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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 Mittal Steel이 2006년 유럽 철강회사인 Arcelor를 인수합병하여
세계 제일의 철강업체로 도약하면서 국제(cross-border) M&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인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M&A는 다각화나 수직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기업의 주요한 경영
전략수단으로 기업 규모의 거대화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구조를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음.
- 전후방 수직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지역별 혹은 글로벌 통합과
같은 수평적인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M&A의 목적은 신규사업 참여 소요 기간 및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 노하우,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 신용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M&A대비, 차익 획득 등임.
○ 200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증가
세로 돌아선 것도 국제(cross-border) M&A가 활발한데 따른 것임.
- 국제 M&A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간 M&A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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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익의 증대, 주가상승과 투자증대, 세계화 심화에 따른 기업
경영전략 및 비용절감 노력이 그 배경임.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도 2006년 107억 달러로 신기록을 기록
하고는 있지만 국제 M&A는 부진한 상황이어서 M&A를 통한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외환보유고의 확대로 외화유출의 필요성이 직접적인 배경임.
- 무역수지 흑자 누적과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확대로 환율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유동자산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
승 등의 부작용이 심화됨.
○ 특히, 거대 다국적기업이 mega M&A로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국제 M&A는 상대적으로 부진
함으로써 M&A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 그린필드형 투자와 달리 M&A는 단기간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화 차이 등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음.
- 90년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의 미국 기업 인수가 그 예임.
○ 본고에서는 국제 M&A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제 M&A에 중점을
두고 산업별 및 국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다만, 산업별 분석의 경우에는 국내 M&A를 포함한 전체 M&A가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M&A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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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분석의 경우 한국 경제와 밀접한 일본 및 중국의 추세를
살펴보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TEMASEK을 분석함.
○ 다만, M&A가 기업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기에 자금흐름 등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및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통계의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음.
- M&A 통계는 정부기관이 생산하지 않고 Thomson Financial
사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통계를 주로 많이 활용함.
- M&A 통계는 인수 및 합병1)뿐만 아니라 지분 참여 및 확대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생산된 것임.
○ 본고는 우리 기업도 국제적 M&A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 외환거래의 원활화와 세계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1)‘인수’
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합병’
이
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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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cross-border) M&A2) 동향

1. 국제 M&A 동향
○ 2000년 1조 1,44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던 국제 M&A는 그 후
부진하였다가 2005년에 전년 대비 88.1% 증가한 7,160억 달러로 회복
- 국제 M&A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91.9%(81.1%)에서 2004년에는 46.8%(53.2%)
로 낮아졌다가 2005년에 91.9%(78.1%)로 급증하였음.
- 국제 M&A의 회복이 최근 세계적인 해외직접투자 회복세의 주원
인이라 할 수 있음.
<표Ⅱ-1>

국제 M&A(A)
증가율
A/B
A/C
해외직접투자(B)
외국인직접투자(C)

국제 M&A의 최근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144
91.9
81.1
1,244
1,410

594
-48.1
77.7
71.4
764
832

370
-37.7
68.5
59.9
540
618

297
-19.7
52.9
53.2
561
558

381
28.2
46.8
53.5
813
711

716
88.1
91.9
78.1
779
916

자료 : UNCTAD database.
2) 이 장에서의 M&A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국제직접투자로 광의의 M&A임. 협의의 M&A
는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권을 획득하는 인수 및 합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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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M&A는 최근의 빠른 증가세로 전세계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9.2%에서 2006년 상반기 중 40.6%로 증가
- 전 세계 M&A는 2006년 중 발표기준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한
3.8조 달러로 2000년의 3.4조 달러로 기록을 갱신하였음.3)
○ 국제적 M&A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전략적인 행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거대 M&A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음.
- 2005년 중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국제 M&A는 4,540억 달러에
달해 전체 국제 M&A의 6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20% 이상 증가
하였음.
○ 이러한 거대 M&A는 현금 수요를 억제하고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형태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음.
- 2004년 및 2005년의 경우 주식 교환을 통한 국제 M&A의 금액이
모두 전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비중이 2003
년의 11.0%에서 각각 16.3%와 17.3%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최근에는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와 같은 집단투자펀드
(collective investment fund)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현금을
수반하는 M&A도 증가추세에 있음.
- 집단투자펀드에 의한 국제 M&A의 비중이 금액기준(건수기준)으로
2000년의 5.1%(8.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3%
3) Thomson Financial(2007)의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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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로 높아졌다가 2005년에는 18.8%(14.5%)로 소폭 감소함.
- 건수기준보다 금액기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집단투자펀드에 의한
국제 M&A가 상대적으로 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는 선진국 이외 국가의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가
부각되고 있음.
- 홍콩 및 중국의 Capital Asia, UAE의 Dubai International
Capital, 중국의 H&Q Asia Pacific Hongkong, 싱가포르의
Tamasek 등이 이에 속함.
○ 1999~2001년 기간의 국제 M&A 호황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기관
투자펀드의 부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업종별로는 최근의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석유 및 광업이
전체의 16%로 가장 활발한 분야로 부각됨.
<표Ⅱ-2>

