 같은 경기침체는 매각 활동에 단지 일시적인

제동을걸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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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매각

매각의 3가지유형

매각은 3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보기 8참조)

• 기업소유주나금융투자자가개인거래로기업(카브아웃

사업포함)을매각하는직접매각(trade sales)

• 기업이나금융소유주가보유한자회사를상장하는자회

사 IPO(스타트업 IPO와대조됨)

• 기업소유주가자회사의별도주식을기존주주들에게발

행하는분사(spinoff, ‘de-merger’라고도함)

직접매각이 최근 정점에 도달한 것은 거래량으로는 2017년,

거래 가치로는 2018년이었다. 거래량과 가치는 봄과 초여

름 몇 개월간 시장이 사실상 동결됐던 2020년에 크게 하락

했다. 하지만, 여전히직접매각은거래량과가치면에서주된

매각경로이다. 그리고많은양의드라이파우더를보유한금

융 투자자들에게 그 매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매각에서

PE 매수자의 비중은 2010년 10%에서 2021년 상반기

20% 이상으로상승했다.

직접매각은 IPO에게, 적어도 대중들이 느끼는 차원에서는,

입지를 어느 정도 뺏겼다. 2020년 600건 이상의 IPO가

1500억 달러가 넘는 총 수익률을 창출했다. 이 수치는 모두

사상 최고 기록으로 IPO가 매력적인 출구 전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부 기업소유주들은 유리한

시장 조건을 활용해 현금수익을 극대화(일명 ‘가치 구체화’)

하면서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다수지분 매각을 동반하는 직접매각보다 IPO를 선호한

다. IPO의 매력이 더욱 커진 것은 기록적인 주식시장 밸류에

이션과 직접매각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려는

전략적 매수자들의 의지가 감소한 덕분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직접매각의 절대 건수는 여전히 IPO 건수보다 훨씬 더

많다.

분사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거래량은 2011년 약 250건

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2020년 100건을 기록했다. 분

사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세금 관련 고려사항으로 인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하면, 이런 변동성은 놀라운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기업도주주도이거래로인해얻는금전적이득이없

다.

보기 8. 기업 분할활동은 약간의 변동은있지만 여전히강세를 유지하고있다.

출처: Refinitiv; BCG Transaction Center

총거래가치
(단위: 십억달러)1 거래수

여전히직접매각은거래량과가치면에서

주된매각경로이다.

거래수

거래가치 직접매각건수

총수익
(단위: 십억달러)1

자회사 IPO 분사

총거래가치
(단위: 십억달러)1 거래수

수익 IPO 건수 거래가치 분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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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각 사용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하며 여러 전략적 동기와 잠재적인 가치 창출 가

능성을고려하면이는매우당연한일이다.

왜사업을매각하는가?

기업은매각을이용해다양한전략적목표를추진할수있다.

• 핵심 사업에 집중. 기업 소유주 관점에서 사업을 매각하

는가장주된이유는핵심비즈니스에기업포트폴리오를

집중하기위함이다. 이는적어도 서구사회에서기업전략

의 정설이 다각화에서 집중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지 2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동기의 중요성

은머신지능 ‘검색도구’인퀴드(Quid)를이용해 2000건

이 넘는 뉴스 기사와 여러 출판물들을 대규모로 분석한

결과 더욱 자명해졌다.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비

교한 두 개년도, 2015년과 2020년에 기업 분할과 관련

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였다. 비핵심 사업을 매

각하면 현금을 창출할 뿐 아니라, 아마도 덜 가시적이기

는 하지만, 관리와 조직역량의 더 확보해 핵심 활동의 성

장에 투자하고 전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임러

(Daimler)는 최근 승용차와 트럭 사업을 분사를 통해 두

개의 별도 기업으로 분리했다. 이 분사를 통해 현금이 창

출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두 개의

기업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경영진은 각 사업에 적합

한 독특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동기가계속해서특히많은기업들이위기이후포트폴리

오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지금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한다.

• 현금 조달. 특히 경기침체기에 매각의 또 다른 동기는 순

부채를 줄임으로써 재무제표를 조정하거나, 긴급한 경우

에는대출이나채권의상환과같은대출의무를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당연하게도, 이

동기는 2020년에 훨씬 더 뚜렷해졌다. 우리가 실시한 퀴

드분석에따르면많은기업들이현금이사라지고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를 감소’하거나, ‘부채 압박’

에 대응하거나 ‘재무 유연성’ 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

다. 적절한 사례를 항공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항공업은

코로나팬데믹으로가장심각한피해를입은 부문중하나

로많은기업들이일반적으로대출의형태로정부지원과

민간자본투입을필요로했다. 현금을조달해 대출을상환

하고 건전한 재무제표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비즈니스의비핵심부문매각에의존하고있다.

