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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현재 전세계는 새로운 M&A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세계적인 M&A 물결과는 달리, 글로벌 M&A
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전 M&A의 대상국이었던 신흥 경제국
가들 역시 이 조류의 한 주체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은 세계적인 M&A 추세하에서 한국의 M&A 시장 역시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의
한 수단으로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각종 관련규제를 완화
하여 오면서 국내의 M&A 시장 또한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졌
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내
M&A와 글로벌 M&A 규모는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
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 상황에서 M&A 관련 정책은 중요한
산업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내 M&A 시
장의 활성화는 학습효과를 통하여 향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M&A의 활성화에도 또한 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내시장에서 진행되어 왔던 M&A가 산
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미비했던 실정입니
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번에「국내

M&A의 경제적 성과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
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산업에서 이루어진 M&A의 활성화 정도가 산업의 산출량, 이
윤율,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
석 결과, 산업 내 M&A의 활성화는 해당 산업의 산출량과 노
동생산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 줌으로써,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M&A의 활성화를 유도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M&A 활성화
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유익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
신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원준 교수, 산업자원부의 문양택 사무
관, 공정거래위원회의 김홍기 사무관, 그리고 본 연구원의 김
원규 박사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국내 M&A의 경제적 성과분석에 있어 본 보고서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산업별 자료의 분석에 국한되면서 기업별 자료
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M&A
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본 보고서가
향후 M&A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 및 분석
의 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M&A의 성과분석과 관련된 학문
적 연구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
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7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오 상 봉

i

목 차

요 약 ……………………………………………………………… 1
Abstract ………………………………………………………… 5

제Ⅰ장 서 론 ………………………………………………………… 9

제Ⅱ장 인수합병의 동향 …………………………………………… 15
1. 세계의 M&A 물결 ………………………………………… 15
2. 글로벌 M&A 현황 ………………………………………… 18
3. 해외의 M&A 현황 ………………………………………… 21
(1) 일 본 …………………………………………………… 22
(2) 중 국 …………………………………………………… 26
4. 국내의 M&A 현황 ………………………………………… 29
(1) 국내 M&A 관련법의 변화과정 ……………………… 31
(2) 국내 M&A의 특징과 현황 …………………………… 34
1) 유형별 M&A 현황 ………………………………… 35
2) 산업별 M&A 현황 ………………………………… 37
3) 형태별 M&A 현황 ………………………………… 39

제Ⅲ장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인수합병의 경제적 성과 분석… 41
1. 기존연구의 검토 …………………………………………… 41
2. 연구방법……………………………………………………… 45

ⅱ

3. 경제적 성과 분석 …………………………………………… 49
(1) M&A 집약도 ………………………………………… 49
(2) 산업별 M&A 집약도와 산출량의 관계 분석 ……… 50
(3) 산업별 M&A 집약도와 이윤율의 관계 분석 ……… 51
(4) 산업별 M&A 집약도와 노동생산성의 관계 분석 …… 53
(5) 모형의 검증: Robustness Test …………………… 55
4. 요약 및 시사점 ……………………………………………… 59

제Ⅳ장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 62
1. 국제적인 M&A 관련 투자기관의 육성 ………………… 62
2. 금융 전문인력 양성 ………………………………………… 67
3. M&A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방안 ………………… 70
4. 제도적 보완 ………………………………………………… 72
(1) 현행 제도의 평가 ……………………………………… 72
(2) M&A 관련 제도들 …………………………………… 74
1) 공격적 측면 관련 제도……………………………… 74
2) 방어적 측면 관련 제도(적대적 M&A의 방어수단) … 75
3) 타국과의 관련 제도 비교…………………………… 77
(3) 제도적 개선안 ………………………………………… 78

제Ⅴ장 결 론 ……………………………………………………… 80
[ 참고 문헌 ] …………………………………………………… 83

iii

─ 표 목차 ─

<표 II-1> 국경간(Cross-border) M&A 비교 ………………………………… 20
<표 II-2> 외환위기 이후 기업합병 관련 제도의 변화 ………………………… 32
<표 II-3> 기업합병의 신고대상 …………………………………………………… 35
<표 II-4> 유형별 M&A 현황 ……………………………………………………… 36
<표 II-5>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 37
<표 II-6> 세분화된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 ……………………………………… 38
<표 II-7> 형태별 M&A 현황 ……………………………………………………… 39
<표 III-1> M&A의 효과에 관한 가설 …………………………………………… 46
<표 III-2> 추정결과(산출량) ……………………………………………………… 51
<표 III-3> 추정결과(이윤율) ……………………………………………………… 53
<표 III-4> 추정결과(노동생산성) ………………………………………………… 55
<표 III-5> 추정결과(산출량) ……………………………………………………… 58
<표 III-6> 추정결과(이윤율) ……………………………………………………… 58
<표 III-7> 추정결과(노동생산성) ………………………………………………… 59
<표 IV-1> 공격적 측면에 대한 M&A 관련 제도 ……………………………… 75
<표 IV-2> 방어적 측면에 대한 M&A 관련 제도와 방안 ……………………… 76
<표 IV-3> 타국의 방어적 측면에 대한 M&A 관련 제도 유무 현황 ………… 77

iv

─ 그림 목차 ─

<그림 I-1> 국내 M&A 현황(거래 수) …………………………………………… 10
<그림 I-2> 국내 M&A 현황(거래규모) ………………………………………… 11
<그림 II-1> 일본의 M&A 건수 추이 …………………………………………… 23
<그림 II-2> 일본의 M&A 규모 추이 …………………………………………… 23
<그림 II-3> 매수업체의 업종별 비중 추이 ……………………………………… 25
<그림 II-4>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대비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인수(거래 수)… 30
<그림 II-5>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대비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인수(거래 건수)… 30
<그림 III-1> 산업별 M&A 집약도 ……………………………………………… 49
<그림 III-2> 산업별 총실질산출량………………………………………………… 50
<그림 III-3> 산업별 이윤율………………………………………………………… 52
<그림 III-4> 산업별 노동생산성…………………………………………………… 54

1

〈요 약 〉
대규모의 M&A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 더 나
아가서는 그 국가의 판도까지 변화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M&A가 기업의 생존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활동의
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성
이 대두된다.
2000년 이후부터 세계 M&A가 다시 확대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그린필드(greenfield) 방식으로의 경제성장이
일정부분 한계에 다다른 대내외적 배경하에, 우리나라에서
는 글로벌 M&A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내
M&A 시장에서의 M&A 관련 경험은 학습효과를 통하여
글로벌 M&A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M&A를 논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
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M&A의 경제적 효과들을 파악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기업인수 합병의 동향을 살펴보고, 1993
년부터 2006년까지의 인수합병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시장
의 M&A 활성화가 국내의 각 산업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세계 M&A 시장의 동향과 국내 인수합병
시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세계는 현재 제6차 M&A
물결(the 6th M&A wave)에 직면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의 글로벌 M&A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제도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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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화를 통하여 국내 M&A를 활성화시켜 왔다. 그러나
1997년에서 2000년 사이 거래건수는 두 배 넘게 증가하였
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거의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
며, 거래규모는 2004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혼합적 M&A가 전체 거래건수에 있어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
로 미루어 국내 기업의 주 M&A 목적은 사업의 다각화라
고 판단된다. 산업별로는 2000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방송 등 기
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M&A가 이루어졌다. 인
수의 형태별로 구분하였을 때, 주식취득을 통한 인수합병이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절반 가량의 거래가 주식취득으
로 이루어졌다.
제III장에서는 M&A가 국내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산업내에서 일어난 M&A
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M&A 집약도 변수를 정의한 후 이
를 이용하여 산업내의 M&A 활동이 각각 산업의 산출량,
이윤율,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
증분석 결과 M&A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산
업내의 산출량과 노동생산성을 장기와 단기에 걸쳐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A 활동이 이윤율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
거하여, M&A와 관련된 네 가지 가설 - 효율성 가설(이윤
증가, 산출량 증가), 성장극대화 가설(이윤 감소, 산출량
증가), 시장지배력 가설(이윤 증가, 산출량 감소), 효율성

요 약

감소 가설(이윤 감소, 산출량 감소) - 중 국내산업의 경우
효율성 가설이나 성장극대화 가설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M&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효율성 가설이
나 성장극대화 가설에 적합하다면, 이는 향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M&A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IV장에서는 국내에서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M&A 관련 인프라의 확보를 위한 정
책 중 하나로서 국제적인 M&A 투자기관의 육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경간 M&A가 대형 투자전문회사의 중개
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국내의 대형 투자전문회
사의 육성은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
는 자본시장통합법과 2007년에 산업은행이 주관사로 성사
시킨 두산과 Bobcat 간의 딜(deal)은, 향후 전문적인
M&A 전문기관의 탄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역시 금융인프라의 설비와 연관
된 문제로, 국내에서의 고급인력의 양성과 해외의 고급인력
의 활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M&A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인 홍보와 공기업 관련 M&A 과정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지역간 M&A 정보공유와 M&A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M&A 관련 제도의 경우, 향후 방어적
인 면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포이즌 필과 같은 방어수단의 확보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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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M&A의 활성화는 또한 제조업과 금융업의 동반 성
장의 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 금융 인프라의 발전과 맥을 같
이하기에 금융시장의 성장을 꾀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이 국경간 M&A에 참
여하여 신시장 개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역
시 견인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시장의 M&A 활성화 정책
은 산업정책의 하나로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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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Effects of Merger and
Acquisition on Korean Economy

Youngjin Ro(yjro@kiet.re.kr)