국제 M&A의 구조
주식 교환 M&A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십억 달러, %

집단투자펀드의 M&A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13.8
507.8
140.9
39.9
32.7
62.2
123.7

7.4
44.4
23.7
10.8
11.0
16.3
17.3

362
636
545
478
649
771
889

8.5
8.1
9.0
10.6
14.2
15.1
14.5

13.9
58.1
71.4
43.8
52.5
77.4
134.6

7.5
5.1
12.0
11.8
17.7
20.3
18.8

자료: UNCTAD.
주: 비중은 전체 국제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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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M&A 확대의 동인으로 1999~2001년에는 금융시장의 활황과
닷컴붐이 크게 기여하였으나, 현재의 호황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
요인을활용하려는기업전략이더큰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분석됨.
- 지역별로는 개도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국제 M&A에의 의존성이 증가하였음.

<표Ⅱ-3>

국제 M&A의 시기별 비교
항 목

액수(백만 달러: 연평균)
건수(연평균)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인수 건수

1999~2001
(호황기)
834,607
6 974

2005
716,302
6 134

134

141

지역 구성비(%)
선진국
개도국
동남 유럽 및 CIS

90
9
-

84
14
2

산업별 구성비(%)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

4
29
67

16
28
55

주요 3국 구성비(%)
미국
영국
독일

30
15
13

영국
미국
독일

24
15
9

주요 3업종 구성비(%)
수송,보관 및 통신
금융
지원비즈니스

26
17
10

광업, 석유
수송, 보관 및 통신
금융

16
14
13

원인
금융시장 활황
합병 압력
전략 및 금융
닷컴 활황

경제성장
전략적 선택
PEF의 신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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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국제 M&A 현황
○ 한국의 국제 M&A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세계 평균을 상회하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매우 부진함.
- 2004년 말 stock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에서 차지
하는 외국기업의 한국기업 M&A 비율은 44.4%로 세계 평균인
29.2%를 크게 상회함.
-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우리 기업의 국제 M&A 비율은
9.5%로 세계 평균인 27.0%에 크게 못 미침.
○ 우리나라는 국제 M&A뿐만 아니라 국내 M&A도 활성화되지 못함.
- GDP 대비 전체 M&A의 비율은 영미권 국가들이 9∼14%인 반면
한국은 3%를 하회함(전체 29개국의 단순 평균 M&A/GDP 비율은
6%).
- 기업의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것이 국내
M&A가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됨.
- 이에 더하여 최고 경영자의 M&A에 대한 낮은 인식, 노동승계 등과
같은 노사관계, M&A 역사의 일천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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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국별 M&A/GDP 비율1)

자료: 한국은행(2006).
주: 1) 2005년 기준, 단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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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M&A 동향 및 사례

1. 일본의 국제 M&A 동향과 시사점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제 M&A 동향
일본의 해외투자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로 반전
○ 2005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46.8% 증가한 455억
달러로 버블붕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기계

<그림Ⅲ-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FDI database, UNCTAD(http://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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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투자가 약 2할에 달함.4)
M&A가 주류
○ 2004, 2005년의 일본의 해외투자를 보면 M&A형 투자의 비중이
41.1%에서 64.1%로 크게 높아진 반면, 그린필드형 투자는 22.4%에서
8.5%로, 재무체질개선투자도 12.2%에서 2.1%로 비중이 크게 축소됨.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유형5)은 M&A형 투자, 그린필드형 투자,
재무체질개선 투자(총자산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부채변제를 위한
투자), 기타의 네 가지로 분류