• 출혈 중단. 자산(혹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매각을 통

한 현금 창출 가능성조차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산 매각의 주요 동기는 미래 현금 유출의 필요성을 피

하는것이다.

• 가치 실현.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은 또다른 현금 중심 동

기이지만, 더욱 긍정적인 개념이다. 높은 밸류에이션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많은 직접매각과 IPO가 이루어졌고,

무엇을 ‘핵심 사업’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있는기회가소유주들이거의확실히핵심사업인것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 이는 도이치텔레콤

(Deutsche Telekom)의 티모바일 네덜란드(T-Mobile

Netherlands)매각이나 이베이(eBay)의 광고사업 매각

의 동기였을 수 있다. 기업들은 또한 부분적 출구전략(즉,

사업의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기도 한다.

최근 사례로는 알파벳(Alphabet)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인 웨이모(Waymo)의 지분을 재무 및 전략적 투자자들

에게 매도한 것과 SAP가 자회사 퀄트릭스(Qualtrics)의

IPO를추진한것을생각해볼수있다.

• 기타 동기. 이주요 이유들 외에도 여러 다른 동기에서 매

각이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효과가 기업 분사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는 일부 관할권에서

는 법인세 중립적일 수 있다. 어떤 매각은 기업들이 성장

하면서경쟁우위가커짐에따라심화되는규제감독을줄

이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가족소유 사업은 승

계문제를해결하기위해분할될수도있다.

행동주의 주주들이나 참여적인 주주들은 이 전략적 목표를

하나 이상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 매각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복합기업 할인(기업의 시장가치가 사업들의

총 가치보다 작은 경우)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특정 비즈니

스에집중하기를바랄수도있다.

궁극적으로다른주요사업결정과마찬가지로매각의 ‘이유’

는 소유주와 경영진, 전략적 고려사항, 직면한 압력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더욱

명확하며, 다음은이에대해살펴본다.

비핵심사업을매각하면핵심활동의성장에

집중하기위한현금을창출하고관리와조직

역량을확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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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은상당한가치를확보한다

기업 분할이 매각기업의 주주들에게 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지판단하기위해, 서로다른시간기준으로두지표를살펴봤

다.

• 거래발표 3일 전 시작되어 발표 3일 후끝나는 기간동안

의 CAR

• 매각 후 2년 동안벤치마킹지수와 비교해 매각기업의 가

치창출실적초과혹은미달의기준인 RTSR

전반적으로, 두 지표 모두 매각 희망 기업에게 고무적으로,

2016년 이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기 CAR

은 2016년 0.23% 저점에서 2021년 상반기 0.74%로 급

등했다. 이는 2020년 전례 없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이후 시

장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의 부활과 올해 세계적인

강력한경기회복세를고려해예상가능한성과일수있다. 하

지만 똑같은 추세가 2년 RTSR에서도 관찰된다. 2014년 발

표된 거래에 대해 약 1.5%였던 것이 2019년 4%로 상승했

다. 특히분사의경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더광범위한영

향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의 스핀오프 인

덱스(Spin-Off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은 2003년 이후 꾸

준히 S&P500 기업들에비해좋은실적을보이며, 총수익률

이약 2배에달한다1.

가치창출에대해산업수준에서한단계더깊게들여다보면

보다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모든 산업에서 CAR은 플

러스이지만 그 격차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거의 0에서 미디

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경우 1% 이상에 이르기까지

매우크다. 이와는대조적으로 RTSR은첨단기술, 의료, 소비

재 등 일부 산업에서 마이너스이다. RTSR이 가장 높은 산업

은에너지와전력등유틸리티산업과이동통신, 금융업이다.