Firms seek to maximize their profit. Merger and acquisition
is one of their tools to achieve that purpose. Thus merger and
acquisition (M&A) is sorely firm’
s choice and the outcome of
that activity is left as firms’responsibility. However, mega
M&A deal can affect not only the firm itself but also the status
of its industry and the economy of the country, which provides
a background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M&A as an
industrial policy. Especially in Korea, the interest about the
global M&A has been increased by the policymakers and
economists since 2004. However before we move to the issue of
the global M&A,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we evaluate the
economic impact of M&A on Korea’
s econom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trends in M&A market after
the financial-crisis in Korea, and also find out how this
development of M&A market has affected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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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dustry level. In chapter II, the trends of the world and the
Korean M&A market are reviewed. Since 2004, global M&A
market has been tremendously expanded and its total value of
transaction was increased to 38 trillion dollars in 2006, which
is called“the sixth M&A wave”
. Korean M&A market also has
been revitalized mainly due to the government deregulation
since its financial crisis, 1997. In 2006 the number of M&A
deals was recorded as 744, and the total value of transaction
deal was peaked to 2.2 billion dollars. By the types of M&A,
conglomerate M&A has been most popular in Korea, and
M&A in service industry including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been the most active industry since
2000.
In chapter III, we conduct the empirical test how M&A has
affected Korean economy in industry level. We use a panel
model -basic and extended model- using an annual data from
1993 to 2006. To measure the degree of M&A activity, we
introduce a new variable, M&A intensity, which is defined as
the ratio of number of M&A deals made to the number of firms
in industry. Since this variable represents the degree of M&A
activity in industry, we test whether this variable could have
any explanatory power on the performance variable, such as
output, profit ratio, and industry labor productivity, in each
industr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A activity in
industry has a positive effect on industry outpu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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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both in short and long-run,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M&A activity on industry profit ratio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are robust both in basic
and extended mod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among four
hypotheses about the effect of M&A, - Efficiency Hypothesis,
Growth-Maximization Hypothesis, Market Power Hypothesis
and Efficiency-Reduction Hypothesis -, either efficiency
hypothesis or growth-maximization hypothesis are the best fit
for the case of Korea. Therefore, government policy should be
focused on revitalizing M&A activity in industry because it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ndustry output and laborproductivity, and thus improv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chapter 4, we explorer the issues which would enhance
the M&A activity in Korea, and provide four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mega investment banks should be
fostered to have a global competitiveness, which would provide
intra-structure for both domestic and global M&A activity.
Secondly, the educ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should be
focused on both training the domestic professionals and
attracting international professionals. Thirdly, to improve the
public’
s negative impressions on M&A activity, we need to
promote the fair and clean M&A activity and to construct
more detailed database about M&A activity. Lastly, the
modification of legal system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firms
could have more options to defend themselves from the hos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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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attempts, and thus we advocate the adoption of poisonpill as one of candidates.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 activity would help to
bring the joint-growth in both manufacturing and finance.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 is closely related to provide a
finance-related infra structure, which would promote the
development in finance industry. Also, it would help domestic
firms to join the global M&A by accumulating experience
about M&A activity, and thus induce the growth in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M&A activity should be closely examined by the
policymakers as one of the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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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M&A 시장은 2000년 이후부터 다시 한 번 큰 활
황을 맞이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를 일컬어 제6차 M&A 물
결(The sixth M&A wave)이라 한다. 2006년 세계 M&A
규모는 전년대비 약 38%가 증가한 3.7조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증가추세는 국가간 장벽의 붕괴와 기업경쟁의
심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기
업들의 전략적 행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
벌 M&A는 동년 기준으로 30%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과거 국경간 M&A를 주도하였던 선진국뿐 아니라 이전
에 주로 글로벌 M&A의 대상국이었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등 신흥경제국 기업들의 해외 인수활동도 크게 증
가하였다1).
우리나라에서의 M&A는 거래건수와 거래규모 면에서 외환
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는 주로 비경제적인 동기의 M&A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과 해외투자

1) KPM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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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방안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를 유도하면서
국내시장에서의 M&A가 크게 증가하였다.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초부터는 기업의 경제적인 동기로 인한 자발적인 인수
활동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M&A 건수가
749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그림 I-1). 거래 규모면에서 살
펴보았을 때 2006년 기준으로 국내시장의 M&A 거래규모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20.8조 원에 달하는 등 국내시장에서
의 M&A시장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선
진국의 경우 연간 M&A 활동이 2006년을 기준으로 GDP 대
비 8.0% 이상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3.3%에
불과하며, 이는 비록 국내의 M&A 활동이 외환위기 이후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내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
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M&A는 이제 기업전략 및 산
업구조 변화요인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

<그림 I-1>

국내 M&A 현황(거래 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외국기업 간 결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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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 현황(거래규모)
단위 : 1조 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외국기업 간 결합 제외)

다. 인수합병은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기업의 경쟁
력 강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
판이 되고, 장·단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의 성
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M&A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추구와 생존을 위
한 기업활동 중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정책
적인 관점에서 국내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리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규모의 M&A는 해당기업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다
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네덜란드의 철강회사인 미
탈 스틸(Mittal Steel)은 2005년 미국의 최대철강회사인
ISG(Inter-national Steel Group)를 인수합병 하였으며,
2006년에는 비슷한 규모의 선도기업인 아르셀로(Arcelor)사
와의 합병을 통하여 철강생산량이 1억 2,000만 톤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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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세계1위의 철강회사로 탈바꿈하였다. 또다른 사례
로서 독일의 에너지 회사인 이온(E.On)은 2002년 스웨덴의
두 번째로 큰 회사인 시드크래프트(Sydkraft)와 같은 해 영국
의 파워젠(Powergen) 등을 인수함으로써 동부와 중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관련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2006년에는 스페인의
최대규모 회사인 엔데사(Endesa) 인수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거대기업의 M&A는 비록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지
만, 그 산업과 국가의 경제판도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의 변화
를 또한 야기할 수 있다.
M&A를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번째 논리로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M&A 유도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국내 M&A시장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의
M&A를 통한 해외진출(Cross-border M&A)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의 글로벌화와 각국 공기업
들의 민영화 추세, 그리고 저금리와 경기호황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부터 야기된 세계적인 M&A 활성화에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그린필드(greenfield) 방식으로 기대
되는 성장이 일정부분 한계에 부딪힌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점차 심화되는 국제적 경쟁 환경에서 글로벌
M&A는 기업의 산업선도 위치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M&A의 추세에
우리나라가 합류하지 않으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처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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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의 M&A를 통하여 기업의 인수과정과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합병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 PMI)
관리 등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온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하여 우
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M&A와 관련된 경험과 인프라 등이 여
러모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업을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자식처럼 여기는 한국 특유의 기업문화 속에서는 기업의
M&A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존재한다.
국내기업의 글로벌 M&A 참여는 기업의 세계화와 산업구조
의 고도화,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 M&A,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M&A는 그 성
공확률이 극히 낮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활동임을 고
려할 때, M&A의 노하우가 없는 기업의 글로벌 M&A 참여는
더욱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기업들의 M&A 관련 지식과 경
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활
발한 M&A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M&A 방식이 시험될 수 있
는 기반을 형성하고, 인수과정과 인수 후 통합과정(PMI)에 대
한 기업들의 노하우가 축적됨과 함께 M&A를 뒷받침하는 금
융과 전문적인 인력양성 등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 국내기업들
의 M&A 경쟁력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M&A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합병에 대한 경제적 연구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전략으로서 인수합병의 효
과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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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최근 빈번해진 인수합병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특
히, 거대기업 간 결합은 해당 산업 내 경쟁구조와 시장구조 자
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단 인수합병은 기업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조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정책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나온 대부분 논문의 경우 국내 M&A
기업들의 성과를 재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M&A가 국
내 산업에 미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급증하는 국내와 해
외의 M&A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M&A가 국내의 산업에 미
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인수합병의 동향을 살펴본다. 세계적으로 불어
온 M&A 활성화의 역사적 배경과 아시아에서 활발한 M&A
활동을 보이는 일본과 중국의 현황, 그리고 국내의 M&A 관련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제III장에서는 M&A가 각 산
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M&A
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 중 우리나라는 어떠한 가설에 합당한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IV장에서는 III장에서 도출
된 결론을 토대로 국내 M&A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련 인
프라의 정비와 제도적 보완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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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의 동향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M&A의 조류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절에서
는 총 6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세계의 M&A 물결에 대하여 살
펴보면서 그 역사적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에서 활발한 M&A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M&A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일어났던 인수
합병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세계의 M&A 물결
1900년 초반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총 6차
례에 걸친 M&A의 활성화 시기(M&A wave)가 있었다.2)
M&A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각 시기에는 당시 활성화를 유
발시켰던 각각의 시대적 상황들과, 또한 그 활성화의 막을 내
리게 되는 또다른 시대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일어
났던 M&A의 붐은 1890년대로 거슬러간다. 이 시기에 새로이
2) 이 절에서는 주로 미국의 M&A시장 활성화를 살펴본다. 세계의 M&A의 활성화는 미국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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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회사법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등장은 당시의 M&A 활
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Sherman Act3)와 같은 반
독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M&A 활동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M&A 활성화의 초기단계로서 주로 시장지
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평적 결합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 후 약 30년이 지난 후 제2차 M&A 활성화시기가 도래하였
는데, 이때는 주로 원재료로부터 생산,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직적 합병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
루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의 전조로 뉴욕 증권시장이 붕
괴됨에 따라 제2차 M&A 붐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3차 M&A의 붐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기업들의 M&A 활동은 주춤해
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1950년에 시장 내에서의 공정
한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모든 합병을 금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Celler-Kefauver Act의 제정이 당시 기업의 M&A 형
태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기업들은 이 법을 피하기 위하여 기
업의 비관련 다각화 위주의 합병과 이를 통한 기업 대규모화의
실현 등을 주전략으로 삼고 인수·합병을 시도하였다. 한편, 당
시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적 우
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기업의 탄생을 위하여 수평적 합병
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같은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3) 1890년에 제정되었으며, 독점과 카르텔을 제한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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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미국의 제4차
M&A 붐은 제2차 석유파동과 그로 인한 경기침체기가 지나면
서 이루어진 주식시장의 활황과 일부 산업에서의 규제완화가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
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산업내의 규제완화와 높은 기술발전이
기업들의 M&A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해당
하는 산업으로는 금융산업, 전자산업, 항공산업과 통신산업 등
을 들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으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증가한 점과 비관련 다각화와 관련한 합병이 감소한 것
을 들 수 있다. 또한 M&A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다양한 금융기법들의 보편화는 M&A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는 과거에 비하여 M&A의 건수와 거래규모
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거래건수는 연평균 1만4,000건이었
으며, 거래규모 역시 최대 5,0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제5차 M&A 붐의 시기에는 경기의 호황과 더불어 1990년
대 중반부터 그 규모와 거래건수 면에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일단락을 맺었다. 이 시기에
는 주식시장의 활황과 낮은 이자율 수준,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
한 정보통신 회사들의 약진으로 인하여 M&A 시장은 더욱 활
성화되어 1999년에는 거래건수가 약 3만 건, 거래규모는 3.5
조 달러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또한 국경간(cross-border)의
합병이 이전 시기보다 5배 가량이 증가하여, 2000년의 경우
미국에서 해외 M&A로 투자한 금액은 1조 달러를 상회하였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의 규제 완화와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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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 추세는 이러한 국경간 합병의 증가를 야기한 큰 요인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의 추세와 기술의 발달, 다른 국가
들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추세, 그리고 주식시장의 호황 등이 복
합적으로 이 시기의 M&A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2000년 이후 인터넷 버블의 붕괴와 함께 주춤했던 기업들의
M&A 활동은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는 제6차 M&A 붐이라 불리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중이
다. 2006년 미국 내 M&A 거래건수는 2만 5,000 건에 달하
였으며, 거래규모 역시 2.8조 달러에 달하였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내, 그리고 특히 해외로의 M&A
활동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어났던 M&A
의 주특징으로서, 산업강화적(industry consoli-dation) 성
향의 M&A가 크게 증가하여 총 M&A 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
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48.7%에서 2006년에는 전체
규모의 71.4%로 증가한 점이다4). 특히 정보통신, 유틸러티,
그리고 금융산업 등에서 이러한 산업강화적인 측면의 M&A가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산업 내에서
선도기업으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2. 글로벌 M&A 현황
이전 절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였었던 6차례의 M&A
활성화 시기와 각 시기의 특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03