(2) 국제 M&A 동향과 주요 사례
일본기업의 M&A 건수 중, 국제 M&A 비중은 21.6%에 불과
○ 건수면에서 2005년 중 일본기업간 M&A가 전체의 78.1%로 가장
많고, 일본기업의 국제 M&A는 14.7%,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M&A
는 6.6%, 해외법인의 외국기업 M&A는 0.6%의 순서임.6)
- 일본의 국제 M&A에서 일본기업의 국제 M&A가 외국기업의 일본
기업 M&A의 두 배 이상에 달함.
○ 일본기업의 국제 M&A, 2000년 이후 금액은 감소 추세
4) JETRO,「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6年版」
, 2006.
5) 국제수지통계의 해외투자 통계에는 일본의 해외투자 유형이 나와 있지 않으며, 본 자료는 日本
銀 ,「2005年の國際收支(速報)動向」
, 2006. 3에 따름.
6) RE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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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 국제 M&A는 1990년 1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2000년에 209억
달러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 일본기업의 국제 M&A는 1990년 1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2000년에 209억
달러로 피크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반전7)하였음.
○ 1990년대 후반에 국제 M&A가 늘어난 것은 당시 일본기업이 글로벌
전략 재구축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M&A를 주요한
기업전략 수단으로 간주한데 기인
○ 일본기업의 국제 M&A 건수는 금액과는 반대로 2000년 130건에서
2005년에는 158건으로 증가하여 대형 M&A가 줄어들고 중소형
M&A가 증가하는 양상
<그림Ⅲ-2>

일본기업의 국제 M&A 추이

자료: UNCTAD 홈페이지와 World Investment Report 2006을 참조하여 작성.
7) 본 자료는 UNCTAD 자료(홈페이지와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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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06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4%가 급증하였으나, 건수로는 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이
감소하였음.
○ 일본기업의 주요 사례에서 인수 금액이 큰 상위 국제 M&A의 대상
은 미국 국적의 기업이 다수임.
- 2000년 초에는 통신분야가 주류로 NTT도코모의 미국 AT&T
Wireless Group의 인수가 대표적인 예임.

<표Ⅲ-1>
실시연월
(완료기준)

2000

피매수기업

매수기업
국적

업종

금액
업종

(백만달러)

2월

QUALCOMMLand-Based
Wireless

미국

전기통신

Kyocera Corp

6월

BT Industries
AB

스웨덴

일반기계

Toyoda
운송기계
Automatic Loom
（자동차)
Works

1,318

7월

KPN Mobile

네덜란드

전기통신

NTT Mobile
Commun
Network Inc

전기통신

3,596

7월

Hutchison 3G
UK Holdings
Ltd

영국

전기통신

NTT DoCoMo
Inc

전기통신

1,808

9월

Verio Inc

미국

전기통신

6,655

전기통신

9,805

컴퓨터
사무용 기기

897

1월
2월
2001

일본의 주요 국제 M&A 사례(2000∼2006년)

3월

AT&T Wireless
Group
Lanier
Worldwide Inc
Bass PLCPubs(988)

비즈니스
NTT
서비스
Communication
(데이터 처리) s Corp

전기·전자기기 1,000

미국

전기통신

NTT DoCoMo
Inc

미국

도매
(사무기기)

Ricoh Corp

영국

음식점

Bede Acquisition 금융·보험
Co Ltd

909

호텔

Grand
Hotels(M)Acquisi 금융·보험
tion Co1

2,676

7월

Le Meridien
Hotels

영국

11월

Lucent TechOptical Fibre Unit

미국

Furukawa
금속·동제품 Electric Co Ltd

전기·전자기기 2,127

14

3월 San Miguel
Corp{SMC}
5월 Renault SA
2002

미국

12월 IBM Corp-Hard
Disk Drive

미국

Azeri,Chirag,Gu
nashli

6월 Dongfeng Motor
Corp
8월 Center Parcs
NV-Holiday
9월 Valepar SA
Danone Waters
11월 of N AmerHOD
4월 Tingyi-Breweries
Op(13)
Hartz Mountain
6월 Corp
Tokyo-Mitsubishi
7월 Intl PLC
2004

2005

2006

프랑스

9월 BCOM3 Group Inc
John Frieda
9월 Professional
Hair

1월

2003

필리핀

음료
（맥주)
운송기계
（자동차)
광고

미국

아제르
바이잔
중국

화장품

석유·
천연가스
운송기계
（자동차)
호텔

브라질

금융·보험

미국

식료품

중국

음료

미국

식료품

영국

금융·보험
（증권)

미국

11월 DFS Furniture Co
PLC

영국

2월 IYG홀딩스

Andrew Jergens
Co(Kao Corp)