이는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첨단기술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화려한 산업에서는 CAR은 높지만

RTSR은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반면, 보다 안정된 산업

에서는 그 관계가 반대이다. 아마도 주식시장의 초기 열풍은

투자자가 기업이 ‘지방’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치

창출 ‘근육’을제거한것일수도있음을깨달으면서쓸모없는

애물단지로전락하는경우가빈번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기적으로 포트폴

리오를 재조정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장단기적

으로 주주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다. 이는 또

한 시장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다.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기업

포트폴리오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고, 이질적인

부문간의시너지효과에대해확신이없기때문에복잡한기

업구조에 대해 복합기업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술

연구조사는 이 같은 시장의 관점을 뒷받침하며 복합기업 할

인이 비록 1990년대 후반에 처음 추정한 것보다 낮기는 하

지만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보여준다2.
정기적인포트폴리오재조정과비핵심자산의

매각은주주들에게상당한가치를창출해준다.

1 Bloomberg Spin-Off Index는스핀오프 일로부터 첫 3년 동안 모회사로부터 분사한 미국기업들을 추적조사함.
2 Ammann, Hoechle, Schmid의 “Is there Really No Conglomerate Discount?“,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2012)참조 19



사업매각을고려함에있어, 소유주들은보통세가지주요사

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매각 대상, 시기, 방법이다. 이 요

인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RTSR을 개선할 수

있는선택들을찾아냈다.

• 매각 대상. 전 세계의 경영대학원과 이사진들이 주장했던

통념을 확인하듯, 소유주들은 비핵심자산 그리고/혹은 부

실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가장 높은 RTSR을 창출한다. 이

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복잡성이 감소되며, 성장률과

마진프로필이개선된다.

• 매각시기. 당연하게도수익률은유리한시장상황에서이

루어진 매각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더 나은 경제 전망은

침체기에 밸류에이션 수준을 높이고 경기 침체기의 재고

처리 판매(fire sale)에 비해 매각기업에 더 큰 협상력을

준다. 매각시기와관련한또 다른 요인으로, 우리는 RTSR

이 기업의부채 수준과 함께증가함을발견했다. 투자자들

은 매각기업들이 현금이 필요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있음을확인하고싶어한다.

올바른선택을통해높은수익을얻을수있다

• 매각방법. 출구전략의선택역시수익률에영향을미친다.

2년 RTSR 기준으로는 분사가 가장 매력적이며 그 뒤를

직접매각과 IPO가 잇는다. 이는 아마도 분사가 보통 상당

히큰규모의거래로종종 복잡한세금 고려사항으로인해

현금 수익을 매각기업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성

과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으로 인해 의사결정권자들은 분

사를 발표하기 전에 더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공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역사적으로, 직접매각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IPO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접매각에서

는 미래지향적 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IPO에서는 과거지

향적 금융만 이용하는 것 대비), 시너지효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직접 판매 중에서는,

기업 매수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융 투자자들에게 매

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후자는 자체 포트

폴리오 내에서시너지를실현할수있는 방법이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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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의기술을마스터하는기업들은

매각자산을통한더큰가치창출로

그보상을받을것이다.



출처: Refinitiv; Datastream; BCG 분석
1 핵심세그먼트인수는피인수기업과매도자의주요두자릿수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코드가 똑같은경우임
2 경기호황(경기불황)시기는해당연도의글로벌실질 GDP 성장률이 BCG 분석기간동안전체성장률상위(하위)3위안에속하는경우를말함
3 모회사대비 EBITDA 마진은실적의대리지표로 사용됨
4 부채수준은순부채/EBITDA로 측정됨
5 ‘경험많은’ 매도자는데이터표본에있는거래중최소 3건을실행함

보기 9. 다양한 기업매각성과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분석가들은 연습이 최고를 만든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자주 자산을 매각하

는 기업들은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 비해 RTSR이 더 높다.

이는어느정도는빈번한매각이더우수한경영관행의증거

이기때문일수도있다. 또한거래경험과매수측거래의수익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던 빈번한 인수

기업에대한 BCG의이전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이실적격차에서유리한쪽이되기위해매도자는매각대상,

시기,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에서 그 자산을 준비하고

끝까지 그 과정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

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비해야 한다. 이런 철저한 준비에도

예상치못한시장상황악화가있을수도있다.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수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업 분할은 주주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매도자는 특정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따름으로써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평

균값 뒤에는 실적과 수익률의 큰 편차가 감쳐져 있다. 예를

들어, 분사의 수익률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최상위 사분위

에 속한 최고실적기업들은 실제로 2년 기간 동안 50% 이상

의괄목할만한 RTSR을달성할수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

실적 부진기업들이 성과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중간값은 거

의 0에가깝다.