4) The Brave New World of M&A (2007,BC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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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시작된 제6차 M&A 물결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기간
동안 글로벌 M&A(Global M&A) 또는 국경간 M&A
(Cross-border M&A)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II1>에는 각 국가들과 지역들의 2004년 이후의 국경간 M&A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국가들의 한국기업의 인수합병(Out-In)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기준으로 27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합병(In-Out)은 여전히 낮은 수
준으로 동년에 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은 국경간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을 보
였다. 또한 국경간 M&A의 총 거래금액 역시 타 국가들에 비
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총 국경간 M&A 거래
금액이 2006년 3,400억 달러에 달하여 단일국으로는 가장 높
은 거래금액을 보였으며, 영국 역시 당해 총액수가 2,400억 달
러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높은 M&A 활동을 보였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2004년부터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2006년 기준으로 14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기업
의 인수합병을 기록하였다.
신흥 경제성장국인 BRICs의 경우 200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국경간 M&A 활동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브라질과 중국은 자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이 각각 200억
달러와 140억 달러로 해외로부터의 인수합병 금액의 약 2배를
기록하였다. 반면, 러시아와 인도는 총 국경간 거래금액이 각각
120억 달러와 110억 달러였으며, 아직까지는 해외기업들의 러
시아와 인도기업의 인수합병이 더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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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국경간(Cross-border) M&A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Sale (Out-In)
1990∼
2004 2005 2006
2000*
한국
217 5,638 6,542 2,772
미국
36,118 81,939 105,560 172,174
영국
17,980 58,107 171,689 150,527
독일
4,899 35,868 63,122 55,270
프랑스
8,713 20,132 32,178 39,948
일본
323 8,875 2,512 2,599
싱가포르
602 1,190 5,802 7,303
홍콩(중국) 2,246 3,936 9,472 12,811
대만
17
398
756 5,672
브라질
550 6,639 5,800 10,035
러시아
113 4,062 2,819 8,677
인도
159 1,760 4,210 6,716
중국
339 6,768 8,253 6,724
동아시아
2,749 16,743 25,811 28,271
남미
4,833 13,148 16,432 24,662
EU
53,668 178,772 429,146 432,144
선진국 105,003 317,431 604,882 729,955
개발도상국 12,277 53,120 94,101 127,372
전세계 117,889 380,598 716,302 880,457

Purchases (In-Out)
1990∼
2004 2005 2006
2000*
376
409
451
923
27,756 110,022 147,551 171,288
20,447 47,307 90,535 91,717
8,104 18,613 41,600 47,484
11,141 14,994 46,332 73,710
6,071 3,787 8,131 14,479
703 11,638 6,106 14.216
2,080 2,963 10,470 7,817
417
710
634
533
217 9,124 3,848 20,445
90
949 6,375 3,378
72
863 2,649 4,740
280 1,125 5,279 14,904
3,014 5,207 16,834 24,178
1,146 9,488 6,910 25,851
59,437 164,677 386,757 426,656
108,743 341,682 627,064 752,482
8,945 37,925 82,426 122,941
117,889 380,598 716,302 880,457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주 : *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어난 M&A 거래금액의 연평균 자료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EU)에서 투자된 M&A 관련
총 거래금액 4,266억 달러에 달하여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25
억 달러에 달하는 M&A 거래금액의 17배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럽지역에서의 M&A 활동이 아시아나 남미 지역에 비하여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선진국에서의 M&A 활동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전세계 총 국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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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금액은 8,804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하여 2.3배
가량 증가하였다.

3. 해외의 M&A 현황
앞 장에서 주지했던 바와 같이 글로벌 M&A 시장은 지난 5
년 동안 급성장하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및 독일 등 선진국
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연간 GDP 대비 M&A 활동비율이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 5년 동
안 국경간(Cross-Border) M&A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간 M&A는 2006년에 전년대비 19.7%가 늘어난 1
조 4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5), 2007년에는 전체 M&A 시
장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로는 동종업종간의 M&A, 특히 금융
업종간 M&A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8% 가량의
M&A가 동일산업 내(intra-industry)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점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호황과 더불어 사모펀드 및 헤지
펀드 등 기관투자자 등의 부각이 이러한 국제적 M&A 활성화
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절에서는 최근 들어 국내 시장의 M&A 활성화에 기초하
여 글로벌 M&A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본과, 급격한 경
제성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글로벌 M&A를 활성화시킨 중
국의 M&A 현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5) 여은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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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M&A는 1997년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
며, 2004년 이후 다시 M&A의 거래건수와 거래규모가 급증하여
<그림 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에는 그룹 내 M&A
를 제외한 M&A 건수가 2,775건에 달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으
며, 공표금액을 나타낸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규
모는 2006년 전년대비 27.1% 증가한 15조 엔에 달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M&A활성화의 요인으로 관련법제의 개선
을 들 수 있다. 1996년 금융규제의 완화와 철폐에 의한 금융시
장의 활성화를 도모한 금융 빅뱅과 합병신고의 기준을 대폭 단
순화하고,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위험이 있어서 금지
되었던 순수지주회사를 자유롭게 설립·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독
점금지법의 개정, 그리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도입한 1999
년의 상법 개정 등은 당시 M&A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된 M&A 붐은 일본 경제에서 나타난
거품의 붕괴와 그 이후의 경제회복 과정, 그리고 관련법제의
개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지속되었던 장기침체로부터 탈피하여 2002년 이후 매
년 2%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회복세를 보여 왔다. 이
와 같은 회복세는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가 이 시기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6). 관련법제도의 개선
6) 2002년에서 2006년 간 성장기여율을 볼 때, 설비투자가 41%, 순수출이 30%, 그리
고 소비가 31%인 것으로 분석된다.(산업연구원 국제 세미나(2007), 일본경제 재부상
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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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2001년에 실행된 신주예약권과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한
상법개정을 비롯하여, 2003년에 M&A 관련 절차를 간편하게
개정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증권거래법과 회사법의 개정
으로 공개매수규제와 대량보유보고 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간이조직개편 요건을 완화하여 M&A의 원활한 추진을

<그림 II-1>

일본의 M&A 건수 추이

자료 : Recof

<그림 II-2>

일본의 M&A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엔

자료 : Re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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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였다. 2007년에는 삼각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는 회사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기업합병의 특징 중 하나는 주로 일본기업 간의 합병
을 통하여 M&A 시장이 성장한 점이다. 2006년 기준으로 일
본기업 간의 합병은 전체 합병 중 78.4%를 차지하였다. 일본
기업의 해외 M&A는 2004년 이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
으나, 그 비중은 2006년 기준 15.2%로 여전히 높지 않은 편
이다. 인수형태별로 파악할 때, 2006년 기준으로 매수와 자본
참가 방식이 각각 41.4%와 31.7%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출
자확대방식 역시 2000년부터 7%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양도 방식은 1990년대 말에는 20%가 넘
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점차 그 비중이 감
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제조업의 비중이 계
속 증가하였다. <그림 II-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
년 이후부터 금융업과 비제조업 내에서의 M&A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비제조업 중에서는 서비스, 소프트웨
어·정보 분야에서의 M&A 건수가 2002년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장 선호되는 인수방식으
로는 TOB(Takeover Bid)와 MBO(Management Buyout)
등이 있으며, 적대적 M&A는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성사된 적이 극히 드문 편이다.
글로벌 M&A의 주대상국은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영국
등이며, 점차적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미국, 한국, 영국, 그리고 중국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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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는 각각 225건, 49건, 45건, 그리고 47건을 기록하였다.
총 600건의 거래건수를 기록한 2006년의 국경간 M&A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 간의 거래가 234건으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유럽 간의 거래는 142건, 그리고
아시아 지역 간의 M&A는 199건을 각각 차지하였다. 특히, 아
시아 지역과의 국경간 M&A는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
며, 2003년 이전에는 주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
업인수(In-Out)가 80% 이상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2003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일본
M&A(Out-In)가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M&A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연적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화와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M&A를 하나의 대
안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또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그림 II-3>

자료 : Recof

매수업체의 업종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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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업승계의 공동화문제 7) 도
M&A 활성화를 그 대안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에,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와 제도적 장치의 보안을 서두
르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내의 M&A 활동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에 비하여 34%
가 증가한 총규모 46.4조 달러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
다. 이러한 높은 증가세의 배경으로는 2003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중국정부의 높은 경제성장률의 유지를 위한 외자
본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 아울러 세계의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시장의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여 온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새로이 제정된 M&A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인
하여 과거에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M&A 시 제약되었던
주식·자산 인수 등을 통한 인수방법의 허용과 일부 제한된 산
업에서의 기업인수가 허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개
혁은 해외기업의 중국진출과 M&A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
도적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고성장과 더불어 급증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해외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1990년대 20억 달러
7)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자식 혹은 친족에게로의 사업승계를 주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기업문화에 향후 사업승계의 공동화 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인수를 이용한 M&A 역시 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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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던 투자규모는 2005년에 123억 달러로, 그리고 2006
년에는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8).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12월 기준으로 1조 666
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1위였던 일본을 추월하였다. 급증한 외
국인 투자와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의 확대, 그리고 해외로부
터의 투기성 자본의 유입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외환보유고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응하는 한 수
단으로 적극적인 해외로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위안화의 절상
압력 완화의 요인 외에도 자원확보와 첨단기술 획득, 시장개척
과 기업 글로벌화, 그리고 통상마찰 완화 등의 목적 또한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장려에 영향을 미쳤다. 2005년 말을 기
준으로 하였을 때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572억 달러에 달하
였으며, 투자형태별로는 M&A가 197.3억 달러로 34.5%, 이
윤재투자는 270.4억 달러로 47.3%, 그리고 그린필드(greenfield)를 포함한 기타 투자는 104.3억 달러로 18.2%를 기록
하였다. 중국의 투자방식은 일본과 한국이 해외투자 초기에 그
린필드 방식을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과 같은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M&A 방식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2005년 M&A 방
식에 의한 해외투자는 65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53%를 차지
하였다.
2004년 이후 중국의 상무부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는 세 차례에 걸쳐‘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작성해 투
자 또는 인수장려 산업들을 기업에 제시하면서 해외투자를 장