컴퓨터
Hitachi Ltd
사무용 기기

네덜란드

10월 Jackson Federal
Bank,CA

Nissan Motor Co
음료
（맥주)
Ltd
Kirin Brewery
운송기계
Co Ltd
（자동차)
광고
Dentsu Inc

금융·보험
（은행)

INPEX Corp

A-I China
Breweries Ltd
Sumitomo Corp
of America
Mitsubishi
Securities Co Ltd
UnionBanCal
Corp,CA
(Mitsubishi Tokyo
Financial Group)

1,662
500

비누·
세제제조

450

컴퓨터
사무용 기기

2,050

석유·
천연가스

1,375

Nissan Motor Co 운송기계
（자동차)
Ltd
Nomura
금융·보험
International
（증권)
PLC
Mitsui & Co Ltd 도매
（금속)
Suntory Water
Group Inc

534

식료품

1,032
489
830
530

음료

362

도매

388

금융·보험
（증권)

540

금융·보험
（은행)

Investor Group
소매 (가구·
(Mr. Graham
금융·보험
장비품)
Kirkham, Nomura
Securities Co Ltd)

305

725

미국

기타 투자업 세븐 일레븐

소매업

1,200

듀퐁 포토마스크
4월 잉크

미국

전기기계기구
데코반 인쇄
제조

인쇄 출판

650

8월 그라비티

한국

서비스

기타 투자업

360

10월 Link-share
corporation

미국

서비스

11월 TBC corporation

미국

타이어제조

1월 BNFL USA,
웨스팅 하우스
3월 Pioneer natural
resources

영국

전력, 가스

미국

석유,
가스광업

3월 보다 폰

영국

통신, 방송

5월 OYL Industries

미국

기계

6월 필킨톤

영국

유리제조

자료 : Thomson Financial, JETRO, RECOF.

테크노그룹

서비스

425

스미토모상사

도매

1,100

도시바

전력

1,100

소프트방크

석유,
가스광업
기타 판매,
도매

다이킨공업

기계

-

일본판초자
(일본 이타 가라스)

도매

388

天(라쿠텐)

마루베니 오프쇼어
프로덕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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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INPEX Corp의
아제르바이잔 Azeri Chirag Gunashli사의 인수(13.8억 달러, 2003
년)와 마루베니 오프쇼어 프로덕션의 미국 Pioneer natural
resources의 인수(11.6억 달러, 2006년)가 대표적인 예임.
○ 외국의 일본기업 M&A는 1999년 이후 감소 추세
○ 외국의 일본기업 M&A는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164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2002년에는 57억 달러로 크게 줄었으나 2003년에 증가하였지만,
2004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 하지만, 최근 들어 대형 M&A는 크게 감소하였음.
- 2004년 닛폰텔레콤 등 재건도중에 있던 그룹을 외자계 펀드에
매각하는 사례로 M&A 금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거래가 4건이
나 되었으나 2005년에는 이러한 대형 거래가 한 건도 없었음.
<그림Ⅲ-3>

외국의 일본기업 M&A 추이

자료 : UNCTAD 홈페이지와 World Investment Report 2006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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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M&A의 감소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2002년 이후 급증한
외국 펀드에 의한 기업재생 관련 M&A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1990년대 후반부터 2003년에 걸쳐서 경영재건 기업이나 파탄
처리 기업의 M&A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기업재생이
완료되어 기업 매각이나 주식 공개를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려
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 2005년의 대형 M&A 사례를 보면, 월마트의 세이유(西友)에 대한
출자 확대(7,277만 달러), 밥콕&브라운(호주)의 부동산 취득
(4억 3,677만 달러), 코치 잉크(미국)에 의한 출자 확대(3억 달러)
등이 있음.8)
- 기업재생 관련 M&A 투자는 골드만 삭스 그룹에 의한 산요덴키
(三洋電機) 크레딧(1억 9,767억 달러)과 미쓰비시자동차에 대한
출자(금액 비공개)에 그침.

8) JETRO,「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6年版」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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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실시연월
(완료기준)
7월
3월

외국의 일본기업 M&A 주요 사례(2000∼2005년)
피매수기업
Tonen Corp
(Exxon Mobil)
Toho Mutual Life

Dantai Life
2000 3월 Nippon
Insurance
Mitsubishi Motors
10월
Corp
3월

2001

매수기업
업종

Long Term Credit
Bank of Japan

석유정제
금융·보험
(생명보험)
금융·보험
(생명보험)
운송기계
(자동차)
금융 ·보험
(은행)

미국

AXA

프랑스

DaimlerChrysler AG

독일

금융·보험
(생명보험)
운송기계
(자동차)