이 준비과정의 핵심요소는 매각된 비즈니스를 카브아웃

(carve-out), 즉 운영 및 재정상으로 모회사와 분리하는 것

이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카브아웃의 복잡성과 카브아웃을

성공적으로실행하는방법을살펴본다.

핵심사업근접도1

2년상대적 TSR 중간값(%)

경제상황 2

철저한 준비과정은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성공

을위한초석을마련해준다.

기업분할경로 연습이
최고를만든다

비핵심
세그먼트매각

핵심
세그먼트매각

경기호황 경기불황 직접매각 자회사 IPO       분사

모회사대비자산실적 3 모회사의부채수준4 직접매각매수자유형

경험많은매도자5

일회성매도자5

실적부실 실적초과 높음
(4x-6x)

없음
(-0x)

전략적
매수자

금융기관

준비를통해기반을다진다

매각대상 매각시기 매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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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브아웃을통한

가치창출방법

기업 분할은 확실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제대로 실행된다면

많은 경우 매도자에 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분할이 성공사례가 되기 전에, 매도자는 예상보다 더 가파

른 언덕을 올라야 한다. 즉, 해당 사업을 모회사에서 분리(카

브아웃)함으로써 매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듯 많은 수의 열

렬한 매수자들에게는동일한수의 열성적인 매도자들이 필요

하다. 그리고 매각 건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를 찾았음

을 말한다. 매각 물량(가치와 함께)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닷컴버블, 대공황, 2012년 유로존 위기와 같은 경

기침체는매각활동에단지일시적인제동을걸었을뿐이다.

카브아웃의복잡성

카브아웃은 한 기업과 그 경영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복잡

하고 중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모회사와 매각된 사업(즉

‘카브아웃기업’)의운영은이과정이진행되는동안중단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카브아웃은 ‘제1일’,

즉 새로운 소유주가 운영하는 첫날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보

장하기 위해장기실행전환서비스 계약(TSA)을비롯한몇몇

요소들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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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독립적

독립적

카브아웃의비율

<50% >50%

• 완전히독립적으로운영
되는카브아웃기업

• 모회사와의 TSA 없음

거의독립적

• 지원기능과관련한 TSA

• 핵심기능완전히독립적

모회사의존

• 지원기능및일부핵심기
능관련TSA

• 종종TSA가장기간유효함

모회사에
강한의존

• 가치사슬에여러 TSA 존재

• 모회사와생산부지공유

자산준비도 모회사에의존적

많은 경우, 카브아웃 과정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카브아

웃 기업과 모회사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인해 깔끔한

분리를실행하는것은매우어렵다. 복잡성의정도는주로이

두주체가 IT(특히 ERP 시스템), 생산 현장, 공급망(창고등),

내부프로세스를공유하는정도를반영한다.

최근 몇 년간 실행된 카브아웃에 대한 BCG의 데이터베이스

를검토한바에따르면, 대형카브아웃(규모가 3억달러이상

인)의 50% 이상이 이전 모회사로부터 재무, IT, HR과 같은

핵심기능과 관련된 계약을 포함해 TSA를 통해 제1일 이후

지원이 필요하다. 심지어 생산 현장과 기타 설비를 계속해서

공유하기도한다. (보기 10 참조) 실제로, 제1일이후모회사

에 크게 의존하는 카브아웃 기업들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

고있다. 이는현재의높은밸류에이션배수가어떻게기업들

이 복잡하고 고도로 얽혀 있는 사업을 분할 매각하는 동기가

됐는지를보여준다.

깔끔한 분리를 실행하는 것은 기업들이 상당한 자원과 자금

을 복잡한 카브아웃에 투자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모회사의 경영진이 해당자산을 시장에 내놓아 그 가치를 확

인하기 전 초기에 투자 진행을 꺼리는 것도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의 일관되게 높은 출구 배수(exit multiples)를

고려할때, 많은기업들이자산을매각시장에내놓기전에기

꺼이복잡한카브아웃의준비를시작하고있다.

기업이 카브아웃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자

원과 비용 요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자원. 경영진은 종종 상당히 큰 내부 및 외부 인력의 필요성

을 과소평가한다. 예측치와 실제 자원요건의 격차가 커서 이

후카브아웃및모회사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보기 10. 대형카브아웃 기업은보통 모회사에계속해서 의존한다

출처: BCG 카브아웃데이터베이스와전문가인터뷰
참조: 핵심기능에는 IT, 제조/생산, 공급사슬, 영업등이포함됨. TSA=Transitional service agreement.