8) 산업연구원(2007),“국제 M&A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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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다. 제1차는 2004년 7월(67개국), 제2차는 2005년
10월(28개국), 그리고 제3차는 2007년 3월(32개국)을 대상
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업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2차와 3차에서는 기술과 자원에 대한 해외투자를 적극 장
려하였다.
중국의 해외 M&A 투자는 크게 시장개척의 목적, 기술획득
의 목적, 그리고 자원확보의 목적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시장
개척의 목적의 대표적 사례로서 TCL사의 인수합병을 들 수 있
다. TCL사는 2004년 4월 프랑스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
(Alcatel)과 1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알카텔사
의 휴대폰사업을 양수하여 일약 세계 7위의 휴대폰 생산업체로
인수가 격상되었으며, 계속해서 미국 RCA(TV), Global
Crossing Ltd(전화기)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그
리고 기술획득 목적의 M&A 사례로는 중국의 렌샹과 IBM 간
의 합병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의 M&A 중
하나의 사례로 2004년 렌샹은 IBM사의 PC 사업을 17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여 세계 PC업계 서열 3위의 다국적 기
업으로 도약하였다. 인수과정에서 IBM PC의 연구개발센터 인
수를 통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폭 축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북경 소프트웨어 설계센터, 공업설계센터,
상해 렌샹연구원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전국 규모의 R&D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확보 목적의 M&A로서
중국의 석유개발 회사들과 철광회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중
국석유공사(페트로차이나), 중국석유화학총공사(시토펙), 중
국해양석유공사(CNOOC) 등 중국 3대 석유회사들은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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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예멘, 수단 등 전세계 14개 국가의 원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 해양석유공사 역시 2004년 인도네시아 렙
솔사를, 2005년 4월에는 MEG 에너지사의 지분을 인수하였
으며, 같은 해에 미국의 석유업체인 유노칼의 인수를 시도하다
미국 의회의 반발 등으로 실패하였다. 또한 중국 최대 철강업
체 중 하나인 상해 바오강 공사는 2005년에 브라질 철강공장
을 인수하면서, 철광석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시
도하였다.
중국의 경우 후발국으로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기
업들의 중국에의 투자유치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
려하였고, 이를 통하여 빠른 기술획득과 국제적인 기업의 탄생
을 유도하였으며, 석유·철강자원 등 자원분야에서의 선점을 위
하여 정책적으로 M&A의 활성화를 또한 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국내의 M&A 현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M&A 관련 규제의 완화, 외국자본의
유치 노력,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의 요인 등으로 인하여 국내
에서의 M&A가 크게 증가하여 2006년 기준으로 거래규모가
20.8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거래건수는 603건에 달하였다. 그
러나 이미 주지했던 바와 같이 GDP 대비 전체 M&A의 비율
이 3% 가량으로서 8% 이상을 유지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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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활동은 국내 M&A가 활성화된 정
도에 비하면 여전히 부진한 편이라 볼 수 있다. 해외기업의 국
내기업인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몇몇 기업의 대형
거래를 제외하면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활동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림 II-4>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대비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인수(거래 수)

자료 : 글로벌 M&A 활성화 콘퍼런스(2006)
거래 수 기준, 거래 규모 5천만 달러 이상

<그림 II-5>

국내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대비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인수(거래 건수)

자료 : 글로벌 M&A 활성화 콘퍼런스(2006)
단위 백만 달러, 거래 규모 5천만 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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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II-4>와 <그림 II-5>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국경간 M&A 중 국내기업의
해외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
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국내인수합병에 관한 관련법의 변화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후 국내의 인수합병이 가지는 특징과 그 현
황들을 각각 유형별, 산업별, 그리고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인수합병을 제약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점차 완화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
에는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의
10% 취득제한과 같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들의 구조조
정 활성화와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점차 관련규제를 수정·보
완하여 왔으며, 주요 정책들의 변화가 <표 II-2>에 정리되어
있다. 1997년 외국인의 지분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당해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
여 상장기업의 주식 10% 이상의 취득을 허용하였다. 1998년
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폐
지하였으며, 회사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02년에는 대
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
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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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2005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영권 방어조
항을 강화하였으며,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또한 개선하였다. 2007년에는 시장집중도의 측정지표
를 국제적인 지수인 HHI(허쉬만·허핀달 지수)로 교체하는 것
과 기업결합의 과도한 규제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의 의결을 통하여 차후 M&A에 관한
여건을 개선하였다.

<표 II-2>
일자

외환위기 이후 기업합병 관련 제도의 변화
제도

내용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이사회의 결의가 있고 우호적 인수·합병의 경
우, 외국인 투자자 1인당 개별기업 지분 10%
1997.2.1.
외자도입법
이상의 구주취득 허용
- 총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자로서의 경영권 이전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증권거래법 개정
- 상장기업 주식 10% 이상 취득 허용
1997.4.1.
증권거래법 -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25% 이상 취득시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에 의하여 구입하
여야 함.)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 의 무 공 개 매 수 제 도 완 화 (50%+1주 →
1997.12.30. 증권거래법
40%+1주)
-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를 50%에서 55%로
상향조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증권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증권거래법 및 촉진법 개정
1998.2.4.
외국인 투자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촉진법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10%에서
33.3%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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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수·합병 절차의 간소화
- 총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외국인투자자로서
증권거래법 및
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
1998.2.4.
외국인 투자
인제도 폐지
촉진법
- 이사회 동의 없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1인
당 개별기업 지분을 10%에서 33%로 상향조정
(단, 81개 방위산업체는 제외)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 경영상 이유로
1998.2.20. 근로기준법
인한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55%) 폐지
1998.5.
증권거래법
- 자사주 취득한도 완전 폐지
회사합병 절차를 간소화
- 소규모합병(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
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998.12.28. 증권거래법
5%인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
- 회사합병 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을 2개월
에서 1개월로 단축
-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금지
- 공개매수 개시 대기기간 단축(7일→3일)
2001.3.
증권거래법
- 반복 공개매수 제한기간 단축(1년→6개월)
- 공개매수제도 사후신고제로 전환
출자총액제한
- 역차별 규제 해소를 위해 1998년 2월 출자총
2002.4.
공정거래법
액한도를 폐지하였다가 1999년 12월 25%
기준 출자총액규제 재도입
벤처기업 M&A 활성화
- 비상장 벤처기업과의 주식교환 때만 적용되던
양도차익 과세 이연을 공개기업과의 주식교환
2004.12. 코스닥 위원회
시에도 적용
- 소규모 기업합병 시 요건 완화
- 주식교환 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절차 배제
경영권 방어
- M&A 목적으로 특정업체 주식을 5% 이상 취
2005.3.29. 증권거래법
득 시 5일간 의결권 행사, 주식 추가취득 금지
- 투자자가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사측에 유상증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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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도

2005.4.1.

공정거래법

2007.12.

공정거래법

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4개 졸업기준 도입
- 적용 제외 및 예외 인정 보완
계열금융사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 현행 30%에서 15%까지 단계적 축소
기업결합심사기준 중 시장점유율 조건을 큰 폭
으로 변경
- 현재 시장집중도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CRk
지수 대신 HHI(허쉬만·허핀달 지수)를 도입
하여,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일정수준에 미달
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간
이심사 절차 후 신고 후 15일 내 처리
- CRk 경우, 상위 k개사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인 반면, HHI는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
유율 제곱의 합계이므로, 시장점유율의 가중
치에 따라서 고르게 분포되는 장점이 있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 중
경쟁제한 여부 판단 시 시장집중도 요건을 삭제
- 현행의 수평결합 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결합 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가 70% 이상일 때 기업결합의 경
쟁을 제한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
- 기업결합의 과도한 규제의 요건을 완화
해외경쟁 도입수준 관련 판단기준을 보완
- 잠재적 해외경쟁압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기업결합에 반영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에의 참여 등을 간이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추가

자료 : 이병기 (2007), 공정거래위원회(2007)

우리나라 M&A 관련 자료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하
고 관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산출량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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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의 신고대상

유형

주내용

상대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20%(상장법
주식취득
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일방이 대규모회사(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
임원겸임 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상대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영업양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
수하는 경우
회사신설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동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기업결합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으로 주식취득, 임원겸
임, 합병, 영업양수, 그리고 회사신설 등 다섯 가지 경우가 있
으며, 각 기업결합의 설명은 <표 II-3>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M&A의 특징을 유
형별, 산업별 그리고 형태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유형별 M&A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 중 2000년부터 이루어
진 기업합병을 수평적 M&A, 수직적 M&A, 그리고 혼합적
M&A의 유형별로 구별하여 분석한 자료가 <표 II-4>에 정리
되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하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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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M&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
년에 80.3% 가량의 기업합병이 혼합적 M&A였으나, 점차적
으로 그 비중은 감소하여 2005년의 경우 60% 가량으로 감소
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
이다. 반면에 수평적 M&A의 비중은 2000년 12%에 불과하
였으나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며 2005년에는 29.2%에 달하였다.
혼합적 결합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업합병이 대부분 비관련 다각화의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적 결합의 경우, 특정시장에서 발생하
는 변동이나 위험으로부터 기업 전체의 위험이 감소됨으로써
재무적 안정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사업체계
로부터 새로운 분야로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존
재한다. 그리고 융합·복합이 요구되는 국내 산업구조 또한 기

<표 II-4>

유형별 M&A 현황
수평적 M&A

수직적 M&A

혼합적 M&A

건수

건수

건수

비율(%)

비율(%)

비율(%)

총건수

2000

83

11.8

37

5.3

583

82.9

703

2001

92

14.3

65

10.1

487

75.6

644

2002

151

25.1

65

10.8

386

64.1

602

2003

151

25.6

79

13.4

359

61.0

589

2004

198

26.4

64

8.5

487

65.0

749

2005

192

29.2

73

11.1

393

59.7

658

2006

195

26.2

41

5.5

508

68.3

74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주 : 1) 수평적 M&A는 동종산업간, 수직적 M&A는 전·후방산업간, 혼합적
M&A는 이종산업간 M&A를 각각 의미

제II장 인수합병의 동향

37

업의 혼합적 M&A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산업별 M&A 현황
국내 M&A 자료를 산업의 대분류에 의거하여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하였을 때, 서비스업에서의 기업
<표 II-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99
97
89
97
139
160
144
257
249
191
189
213
156
250
297
291
2918

10
13
11
26
20
37
25
19
23
14
22
25
42
53
28
93
461

20
12
11
35
29
37
56
61
51
44
62
49
67
73
37
52
696

음식
숙박업
1
9
0
1
4
6
3
4
12
6
5
9
6
5
6
4
81

기타
서비스업
24
18
12
36
137
158
190
145
222
448
366
306
318
368
290
304
3342

합계
154
149
123
329
329
398
418
486
557
703
644
602
589
749
658
744
7489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주 : 1)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 4월부터 계열회사간 임원
겸임과 소규모기업(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의 신고의무 면제를 시행,
이에 따라 2005년의 기업결합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기타 서비스업은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은 분석에서 제외
3) 상기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은 신고회사의 영위 업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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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또한 꾸준히 증가함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M&A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기타 서비스업이 가
장 많은 합병거래 수를 보였다. 1993년 12건에 불과하던 기타
서비스업에서의 기업합병이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250건
이상의 거래 수를 보였다. 2004년과 2006년에는 건설업에서
의 M&A가 평균보다 많은 수의 거래를 보였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2000년 전후로 50건 이상의 M&A 거래가 성립되었다.
음식숙박업에서의 M&A는 가장 낮은 수의 합병을 보였다.
세분화된 산업별 구분이 <표 II-7>에 나타나 있다. 제조업에
서는 기계금속업과 전기전자업에서 인수합병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업과 정보통신
방송업에서의 인수합병이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표 II-6>