Investor Group
(Ripplewood Holdings 등) 미국

금융·보험

미국

석유·천연가스 3,207
금융·보험
2,324
(생명보험)
1,954
1,926
1,150

Vodafone Group PLC

영국

전기통신

5,486

전기통신

Vodafone Group PLC

영국

전기통신

2,684

4월 Japan Telecom Co Ltd

전기통신

Vodafone Group PLC

영국

전기통신

2,211

Vodafone Group PLC

영국

1,350

Prudential Insurance
Co

미국

Renault SA

프랑스

전기통신
금융·보험
(생명보험)
운송기계
(자동차)

4월 Japan Telecom Co Ltd

GE Edison Life
Insurance Co
3월 Banyu Pharmaceutical
Co Ltd
Mitsui Finl
2월 Sumitomo
Grp Inc

Citi Financial
(Citigroup Inc)
Roche Holding AG
Citi Financial
(Citigroup Inc)

스위스

음식업

미국

금융·보험

2,219

금융·보험
(생명보험)

AIG

미국

금융·보험
(손해보험)

2,150

의약품
금융·보험
(지주회사)
금융·보험
(은행)

MSD (Japan) Co

미국

도매업(약품)

1,369

Goldman Sachs
Group Inc

미국 금융·보험(증권) 1,273

Cerberus Group

미국

금융·보험
(투자신탁)

861

금융·보험

2,024

전기통신

7월

Vodafone KK

전기통신

Investor Group (Carlye
Group LP, Kyocera Corp) 미국
Vodafone Intl Holdings 영국

6월 Vodafone Holdings KK

전기통신

Vodafone Intl Holdings

영국

6월 Vodafone Holdings KK

전기통신

Vodafone Intl Holdings

부동산

Lone Star Japan Acq
LLC

소매
소매

12월
2월

이 모바일
산요덴키(三洋電機)
크레딧
로얄 선 어라이언스

679

영국

DDI Pocket Inc

코오치 재팬

의약품

미국 금융·보험(은행) 469

10월

세이유(西友)

1,769

Compass Group PLC
Ripplewood Holdings
LLC

Aozora Bank Ltd

12월
7월
12월

1,270

미국 금융·보험(은행) 796

8월

Motorcars10월 Kokusai
Office Bldgs

2005

General Sekiyu
(Esso Eastern)
GE Edison Life
Insurance Co

금액

전기통신

8월

2004

업종

6월 Japan Telecom,J-Phone
10월 Japan Telecom Co Ltd

전기통신
4월 Kyoei Life Insurance Co 금융·보험
(생명보험)
운송기계
3월 Nissan Motor Co Ltd
(자동차)
금융·보험
2월 Taihei-Consumer
Credit Bus
(소비자금융)
의약품
2002 9월 Chugai Pharmaceutical
Co Ltd
금융·보험
Marufuku
KK-Loan
5월
Portfolio
(소비자금융)
Systems
음식업
1월 Seiyo Food
Inc
11월 Japan Telecom Co Ltd
전기통신

2003

국적

461

전기통신

1,720

전기통신

1,406

영국

전기통신

1,103

미국

금융·보험
(부동산신탁)

1,064

와이오밍 홀딩스
코오치 잉크

미국
미국

금융·보험
피혁제품

전기통신

GS eM Holdings

미국

금융

578
300
231

소비자금융

리브렛 마아즈 에쿼티

미국

금융

198

보험

American Home
Assurance Co./AIU
Assurance Company

미국

보험

171

자료: Thomson Financial, JETRO, RE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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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형 M&A 공급이 감소하자 일부 외자계펀드는 지방의 숙박
시설(호텔, 여관), 스포츠위락시설(골프장, 스키 리조트 등) 등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전기통신관련 부문과 금융보험업에서의 M&A가 활발
해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미국과 영국 기업의 M&A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9)
- 2002년 중국의 하이얼이 산요전기와 합작으로 산요하이얼(자본금
5억엔)을, 중국의 상해전기그룹과 모닝사이드그룹(투자회사)이
아키야마인쇄기제조(주)의 영업권을 취득하여 아키야마 인터내셔널
(자본금 4억 8,000만 엔)을 설립함.
- 2003년 중국의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三九기업집단이 한방약
메이커인 토오아(東亞)제약을 인수하고, 게임기 제조업체인 盛大
네트워크가 일본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보오스테크에 자본
참가를 하였음.