카브아웃은한기업과그경영진이수행할수있는

가장복잡하고중대한프로젝트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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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카브아웃의 자원요건은 작게 시작해서 세계적인 차원

으로발전해나간다. 전략계획수립에는보통프로젝트리더,

최고경영진, 핵심 부서 리더들로만 구성된 작은 팀이 필요하

다. 하지만일단준비단계가시작되면, 현지팀들이전반적인

카브아웃 추진을 주도해야 한다. 중앙부서가 실행을 조정하

고 이끌어가는 것은 중앙 부서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및국가조직이대부분의업무를수행한다.

거래체결한달전과직후에, 복잡한다국적카브아웃의경우

인력수준은보통 200 이상의 FTE(약 500명의직원들이업

무를 분산해 실행하면서)에 달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 전체

인력의상당한비중이이거래의운영에관여하는셈이다. 확

실히, 이 복잡성을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카브아웃과 모회사

모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큰 지장을 주고 결국 비용을 수

반한지연이초래될것이다.

비용. 기업들이 인력, 자산, 기술, 계약을 모회사에서 분리하

는데에는상당한비용이수반된다. 만약매각된자산이나사

업이 이미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분리는 상당

히 간단하고 분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분리된 주체가 모회사의 핵심 비즈니스와 복잡하게 얽혀있

다면, 그 분리를 위해서는 조직이 해결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매우많고실행에많은비용이들것이다.

카브아웃은 몇몇 산업에서는 특히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한

예로, 의료산업에서높은비용의주요인은오랜분리기간과

규제준수의 필요성이다. 금융기관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다

른산업에도비슷한제한이적용된다. 모든산업에서, 매각된

산업의 규모, 관련된 법적 주체의 수, IT와 공급망의 얽혀있

는관계역시중요한요인들이다.

BCG는최근 연구조사를통해, 주로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거

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59개 기업 분할에 대해 직접적

인카브아웃비용-일회성비용과 TSA 비용-을분석했다. (보

기11 참조) 그 비용은 매각된 사업의 매출 대비 약 1%에서

5%에 이르기까지(중간값 약 3%)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만에서 수억 달러에 이른다. 몇몇

대규모복잡한카브아웃에서는, 이비용이매출의최대 13%

에 달하기도 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사업을 분리하는 노력

과비용은거래규모에상관없이비슷한경우가많기때문에,

매각된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 일회성 비용이 더 낮은(매

출대비비율)것이일반적이다.

보기 11. 특히복잡한 거래의경우 분리 비용이높다

출처: 연례보고서; 공개정보; BCG Transaction Center
참조: 거래가치가 10억 달러이상인 59개기업분할표본, 거래비용포함됨

기업들이인력, 자산, 기술, 계약을모회사에서

분리하는데에는상당한비용이수반된다. 

규모와복잡성이카브아웃비용에영향을미침

최대

3사분위

중간값

1사분위

최소

고비용
카브아웃

카브아웃기업매출대비일회성비용 매출범위별평균일회성비용
(카브아웃기업매출대비%, 막대상단, 절대가치)

대형카브아웃일수록
규모로 인해상대적

일회성 비용은 더낮음

복잡성은 모든규모의
회사에서 일회성 분리
비용의 주요동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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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a clean break.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유럽과 북미 지역의 상대적 비용은 비

슷하다. 하지만, 산업 기준으로는 확실한 차이가 드러났다.

의료와 금융업, 생산과 공급망 자산이 분리되어야 하는 제조

업에서일회성비용이가장컸다.

지역 혹은 산업별 차이 외에도, 요약 데이터 뒤에는 거래 규

모대비가장효율적인카브아웃과가장비용이많이드는카

브아웃 사이의 큰 차이가 가려져 있는데, 거래 가치 대비 비

용은거래별로 0.5% 미만에서 15% 이상으로그격차가매

우 크다. 이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거래 규모와 IT 및 공급망

전반의얽힘정도에의해야기되는것이다. 동시에, 실행기술

도 중요하다. 경험 많은 인재들로 팀을 구성하고, 확실한 프

로세스 속도로, 베스트프랙티스를 일관되게 적용해 카브아

웃을제대로수행하는기업들은거래가치대비더적은비용

으로프로세스를실행할수있다.