세분화된 업종별 기업결합 현황
제조업

기계 전기
금속 전자

석유 비

건

음

화학 금속 식 기타
금속 광물 료

설 소매 숙박
업 유통 업
23

51

12

기타 서비스업
정보
금융 통신 운수 기타

합계

방송

1999 70

58

54

13

21

2000 45

50

47

12

15

22

14

44

6

91 256 26

75 703

2001 71

42

45

3

11

17

22

62

5

113 162 24

67 644

2002 67

44

39

17

17

29

25

49

9

95 108 36

67 602

2003 58

27

44

5

6

24

42

67

6

78 120 49

63 589

2004 92

70

39

13

11

25

53

73

5

124 120 32

92 749

2005 77

94

52

10

22

42

28

37

6

97

28

70 658

2006 91

65

71

11

23

46

93

52

4

76 106 29

77 74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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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음식

58

65

95

16

83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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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제조업에서의 각 산업별 비중이 크
게 변하지 않았으나, 석유화학금속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56건과 162건의 기업인수합병이 발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
여 2006년에는 106건을 기록하였다. 금융산업의 경우 2004
년 1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 활발
한 산업 내 인수합병이 시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형태별 M&A 현황
일반적으로 인수형태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
<표 II-7>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식취득
건수 비율
(%)
37 24.0
34 22.8
29 23.6
77 39.5
152 43.7
159 40.5
130 31.1
92 18.9
146 26.2
268 38.1
234 36.3
215 35.7
215 36.5
263 35.1
295 44.8
355 47.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형태별 M&A 현황
합병
영업양수
비율
건수
건수 비율
(%)
(%)
50 32.5 7
4.5
62 41.6 12 8.1
55 44.7 13 10.6
48 24.6 13 6.7
48 14.8 10 3.1
63 16.0 25 6.4
75 17.9 23 5.5
151 31.1 81 16.7
145 26.0 111 19.9
68 9.7 84 11.9
73 11.3 62 9.6
65 10.8 78 13.0
67 11.4 53 9.0
103 13.8 64 8.5
110 16.7 73 11.1
141 19.0 114 15.3

신설회사
건수 비율
(%)
55 35.7
39 26.2
24 19.5
55 28.2
121 37.2
130 33.1
163 39.0
130 26.7
113 20.3
179 25.5
98 15.2
101 16.8
87 14.8
83 11.1
42 6.4
74 9.9

임원겸임
건수 비율
(%)
5
3.2
2
1.3
2
1.6
2
1.0
4
1.2
16 4.1
27 6.5
32 6.6
42 7.5
104 14.8
177 27.5
143 23.8
167 28.4
236 31.5
138 21.0
60 8.1

총
건수
154
149
123
195
325
393
418
486
557
703
644
602
589
749
658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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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양수, 그리고 회사신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며, 각 형태에
대한 정의는 <표 II-3>에 요약되어 있다. 2000년부터 국내에
서 일어났던 M&A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의 기업인수합병
에서는 주식취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수합병의 형태임
을 알 수 있다. 2000년 30%대에 머물던 주식취득을 통한 기
업합병은 2005년부터 40% 이상의 비율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47.7%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0년대
들어 주식취득 외의 주로 사용되는 형태별 인수합병 방식으로
는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그리고 신설회사 순으로 각각 나
타났다. 합병과 신설회사의 인수형태는 1990년대 말과 2000
년대 초반에는 자주 사용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각각
15%와 6% 내외의 낮은 비중으로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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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연구의 검토
기존의 M&A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주로 M&A를
시도한 기업들의 재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인 분석
에 의존한다. 즉, M&A를 성공시킨 기업이나 피인수기업의 인
수합병 발표 후의 주가변동이나, 혹은 합병 후 일정 기간 누적
된 주가변동 등의 재무적 지표를 파악하여 M&A 이후의 성과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합병을 통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단점이 또한 존재하기도 한다.
방법론적인 문제 외에도, M&A의 성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
구들을 분석할 때 M&A가 해당기업에 미친 효과에 대한 통일
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기업들의
M&A의 효과를 파악한 자료들을 정성적 혹은 계량적으로 분
석하였을 때, 학자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오
기 때문이다. Magenheim and Mueller(1988)는 그들의 연
구에서 합병기업들은 3년 후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였음
을 증명하였으며, Agrawal, Faffe and Mandelker(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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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수기업의 경우 합병 후에 5년 동안 약 10%의 손실을 경
험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Bae, Kang and Kim(2002)은 우
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비정
상 주식이윤율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재벌기업과 연관
된 합병의 경우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은 손
해를 보는 대신 지배주주는 같은 재벌회사의 다른 계열사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터널효과(tunneling effect)를 통하여 이
익을 볼 수 있음을 보였다. 반면에, Healy, Palepu and
Rubak(1992) 등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인수 이후의 기
업회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합병된 기업들은
합병 후의 높은 영업현금 흐름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타 기업
들에 비하여 높은 자본생산성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Gugler, Mueller, Yurtoglu, and Zulehner(2003) 등은 15년간의 패널분석을 통하여, 합병한 기업
의 성과지표를 합병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이윤과 매출액에 대
한 예측치를 비교하여 합병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일
반적으로 합병은 기업의 이윤에서는 큰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
나 인수회사의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대기업이 주도한 합병은 주로 해당기업의 이윤과 효율성
을 하락시키는 반면에, 일반기업이 주도한 합병의 경우에는 시
장지배력의 강화 혹은 효율성 향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윤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국내기업의 M&A 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 들어 M&A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과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용석
(2004)은 외환위기 이후에 일어난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제Ⅲ장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인수합병의 경제적 성과 분석

43

M&A의 역할을 주식인수와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의 동기로서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낮을수록 M&A 대상기업이 될 가
능성이 높음을 보였으며, M&A 이후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성
과의 변화를 총자산경상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그리고 총
자산회전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M&A 거래가 부실기
업인 피인수기업의 성과를 실제로 증가시켰음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권철우·전봉길(2006)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산업에
서 일어난 기업합병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합병
이후 연구개발투자 및 매출액은 줄어들고 이윤은 늘어났으나,
산업별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로는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존
재함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이윤구조는 계속 개선
된 반면에 정보통신업은 초기의 악화에서 개선으로 반전하였으
며, 매출은 제조업의 경우 초기 증가에서 이후 감소로 전환한
반면 정보통신업은 계속 증가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볼 때,
이윤구조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에 감소하다 점차 증가하였으
며 대기업은 합병 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의 경우, 중소기업은 계속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초기에
증가하다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는 모든 경우에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병기(2007)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
안 합병방식으로 M&A를 성사시킨 총 186개의 기업을 대상으
로 합병 후의 영향을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의 관점에서, 그리
고 각각 독립기업과 재벌기업, 동종합병과 이종합병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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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사하였다.9) 전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인수합병이
수익성과 성장성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지만, 생산성
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벌기업과 독립기업의
구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종합병과 이종합
병으로 구분하였을 때, 동종합병이 이종합병에 비하여 수익성
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모든 합병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또한 보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이루어
진 합병이 외환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합병에 비하여 합병 후
이윤과 생산성의 증가를 나타냄에 따라 관련규제의 개선과 기
업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변화들로 인하여 기업합병의 효과
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김성진(2007)은 1998년부
터 2005년 사이 이루어졌던 합병사례 중 121개의 기업들을 대
상으로 초과수익률과 수익성, 안전성, 그리고 성장성 등의 재무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다.10) 먼
저 합병 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발생하여 합병기업 주주의 부
가 증대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에
서,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그리고 수평적이나 수
직적 결합보다는 다각적 결합에서 초과수익률이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합병 후 약 2∼3년이 경과
한 후부터,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병 후 약 1∼2년이 경
9)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영업현금흐름 수익률,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을 각각 사용하였다.
10) 수익성 지표로는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을 사용하였으며, 성장성 지표로는 총자산 금액과 매출액을, 그리고 안전성 지표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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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후부터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성장성 지표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M&A 동기는 주로 사업다각
화, 매출 증대, 핵심기술 확보 등 시너지 강화와 생산요소 확보
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가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
지 통일된 하나의 정설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
들의 M&A 활동이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장에
서는 국내에서 일어났던 M&A가 각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난 M&A가 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M&A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먼저 산업 간의 상대적인 M&A 활성화 정도를 나
타내는 M&A 집약도(M&A intensity) 변수를 설정하기로
한다. M&A 집약도는 산업 내 총사업체 수 대비 M&A 건수
비율로 정의된다.11) 이 변수는 산업 내의 M&A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M&A가 각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
11) 더욱 정확한 의미의 집약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M&A를 시행한 기업들이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나,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다소 제한적인 의미이나마 상기의 M&A 집약도는 각 산업별로 얼마나 M&A가
활발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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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산업별 영향으로는
M&A가 각각 산업 내의 산출량, 이윤율,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토대에 근거한 가설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의 경우 어떠한
가설이 적합한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먼저 M&A가 산업별 산출량과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
한 이론을 살펴보면, M&A의 목적과 효과에 따라 시장지배력
가설(market power hypothesis), 효율성 가설(efficiency
hypothesis), 그리고 성장극대화 가설(growth-maximization hypothesi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 가
설에 따르면, 우하향하는 수요함수를 가지고 있고 이윤을 극
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M&A로 인해 증가되면 이
기업은 자기 제품의 시장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결국 M&A 이
전보다 더 적은 산출량을 생산하게 된다. 효율성 가설에 따르
면, 우하향하는 수요함수에 직면하고 있고 이윤을 극대화하려
는 기업의 효율성이 M&A로 인해 향상되면, 한계비용의 감소
로 인해 이 기업은 자기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고, 결국 (균형)
<표 III-1>

M&A의 효과에 관한 가설
이윤

산
출
량

증가

감소

증가

효율성 가설

성장극대화 가설

감소

시장지배력 가설

(효율성 감소)

자료: Gugler, Klaus, Dennis C. Mueller, B. Burcin Yurtoglu, and
Christine Zulehner, “The Effects of Merger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1(2003), 6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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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과 이윤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장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M&A의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혹은 시장점유율)극대화일 경우, M&A는 기업의 (균
형)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M&A의 거래비용으로 인해 이윤
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위 가설들은 <표 III-1>에 요약되
어 있다.
그리고 M&A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시너지 가설(synergy hypothesis)과 경영자훈련 가설
(managerial-discipline hypothesis)을 들 수 있다.12) 시너지
가설은 M&A로 인하여 인수합병기업의 가치가 M&A 이전 각
개별기업 가치의 합계보다 클 경우 M&A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 가설에 따르면 인수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인수대상기
업으로 선정하고 이로 인해 합병기업의 성과가 제고된다. 경영
자훈련 가설에 의하면, 경영자가 기업의 주주가치보다는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경영권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인
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인수기업이 비효율적인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수합병기업의
성과가 제고되게 된다. 이 두 가설은 각기 다른 M&A의 동기에
대한 가설이며, 양 가설 모두 M&A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의 행위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위
에서 언급했던 가설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행위를 대상으로
12) Fukao, Kyoji, Keiko Ito, Hyeog Ug Kwon, and Miho Takizawa, “Crossborder Acquisitions and Target Firms’ Performance: Evidence from
Japanese Firm-level Data,”NBER Working Paper 12422, Au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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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설이다. 때문에 이 가설의 대상을 산업으로 확장하는
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M&A가 빈번하
게 일어나는 산업의 경우 산업내의 총산출량과 이윤이 산업내
의 M&A의 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결
국은 실증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증적인 결
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행위에 관한 가설들을 기업들의 총결집
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을 시도하려 한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가설이 국내의 현실을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M&A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
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 집약도 변수를 사용하였
으며, 국내의 기업합병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던 국
내기업의 인수·합병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총산출량과 이윤
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자료와 기업경영분
석 자료에 기초였으며, 산업별 종사자와 사업체 수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참조하였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의 기업인수합병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산업을 제조업, 건설
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 다섯
가지의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기타 서비스업은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하
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 공공행정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산업으로 분류한 연도별 자료를 대상으로 M&A의 활성
화가 각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
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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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성과 분석

산업별 사업체 수 대비 M&A 빈도수로 정의되는 M&A 집
약도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III-1>에 나타나 있으며, 이 그림
으로부터 M&A의 활성화 정도는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2003년 이후부
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보통신, 금융업 등을 포
함하는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에는 낮은 수준이었으
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후 다시 하락추세로 반전하였다. 건설업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체 산업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M&A 활성화수준을 보이고,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2006년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
<그림 Ⅲ-1>

산업별 M&A 집약도
단위 : 건/1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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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은 산업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M&A 집약
도를 살펴볼 때, 전체 산업에서의 M&A는 1996년에서 1998
년까지, 그리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큰 증가세를 보이며,
1998년과 2004년 이후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다.