매도자는 카브아웃의 직접 비용 외에, 좌초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모회사의 비용구조에는 종종 매각된 사업운영과 관련

됐지만 이전되지 않고 카브아웃 이후에도 쉽게 제거될 수 없

는 지출이 포함돼 있다. 이 좌초 비용은 보통 카브아웃 기업

매출의 3%에서 7%에 해당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큰 편

이다. 이 비용 중 일부는 TSA를 지원하기 위해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매우 복잡하게 얽힌 대

규모 카브아웃의 경우에, 매도자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규

모에 달하는포괄적인 TSA를 제공하고수백 명의 인력이 카

브아웃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매도자는 미래 운영모델에서 TSA 종료 이후 좌초 비용을 어

떻게다룰것인지생각해야한다. 또한 TSA와관련되지않고,

역시그규모가매우큰좌초비용도해결해야한다.

좌초 비용은 보통 구별하기가 어렵고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

이걸리기때문에, 매도자는이를초기에정확히찾아내고정

량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기준선 설정과 비용분

배,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는 등 확실한 목표 수립과 비용

절감 지표의 정의가 필수적이다. 이 활동은 중앙에서 확실한

자원을 확보한 전담프로세스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창의적인사고방식이요구된다.

왜어떤카브아웃은실패하는가?

기업들이 어떻게 카브아웃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더 잘 이해

하기위해, BCG는최근반대의경우를살펴봤다. 즉, BCG 주

최 컨퍼런스에 참가한 M&A와 카브아웃 실무자들에게 카브

아웃이 실패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보기 12 참조)

• 불분명한전략적설계. 많은카브아웃이프로세스의전략

기획 단계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

들은 종종 장기적인 전략적 검토의 맥락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보통 전략적 설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 자산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

업이 될 것인가, IPO를 준비할 것인가, 전략적 매수자에

게 맞춤화된 최소기능 기업이 될 것인가? 혹은 일련의 거

래를 통해 조금씩 매각될 것인가? 이 단계에서 정확성이

부족한 것은 제 1일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큰 복잡성의

근본원인이된다.

• 역량의 한계 및 핵심 인재 부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카브아웃은 많은 핵심 이해관계자와 부문별 전문가들의

상당한 추가 노력이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준비시작에서 1일 차까지 12~18

개월은 쉽게소요되는변혁프로젝트이다. 기업들이주요

인재들에 대해적절한인센티브를 수립하지않고, 강력한

커뮤니케이션및 변화프로그램을 도입하지않는다면, 사

기가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기업들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핵심인재를잃을위기에놓일수있다.

• 설계 계획과 통합 필요성의 불일치. 매도자의 카브아웃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계획이 잠재적 매수자의 통합 개념

및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몇몇 매도자

들은 현재 이를 조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계

단계에서매수자들을훨씬더깊이있게개입시키고있다.

(‘카브아웃시기가늦춰지고있다’ 참조)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또한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예산을

지적하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높은 비용이 과소평가됐음을

강조했다. 실패의또다른이유들로계약체결시발생한타협,

현업과 IT 프로세스간의 불일치,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적인관점의부재, 불확실한지배구조등이언급됐다.

요약데이터뒤에는거래규모대비가장효율적

인카브아웃과가장비용이많이드는카브아웃

사이의큰차이가가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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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공요인

이 장애물들을 피해 카브아웃을 통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

기위해, 선도기업들은여러필수사항들을준수하고있다.

• 가치 창출에 집중하라. 카브아웃은 기술, 운영,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상당한도전과제이다. 하지만이를 자산과

프로세스를 전환시키는 데에 국한된 단순히 기계적인 분

리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카브아웃이란전체

거래를 통한 최대가치 창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모든 범

위결정, 실행(혹은 미실행)계획, 인력할당을 평가하는 기

준이되어야한다.

• 세부사항을 간과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고 프

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보통은 필

수적이고 충분한 80:20 접근법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카브아웃에서 사업연속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이 접근법이 충분하지 않다. 핵심이 세부사

항에있을수있기때문이다.

• 모든사람을참여시켜라. 운영의분리는성공적인카브아

웃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순조롭게진행되는 프로젝트라도,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노력하지않는다면, 독립적인 카브아웃기업을

만드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문제와 전반적인

변화및커뮤니케이션과정을철저히관리하는것은매우

중요하다.

• 비즈니스를 항상 기억하라. 경영진들은 카브아웃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주의를쏟으면서도, 기존사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뿐 아니라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업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치에는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경영진과 팀들이

그들의주요 업무인카브아웃기업과그모회사의성공을

촉진하는 것에집중하기에충분한시간을확보할수있도

록해주는전담프로젝트팀의수립등이포함된다.