1993에서 2006년의 기간 동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 5가지 산업에서 M&A
가 실질산출량에 미친 효과를 M&A 집약도를 설명변수로 하
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먼저, 산업별 총실질산출량이 <그림 III-2>에 나타나 있다.
제조업의 실질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
고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순으로
<그림 Ⅲ-2>

산업별 총실질산출량
단위 : 백만 원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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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추정결과(산출량)
추정식 1: ln(Yit)=a+Dt+Di+b*MAit-p+εit
2

시차(p)

추정계수(b)

결정계수(R )

표본 수

p=0

8.41***(0.0000)

0.970

70

p=1

8.29***(0.0000)

0.978

65

p=2

7.03***(0.0000)

0.980

60

p=3

5.66***(0.0000)

0.980

55

주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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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는 시간더미이며, Di 는 산업더미를 표시
MA는 M&A 집약도를, Y는 산업의 총실질산출량을 나타냄.
괄호 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냄.
***는 M&A 집약도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나타나 있다. M&A를 통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M&A 집약도뿐 아니라 과거 3
년 전까지의 M&A 집약도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
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M&A 집약도는 현재부터 3년
후까지 모두 산출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는 1%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M&A 활동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의 산출이 증가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평균이윤율에 관한 자료가 <그림 III-3>에 나타나 있
다. 1990년대 초반기에는 꾸준한 정(+)의 이윤율을 보였으
나, 외환위기 전후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음(-)의
이윤율을 보였다. 2002년 이후부터는 각 산업의 평균이윤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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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의 값으로 회복되었으며, 이윤율의 수준 역시
1990년대에 비하여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전 절의 분석과 동일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산업별 M&A 집약도와 이
윤율(ROA)과의 관계를 추정하였다.13) 종속변수로서 이윤율을
사용하였고, M&A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로서 현재의 M&A 집약도뿐만 아니라
과거 3년 전까지의 M&A 집약도를 각각 고려하였다. 추정결
과에 따르면, 현재의 M&A 집약도는 현재의 이윤율에 10%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에, 1년 후부터 3년 후까
지의 이윤율에는 양의 효과를 미치나 10% 수준에서 유의적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A의 활성화 정도
가 산업의 이윤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단기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3>

산업별 이윤율

자료 : 한국은행
13) 이윤율로는 총자산경상이익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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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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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이윤율)
추정식: ROAit=a+Dt+Di+b*MAit-p+εit
2

시차(p)

추정계수(b)

결정계수(R )

표본 수

p=0

56.47*(0.0648)

0.127

70

p=1

42.38 (0.1953)

0.110

65

p=2

46.10(0.1947)

0.114

60

p=3

54.60 (0.1711)

0.117

55

주 : 1) 추정식에서 ROA it는 이윤율, D t는 연도더미, D i는 산업더미, MA it- p는
M&A 집약도, i는 산업, t는 연도를 나타냄.
2) *는 M&A 집약도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괄호 안의 숫자는 p-value를 표시

<그림 III-2>는 산업별 취업자 수 대비 실질부가가치 비율로
정의된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 노동생산
성은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이 다른 산업군보
다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인다는 면에서, 산업별 M&A
집약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1993년 이후 지속적인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 산업의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이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던 기타 서비스업의 수준을 상회
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의 노동생산성은 그 증가세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1993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 산업들을 전체 산업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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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산업별 노동생산성
단위 : 억 원/명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때, 제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1993년 이후 전 산업
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도소매
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노동생산성은 전 산업 평균을 지속적으
로 하회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5개의 산업에 대하여 1993년부터 2006년
간의 M&A 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자료에 근거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M&A 집약도와 노동
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M&A 활동의 장기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년 전부터 현
재까지의 M&A 집약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A 집약도가 현재부터 3년 후까지
의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의 M&A 활성화가 해당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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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노동생산성)
추정식: ln(LPit)=a+Dt+Di+b*MAit-p+εit
2

시차(p)

추정계수(b)

결정계수(R )

표본 수

p=0

5.05*** (0.0015)

0.940

70

p=1

4.76*** (0.0016)

0.949

65

p=2

4.04*** (0.0055)

0.956

60

p=3

2.94** (0.0459)

0.961

55

주: 1) 추정식에서 LP는 n(노동생산성), Dt는 시간더미, Di는 산업더미, MA는
M&A 집약도, i 는 산업, t는 연도를 나타냄.
2) ***는 M&A 집약도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3) *는 M&A 집약도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M&A가 산업의 총산출량, 이윤율, 그리고 노동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전 절에서 사용
한 모형의 경우, 오직 M&A 집약도만이 산업의 성과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때
문에 위의 성과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을 때, 과연 M&A 집약도가 여전
히 산업의 성과지표들에 위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
으로써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크게 거시경제적 변수와 산
업특화적 변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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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내의 충격으로 설명
할 수 있으며, 산업특화적 변수는 해당산업 내에서 발생하여
오직 그 산업 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
시경제적인 변수로는 이자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자율은 가
장 직접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변수이
다. 이자율의 상승은 기업의 대출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여 기업
의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내의 총산
출량과 이윤율,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이자율이 해당산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여 확장모형에서는 현재 기의 이자율을
사용한다.14)
산업특화적인 변수로 총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내의
변수로는 취업자 수를, 그리고 이윤율과 노동생산성에 관한 변
수로는 매출액 증가율을 각각 선택하였다. 산업 내 취업자 수
의 증가는 결국 장·단기적으로 해당산업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산업 내의 총산출량 역시 증가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윤율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Iwaki(2006)의 모형에 근거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선택하였다. Iwaki(2006)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Y=α+β·M A Dummy1 +β·M A Dummy2 +
1

i,t

2

i,t

β·Asset +β·Salegrowth +Σβ·Year Dummy2 +e
3

i,t

4

g,t

x

x

x,t

i,t

14) 과거 3년까지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을 때, 현재 기의 이자율을 사용하
였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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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기업의 이윤율과 이윤,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의 재무지
표이며, MA dummy 1은 기업이 M&A를 공시한 시간더미,
그리고 MA dummy 2는 기업이 M&A를 공시한 이후의 시간
더미이다. Asset은 기업의 실질자산을 뜻하며 Salegrowth는
g 산업의 명목 매출액 증가율을, 그리고는 거시경제적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연도더미이다.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매출액 증
가율을 이전 분석에서 사용된 산업모형에 설명변수로서 추가하
였다.
기존의 모형에 이자율과 산업 내 취업자 수 또는 매출액 증
가율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산업의 총산출량, 이윤율,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들이
각각 <표 III-5>, <표 III-6>, <표 III-7>에 정리되어 있다. 확
장모형의 결과를 이전의 기본모형과 비교할 때 M&A 집약도
가 총산출량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
로 드러났으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M&A 집약도와 이윤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M&A 집약도는 산업 내 총산출량에
여전히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요한 장·단기의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윤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전 기본모형에서는 오직 현재의
M&A 활동이 현재의 이윤율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M&A의 활동이 산업 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M&A 활동이 현
재와 1년 후의 노동생산성에서 10%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이자율은 예측된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산업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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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추정결과(산출량)
추정식: ln Yit =α+Dt+Di+β1 MA i,t-p+β2 Employi,t+
M&A 집약도
시차(p)

이자율

p=0

4.21*** (0.0000)

p=1

4.04*** (0.0011)

p=2

3.10** (0.0132)

p=3

0.98 (0.4763)

주 : 1)
2)
3)
4)
5)
6)
7)

결정계수
2
표본 수
(R )

취업자 수

-0.03***

0.00008***

(0.0000)

(0.0088)

-0.03***

0,00006**

(0.0000)

(0.0391)

-0.03***

0.00006*

(0.0000)

(0.0571)

-0.02***

0.00009**

(0.0000)

(0.0191)

0.987

70

0.989

65

0.990

60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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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는 시간더미이며, Di는 산업더미
MA는 M&A 집약도이며, Y는 산업의 총산출량임.
i는 이자율, Employ는 산업 내 취업자 수
괄호 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냄.
*는 해당변수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는 해당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는 해당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III-6>
추정결과(이윤율)
추정식: ROAi,t=α+D t+D i+β1 MA i,t-p+β2 ii,t+β3 sales growthi,t+
M&A 집약도
시차(p)
19.19
p=0
(0.4930)
-12.77
p=1
(0.6774)
10.15
p=2
(0.7574)
9.32
p=3
(0.8059)
주 : 1)
2)
3)
4)
5)

이자율

매출액 증가율

-0.37***
(0.0001)
-0.4***
(0.0001)
-0.4***
(0.0001)
-0.45***
(0.0003)

12.81***
(0.0010)
12.7***
(0.0021)
12.45***
(0.0039)
11.96***
(0.0092)

결정계수
(R2)

표본 수

0.3685

70

0.370

65

0.383

60

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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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는 시간더미이며, Di는 산업더미
MA는 M&A 집약도이며, ROA는 산업의 이윤율
i는 이자율, Sales growth는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
괄호 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냄.
*는 해당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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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추정결과(노동생산성)
추정식 : ln LPi,t=α+D t+D i+β1 MA i,t-p+β2 ii,t+β3 sales growthi,t+
M&A 집약도
시차(p)
p=0

2.73* (0.0593)

p=1

2.42* (0.0885)

p=2

1.88 (0.1728)

p=3

0.46 (0.3159)

주 : 1)
2)
3)
4)
5)

이자율
-0.02***
(0.0001)
-0.02***
(0.0002)
-0.02***
(0.0002)
-0.02***
(0.0003)

매출액 증가율

결정계수
(R2)

표본 수

-0.11 (0.5494)

0.955

70

-0.13 (0.4764)

0.962

65

-0.01 (0.9506)

0.966

60

0.01 (0.9573)