• 적합한 인재들로 팀을 구성하라. 다른 대규모 전환 프로

젝트와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은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

이걸릴수도있는 프로젝트에핵심인력을할당하기를 꺼

려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프로젝트 팀이 간소하지만

충분한 연공서열과 조직 내의 ‘영향력’ 있는 경험 많은 직

원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프로젝트 리

더, 카브아웃 리더, 지역 리더와 같은 핵심 역할에 대해

100% 역량을 갖춘 적절한 인재들을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순조롭게진행되는프로젝트도관련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패할수있다.

보기 12. 카브아웃이실패하는다양한 이유

카브아웃실패요인
(설문에응답한전문가들중해당이유를언급한비율)

불확실한 전략적 설계

역량한계및인재손실

카브아웃 설계와 통합개념의 불일치

불충분한 예산

계약체결시 타협

IT와현업의 부조화

책임감 부족

핵심프로세스에 대한전체적인 관점부족

매수자 혹은매도자 지배구조 불확실

출처: BCG 전문가인터뷰, M&A와 카브아웃실무자 BCG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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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프로세스 대비 카브아웃 프로세스의 시기가 지난 몇 년

간크게변화했다. 과거에는, 소유주들이매각프로세스를시

작하기 전에 해당자산을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거래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는 보통 준비, 설계, 계획 단계만을 마무리하고, 실행단계의

시기는 목표한 계약 체결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접근법은 카브아웃 작업의 상당 부분을 거래프로세스 자체

로 이동시키면서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현재 이런 접근법이

규모가큰거래에더자주사용되고있다.

하지만, 시기와관련한가장최근움직임은여기에서한발더

나아갔다. 소유주들은 잠재적 매수자들에게(거의)실행된 카

브아웃을 제공하기보다, 점점 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계획작업만을 수행하고, 실행은 낙찰자와 그 요구사항에 맞

게구체적으로추진한다. 어떤경우에는, 계약체결까지계획

을미루기도한다. 이는기업투자자이건금융투자자이건카

브아웃의매수희망자들에게몇가지시사점이있다.

카브아웃의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 관여도. 매수자들은 여러 일상적이고 전략적인 카브아웃

결정에 밀접히 관여한다. 이로 인해 결과물과 가치 창출

에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하지만동시에내부및외

부적으로자원및전문성이많이요구되기도한다.

• 일정. 카브아웃 작업의 많은 부분이 계약체결 이후 시작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 완료에 시간이 더 오래 걸

리며, 전통적인 카브아웃 접근법에 비교해 두 배 이상 걸

린다.

• 비용. 매수자들에게는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보유해야하는내부인력과외부지원으로인해비용이더

많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더 이상 매도자가 전적으로 부

담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이런 추가적인 땀과 눈물은 확실히 분명한 보상으로 이어진

다. 매수자는카브아웃을그들의전략계획에맞춰조정하고,

잠재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접근법은 앞으로 특히 금융투자자들이 관련된 거래에서 더

욱인기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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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계획하고 준수하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브

아웃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카브

아웃에필요한예산에대해신중하고폭넓게생각해야 한

다. 초기에 필요한 현금 요건과 내부 비용을 고려하고 프

로세스 전체에 대해 예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하라.

또한,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IT

비용의중요성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 좌초 비용을 조기에 철저히 해결하라. 좌초 비용 제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 해결을 조기에 시작하라. 좌초 비

용은 종종 기업 분할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이다. 좌초 비용 제거는 모회사의 운영모델을

검토하고비용구조를재설정할수있는촉매제역할을하

기도 한다 . 제로베이스 예산 수립 (zero-based

budgeting)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바야흐로 기업들이 기업 분할을 통해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현재 M&A 시장의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추세들로 인해, 매도자의 자산에 대한 강력

한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BCG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 분할

은 주주들에게 장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 하지만 강력한 수익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

은 적절한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야 하며 최적의 매각

채널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매각자산 카브아웃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함으로써, 높은 비용으로

인해실현된가치가훼손되지않도록해야한다. 분리의기술

을마스터하는기업들은매각자산에대한더큰가치, 나아가

더욱 강력해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

이다.

기업은고비용으로인해실현가치가훼손되는

일이없도록베스트프랙티스를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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