0.970

55

Dt는 시간더미이며, Di는 산업더미
MA는 M&A 집약도이며, ROA는 산업의 이윤율
i는 이자율, Sales growth는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
괄호 안의 값은 p-value를 나타냄.
*는 해당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총산출량, 이윤율,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현재의 취업자 수와 매
출액 증가율은 산업의 총산출량과 이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매출액 증가율은 현재의 노동생산
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 내
M&A 활동은 해당산업의 총산출량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장·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M&A 집약도만을
보았던 기본모형과, 거시적 변수와 산업특화적 요소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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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모형에서 모두 검증되었다. 그리나 산업 내의 M&A 활동
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모
형을 사용할 때 이윤율에 장기적으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
한 반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확장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을 때는 단기적 효과마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M&A의 활성화 정도가 이윤율
이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에 그 효과는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
우 M&A의 활성화 정도와 산출량, 이윤율과의 관계를 나타내
는 네 가지 가설 - 효율성 가설, 시장지배력 가설, 성장극대화
가설, 효율성감소 가설 - 중, 산출량이 장·단기적으로 증가하
고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의 경우 M&A의 효과로서 적합한 가설은 효율극
대화 가설이나 성장극대화 가설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산업 내의 활발한 M&A의 활동이 산업의 이윤율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 혹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에,
두 개의 가설에 모두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 가지
명확한 점은, 국내 M&A의 활성화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시장
지배력 가설이나 효율성감소 가설 등의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M&A의 활성화를 유도할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된
다. 특히, M&A 효과의 가설 중 M&A 효과가 효율성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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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지배력 가설 중 하나로 분류되었기에, 산업 내의 M&A
의 활성화는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여 국내외적
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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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
양한 방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현재 국내 M&A의 경우 그
거래 수와 거래규모 면에서 외환위기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GDP와 대비시켜 보았을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본 장에서는 금융부문의 선
진화를 통한 국제적인 M&A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 설립과
M&A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M&A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M&A와 관련된 현행법을 평가하고,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좀더 M&A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
으로의 제도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제적인 M&A 관련 투자기관의 육성
국제적인 수준의 투자기관의 육성은 국내와 국경간 M&A 활
성화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골드만 삭스(Goldma Sachs), 시티은행(Citibank),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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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 (JP Morgan), 그 리 고 리 만 브 라 더 스 (Lehman
Brothers) 등 세계 굴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국내와 국경간
의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3년
간 주요국의 10대 해외진출 M&A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M&A
방식 및 동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나 일본의 투자은행 및 금
융회사를 통하여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국경간 M&A의 동기별로는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국적 투자금융기관을 이용한 M&A가 주를 이룬 반면, 자원
접근성의 경우에는 자원 확보라는 특성상 국영 및 공기업들과
소수의 대규모 기업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15).
M&A의 실제적인 성사에 있어서 투자금융부문의 역할은 크
게 M&A의 기회 발굴, 실사와 협상 주도, 그리고 인수 금융조
달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
은 기업이 원하는 인수대상이 시장에 나온 것을 신속하게 감지
하여 매수자와 매도자를 서로 중개해 주는 역할이다. 매수자를
위한 자문의 경우, 시장과 해당산업의 성장성을 분석하고 기관
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수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잠
재적인 매도자를 좀더 손쉽게 접촉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효율
적으로 얻을 수 있다. 매각 자문의 역할은 기업의 성장전략에
부합하지 않거나 매각이 더 효과적인 매각대상을 정의하고, 투
자기관의 국내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잠재 매수 회사를 적
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기관의 존
재로 인하여 매수자와 매도자는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상

15)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7-47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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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정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이후, 투자금
융은 실사 업무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특히 해외기업에 대
한 M&A를 시도할 때, 이 과정은 더욱 중요시된다. 각 나라별
로 각기 다른 M&A와 관련된 회계 및 법률문제 등을 정확하게
처리하며, 인수 대상의 환경에 적합한 실사 및 협상을 수행할
때 M&A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투자금
융은 인수금융의 조달에 있어서, 인수 대상, 사업 전망, 그리고
신용도 및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최적의 인수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은행 차입금(bank loan), 회사채 발행
(bond), 전 환 /교 환 사 채 발 행 (CB/EB), 우 선 주 발 행
(preferred stock), 보통주 발행(common shares), 그리고
비핵심 보유자산 처분(asset monetization) 등 여러 가지 인
수금융의 방법들 중에서 해당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
하는 것 또한 투자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합병을 보조하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선
진국과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증권업협회 소속사들의 수익구조는
M&A 및 인수주선이 57%로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39개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가 61%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수주선(3%)과 자문(1%)은 낮
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금융산업의 수익구조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예금/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구조이지만, 향후 투자와 자문 등 새로운 투자 위주로의 수익
구조 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과 정부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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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허브 로드맵 등으로 인하여 투자은행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대형 투자금융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업종 간
의 업무영역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일반 기업·은행들이 증권회
사 인수합병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에서 활발
한 M&A 활동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를 통하여 대규모의 금융
기관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7년 이루
어진 두산의 Bobcast 인수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주간사로서 국
내 은행을 중심으로 간사단을 만든 후,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
관에 의한 사상최대규모인 총인수금액 39억 달러의 거래를 성
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29억 달러 규모의 LBO(leveraged
buyout) 금융이 포함되었으며, M&A 구조와 사업성 검토, 인
수 금융의 구조설계 등 다양한 측면에의 참여를 통하여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
켰다. 이전의 경우, 대규모의 거래에 있어서 주로 외국의 투자
은행들이 주관하며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 온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대규모의 국내 투자은행의
등장과 적극적인 투자와 중개를 통하여 수익창출 구조를 변화
시킬 때, 이를 통하여 국내와 국경간 M&A의 활성화와 그 성
공확률 또한 향상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투자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인 금산분리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16). 현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를 4%로 제한하고 금
융계열사를 통한 기업지배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16) 2008년 실용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단계적으로 금산분
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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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시 금융자본이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심화되는 외국자본과의 경
쟁 속에서 새로운 수익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국내 금
융권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융합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
을 촉진하고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제조업의 유보
이윤을 금융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
규모 기업의 금융산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너의 사금고
화나 계열간의 비정상적인 지원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이러한 부분에 관한 강도 높은 수준의 사후적 관리체계의
확립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민영화 역시 그 득실을 비교하여 선별적,
단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현 금융시
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정책금융 등 정책수단
중 일부가 사라지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민영화의 추세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투자기관의 육성 외에, M&A에 필요한 유동
성 조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금공급자를 발굴하고 양
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모펀드
(PEF)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2006년에 사모펀드가 기업인수
에 투자한 금액이 7,624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1년에
비하여 17.8배 증가한 금액이며, 이와 같은 증가로 인하여 세
계 M&A 중 사모펀드와 관련된 M&A가 약 25%에 이르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월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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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모펀드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현
재 약 31개의 사모펀드가 등록되어 있다. 사모펀드의 활성화는
연기금, 보험은행 등 기관투자자들과 기타의 시중 부동자금 흡
수를 통하여 M&A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된다.

2. 금융 전문인력 양성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은 위에서 언급한 전문적인 투자기
관의 육성과 더불어 M&A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M&A와 관련하여 투자은행원
(investment banker)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반면에, 미
국에서는 거래 중개자 혹은 벤처 캐피털리스트(Venture
Capitalist)의 역할이 가장 강조된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의사결정에 관련한 100%의 권한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IMD가 발표한 2007년 국제경쟁력 보고서 중 금융인력 관
련 지표(availability of finance skills)를 살펴보면, 금융기
술(Finance skills)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인
도, 중국, 대만, 태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에
뒤처지는 16위를 차지하였다. 금융교육(Education in
Finace) 부분에서는 일본, 영국, 중국 등보다 앞서는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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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 12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하면
서‘금융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역시 2006년 7월에 수립한 경제성장전략 방침에
금융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 강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를 위하여 2007년 6월부터‘우수금융인재산학협의회’를 설립
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IMD 보고서 중 두
가지의 금융인력 관련 지표에서 모두 1위를 받은 싱가포르의
경우,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서 금융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인력훈련 및 금융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분야에서 각각 7위와 3위를 받은 말레이
시아의 경우, 국제금융 리더십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Leadership in Finance)를 설립하여 금융회사 고위관리
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은 금융·회계 등 금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하는 두 가지의 관점
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넓은 의미로 국내 전문가의
양성과 해외 전문가의 유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현실적으
로 고급 강사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전
문분야에 대한 교육은 금융계를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계열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각 금융주
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초급
인력 양성이나 평생교육 위주의 금융교육에서 벗어나 고급인력
을 위한 금융전문교육기관의 설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권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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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함으로써, 외국 투자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한 연수의 정례화와 고급 인력의 해외 MBA 지원 등
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금융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방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문화에 익숙하고 글로벌화된 사고를 가지
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는 외국의 고급 금
융인력의 유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
는 교포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고급인력의 유치를 시도
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
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도록 한국에서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의 글로벌화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배척, 높은 사
교육비, 비효율적인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해 나
갈 때 해외의 고급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17). 때문에 이는 금융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
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유학 세대 역시 장기적인 관
점으로 해외에서의 경험 이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을 제
공해 주는 것은 사회의 수준을 국제화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 전문가의 유치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금융인재의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 서울시는 2008년 1월 외국인에게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외국
인 전용 민원센터인‘서울 글로벌 센터’를 개관했다.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한국이 business-friendly, 그리고 글로벌화 된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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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방안
M&A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미 성장한 기업의 경영권을 매매하는 방식에 대
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오
랜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하여 기업의 흥망과 기업들의 합병과
분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반면, 상대적으로 짧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과정들
을 주로 겪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존
재는 다소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M&A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과거에
경험했던 기업인수의 거래동기와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M&A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기업을 자산 이상으로, 예를 들어
마치 자녀처럼 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린필드 방식의 투자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화를 추진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의 M&A 활성
화와 그것을 통한 경험습득과 학습능력 배양은 국경간 M&A
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M&A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전환
시키는 방안 역시 M&A에 대한 암묵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역
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방안으로서, 성공적인 M&A의 사례와 성과 등을 기
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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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매물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매
입한 기업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올바르게 홍보될 때, 부정적인 인식 역시 점차
적으로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연관된 인수합병의 경우,
그 인수합병의 과정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때 M&A의
인식 역시 개선될 것이다.
세 번째로, M&A에 대한 더욱 세밀한 통계의 정립이 필요하
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집하는 M&A 관련 자료는 신
고기업과 피신고기업의 업종과 결합 방식에 관한 자료들을 다
루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진일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업과 피신고기업의 세밀한 산업분류와
국경간 M&A의 구분, 그리고 거래건수와 규모에 대한 더욱 자
세한 산업별 통계의 확충은, 이와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M&A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진척될 수 있으며, 활발한 연구
를 통하여 M&A에 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A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때, M&A에 관한 국민인식이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일본의 경
우 민간업체 주도하에 마르(MARR)넷이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마르넷이란 지역금융기관과 각 지역 내 산업의 기업 간
의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익명의 매도자와 매입자 간의 정보
등 M&A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 내 M&A 활성화를 취
지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M&A 관련회사가
집중되어 있는 동경에서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M&A 정보
가 교류되면서, 지방에서의 산업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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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프라와 정보가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지역 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면 M&A에 대한 선입견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제도적 보완

<표 II-2>에서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인수합병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점차 완화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장기업 주
식 10% 취득제한규정 등과 같이 기업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외
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해외투자유치를 위하
여 점차 관련규제들을 수정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규는 공격·방어 수단의 행사에서
미국보다는 다소 제한적이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중간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
은 사후규제형을 원칙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공격·방어 수단의
행사가 가능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경영진에게 방어와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전
의 규제 중심의 법제에서 다양한 공격·방어 수단을 갖추도록
제도적 전환을 실행하였다. 영국, 독일 등은 사전규제형을 원
칙으로 공격·방어 수단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틀을

제Ⅳ장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73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제도의 경우, 적대적 M&A의 공격
에 관한 규제는 미국형을 따른 반면, 포이즌 필, 의무공개매수,
차등 의결권 등의 유효한 방어수단이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방어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각 국가들은 M&A 관련법에 있어서 공격
과 방어 수단의 규제의 강도와 관계없이, 최대한 공정한 게임
의 룰과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경우, 낮은 수준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반면에, 영국과 독일
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현행 M&A 관련 법규가 어떠
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면과 방어적인 면에 있
어서 과연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요해야 할 점은 M&A 관련 제도의 규제완
화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 M&A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유인
을 제공하여 일정 수준까지의 M&A 활성화를 이끌 수 있으나,
공격과 방어의 수단에서 불공정한 면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적
으로 M&A의 활성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
들의 경우, 미국 또는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M&A 관련 규제들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역내와 역외의 M&A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
실로 유추해 볼 때, 비록 엄격한 M&A 관련 규제하에서라도,
공격과 방어에 대한 규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기
업들은 방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인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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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은 M&A의 공격·방어 수단의 공정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점차 그 규제의 수준을 완화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M&A의 증가추세는 국
내의 기업들이 잠재적인 M&A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
미하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다양한 M&A
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M&A의 활성화를 도모할 때 기
업들은 M&A와 관련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규제에
서 낮은 수준의 규제수준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와 국제 M&A
의 활성화를 도모한 예가 있다. M&A 관련 규제의 완화를 통
한 국내 M&A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국내기업들이 국제
M&A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먼저 다양한 M&A 관련 제도들을 각각 공격적
인 면과 방어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M&A 활성화를 위해 한국
의 관련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공격적 측면 관련 제도
공격적 측면에 대한 제도적 규제로는 5% 룰(rule), 상장주
식취득제한, 공개매수, 그리고 의무공개 매수제도 등이 있으
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표 IV-1>에 정리되어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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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측면에 대한 M&A 관련 제도
주요 내용

일정 부분의 주식보유 시 혹은 주식보유상태의 변동 시 관
시장매집 련기관에 보고하는 제도
(5% Rule) - 한국의 경우, 5% 이상 보유시 또는 1% 이상 변동 시,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한국

○

주식취득
제한

상장기업의 주식 중 일정 지분 이상의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
- 한국의 경우, 1997년 4월에 10%의 지분소유제한을 폐지
- 1998년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폐지

×

공개매수
(TOB)

특정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입기간·가
격·수량 등을 미리 제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
를 상대로 매수하는 방식

○

의무공개
매수제도

타 기업이 대상기업의 특정지분 이상을 구입할 때, 의무적
으로 일정 지분을 구입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인수를
시도하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비용을 상승시키는 제도
- 1998년 이전, 주식 25%를 취득하게 될 때, 의무적으로
50%+1주를 취득하여야 하였으나, 당해 2월에 폐지됨.
- 최근 이 규칙의 부활 또는 30%+ 1 주 규칙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매집과 공개매수에 관한 제도에 관한 규
제가 존재한다. 1997년의 주식취득제한과 1998년의 의무공개
매수의 폐지는 국내 M&A의 거래건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된다.
2) 방어적 측면 관련 제도(적대적 M&A의 방어수단)
방어적 측면에 관한 제도로서 크게 의결권 확보를 제한하는
제도, 상대방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수단, 우호적인 세력을 확
보하는 수단, 그리고 인수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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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방어적 측면에 대한 M&A 관련 제도와 방안
주요 내용

한국

의결권확보
특정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배
차등의결권 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수단
차등의결권의 극단적인 형태로서, 주로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
화한 이후에도 주요 자산처분이나 경영권변동, 합병 등 중요한
황금주 의사결정시 국가이익이나 사회후생에 반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별주를 보유하는 제도
상대방 지분의 희석
위협적인 M&A 세력이 나타났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높이거나 대상기업의 매력을 감소시켜 적대적 M&A를
포이즌 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일컬음.
(Poision -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그 주주들에
게 대상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살 수
Pill)
있는 콜옵션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포이즌 필은 발행회사가 적대적 인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만 주식과 분리하여 거래되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우호적 세력의 확보
자사주 처분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을 때, 우호세력에게 자산의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임.
백기사 전략
- 이는 사실상 방어전략이라기보다는,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White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제3자
Knight)
에게 매각하는 방안
회사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는 수단임.
제3자 배정
-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 발생 시
유상증자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음.
인수기업에게 타격
M&A로 인한 임원 퇴진 시, 현금이나 스톡 옵션 등을 과다한
황금낙하산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수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
크라운 주얼 가장 극단적인 기업방어의 수단으로서, 제3자에게 회사의 중요
(Crown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
Jewel) - 인수희망기업의 인수동기를 무효화시키는 수단
특정산업에서의 M&A 대한 규제
199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인 투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최종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엑슨-플로리 -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업자원부 고시인“외국인 투자 및 기
어법
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투자
(Exon가 제한됨.
Floro)
- 2007년 11월에 정식 법률 개정 절차 대신 하위법령인 대통
령령을 개정하는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되었으
며, 2008년 1월부터 실행될 예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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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한
제도는 자사주 처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크라운 주
얼(Crown Jewel) 등이 있으며18), 방어적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V-2>에 정리되어 있다.
3) 타국과의 관련 제도 비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표 IV-3),
한국은 타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 상당부분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신회사법 제정 이후 M&A와 관련된 다양한
수단의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국내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 부족한 이유는 국내의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제도들이 재벌들
로 대표되는 대규모 기업들의 경영권 지속의 수단으로 잘못 오

<표 IV-3> 타국의 방어적 측면에 대한 M&A 관련 제도 유무 현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주식대량보유신고

○

○

○

○

○

의무공개매수

×

○

×

○

○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

○

○

○

○

포이즌 필

×

○

○

×

○

황금주

×

○

×

○

○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2006)
18) 포이즌 필에 대해서는, 법률학자들 간 현행법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78 국내 M&A의 경제적 성과 분석

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M&A 제도를 바탕
으로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방어적 측면에서의 규제가 좀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국내 기업들은 점차적
으로 국내와 해외로부터 많은 적대적 M&A의 위협에 직면해
야 하며, 이러한 위협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방어비용을 야기
해서 장기적으로 국내기업들의 M&A 시도 역시 제한될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 M&A가 증가한 일본의 경우, 이전 연간 1건 정도에 불
과하던 적대적 M&A의 시도가 2005년 이후 매년 4∼5건 정
도로 급증하였다. 국내의 경우 1999년 아시아계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의 SK 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M&A 시도와 2005
년부터 시작된 미국계 헤지펀드인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M&A 시도 등이 대표적인 적대적 M&A 사례로 꼽을 수 있
다. 공격적인 수단과 방어적인 수단 사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되는 적대적 M&A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 방어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제한된
실정이기에 방어적 수단을 보강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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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적 측면에 관한 강
한 규제들(주식취득 제한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은 이미 폐지
된 반면, 적대적 M&A에 관한 방어적 수단은 자사주 처분, 제
3자 유상증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로운 제도로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들로서 포이즌 필
(Poison Pill)을 들 수 있다. 포이즌 필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만 행사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고 따라서 사회적
인 비용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방어수단으로서 실행
가능한 제3자 유상증자나 자기주식처분 등은 만일 인수 시도가
없는 경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기업이 자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
다 활발한 M&A 활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
이즌 필은 기업으로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이지만,
도입 시 비효율적인 경영진의 퇴출을 저해하는 용도로서 오용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
효율적인 경영진이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포이즌 필을 발행한다
면, 일반 주주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으로써 M&A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포이즌 필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주주의 이익극대화
를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사
외이사의 선정을 통한 독립적인 사외 이사회가 존재할 경우,
경영진의 무분별한 경영권확보를 위한 수단의 남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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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와 세계의 M&A 동향과 그리고 외환위기 이
후부터 활발해진 국내 M&A가 미친 경제적 효과를 산업별 자
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M&A의 활성화는 산
업의 이윤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의 산출량
과 노동생산성에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향후 국내 M&A 시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M&A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그 활성화의 수준은 다소 낮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M&A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
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IV장에서 M&A 전문기관과 금융전문인
력의 양성, 사회적 반감의 해소, 그리고 제도적 보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시장에서의 M&A 활성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M&A와
관련된 학습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시장에서 쌓은 M&A
의 경험과 재정비된 관련 인프라를 토대로 해외 M&A 시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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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출할 때, 위험도가 극히 높은 국경간 M&A 역시 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의 시장이 통합되는 글로벌 추세 속에
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린필드 방식으로의 경제성장이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M&A 활성화는 관련 인프라 확보를 통한 금
융시장의 발전과 국경간 M&A를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M&A와 관련한 정부의 적
극적이고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M&A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기업의 M&A
활동이 실질적으로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M&A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 이러한 책임은 기업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면에서 M&A의 성공 여부는 합병과정보다는
합병 후 통합관리(PMI)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M&A 활
성화 정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절을 마치면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국내 M&A의 효과에 관한 경제적 분석은 본
보고서에서 산업별 분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 더욱 미시적 자료인 기업별 통계자료를 보강할 때 다양
한 방법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별 계량분석을
통하여 M&A를 시도한 기업과 시도하지 않은 기업 간의 경제
적 성과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혼
합적 합병의 각기 다른 유형별 효과의 분석과 또한 산업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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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별 분류에 따른 세분화된 M&A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이 가
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각 유형별, 산업별, 형태별
에 따라 다른 M&A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용
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M&A가 국내 경
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기에 위에
언급한 기업별 자료를 통한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
기업별 통계자료 구축을 통한 다른 이점 중 하나는 새로운
개념의 M&A 집약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별 자료가
보강되었을 때, 현 보고서에서 사용하였던, 거래 수를 이용한
M&A 집약도가 아니라 M&A가 이루어진 기업의 산업별 비중
을 고려한 M&A 집약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사용할 때, 더
욱 구체적인 M&A의 활동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M&A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거시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그리
고 산업 특징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연구는 향후 M&A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개될 글로벌 M&A와 관련한 연구가 필
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국경간 M&A의 역사로 인하여
세밀한 연구가 부족하나, 다른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경
간 M&A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국경간 M&A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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