(3) 평가 및 시사점
일본, M&A 관련 법률 정비에 박차
○ 일본 정부는 M&A가 활발해지고 일본기업도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9) JETRO,「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4年版」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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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의 주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M&A
관련 법률 정비10)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신회사법의 제정(2005년 5월 제정, 2006년 5월 시행) 등을 통해
M&A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하였음.
- 신회사법 시행으로 이사를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
에 대한 내부통제가 의무화되어 대표소송을 당할 위험도 높아지는
등 경영자의 설명책임이 높아지게 되었음.
- 경영통합의 용이화 차원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 외에 현금
(Cashout merger)이나 기타 재산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합병
대가의 유연화가 허용되었음.
- 2007년 5월부터 외국기업이 일본국내에 설립한 100% 자회사를
11)
통하여 일본기업을 M&A할 수 있는‘3각합병’
도 허용

- M&A활동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주식·신주예약권 등 기업매수
방어책(poison pill)도 확대함.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우리에게도 시사점
○ 일본정부는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적대적 M&A 방어책에 대한 지
10) 일본 정부는 1990년대말부터 기업의 재생·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상법, 민사재생
법, 산업재생법 등의 법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M&A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11) 현행 일본의 상법은 기업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
게 되어있어 매수측은 구 주주의 존재로 인해 100% 자사주의 합병은 불가능하게 됨. 3각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매수측 모기업의 주식을 교부하고 합병하는
것을 말함.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공목,“일본의 M&A 관련 대책과 시사점”
,「월간 KIET산
업경제」
, 산업연구원, 2007. 3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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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마련하였음.
- 독약조항(poison pill), 차등 의결권제도, 신주예약권제도 도입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M&A가 자유화된데
비해 방어수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12)이 있으므로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책 강화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기업을 M&A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
○ 일본 M&A 시장 활성화와 중국의 일본기업 M&A 동향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도 일본시장 진출방안으로 일본기업 M&A를 적극 검토
하여야 함.
- 예를 들면, 후계자난을 겪고 있는 부품·소재 기업, 특히 히가시 오
사카나 오타구 소재 기업을 주요 인수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음.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국제 M&A
(1)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진 배경

○ 최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장려정책에 의해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임.
12) 김주태,「해외투기자금 유입 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위협 및 대응방안」
, 전경련, 2006. 3. 6,
윤창현,「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A 억제정책」
, 전경련, 20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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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중국의 해외투자 추이

자료 : 중국 상무부.

- 90년대에 20억 달러대에 머물던 투자규모가 2005년 123억 달러, 그리
고 2006년에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5년 말 기준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572억 달러이며 투자형태
별로는 M&A가 197.3억 달러로 34.5%를 차지하였으며 이윤재투자
는 270.4억 달러, 그린필드를 포함한 기타 투자는 104.3억 달러에
달함.
○ 2005년 지역별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케이먼군도 42%, 홍콩 28%,
버진군도 10% 등 이들 조세회피지역이 81%를 차지하고 있음(<부표>
참조).
- 조세회피지역으로 투자한 중국자본은 세탁과정을 거쳐 외국자본
으로 변신해 중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5.89억 달러로 조세회피지역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최대 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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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식은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M&A 방식이 주류를 차지함.
- 일본과 한국이 해외투자 초기에 그린필드 방식을 선호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같이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M&A 방식이 주류를
차지함.
- 2005년 M&A 방식에 의한 해외투자는 65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53%를 차지함.
○ 2002년 이후 중국정부는‘외환보유고 해소와 위안화 절상압력 완
화’
,‘자원확보’
와‘첨단기술 획득’
,‘시장개척과 기업 글로벌화’
,
‘통상마찰 완화’
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였음.
○ 2004년 이후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차례
에 걸쳐‘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
을 작성해 투자 또는 인수장려
산업들을 기업에게 제시하면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1차 2004년 7월(67개국), 2차 2005년 10월(28개국), 3차 2007년
3월(32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 각 국가별로 업종을 제시하
고 있으며, 특히 2차와 3차에서는 기술과 자원에 대한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였음.
○ 국가외환관리국은 2005년 5월에‘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시범과
관련된 사항’
을 발표하여 외환 관련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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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M&A 유형별 분석과 사례 연구
1) 가전산업 : 시장개척형 투자

○ TCL사의 M&A가 대표적인 사례로 주로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함.
- 2003년 말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전그룹 톰슨(Thomson)社와
합작으로 The TCL-Thompson TTL을 설립하여 톰슨사로부터
양도받은 TV를 생산하고 있음.
<표Ⅲ-3>

중국 주요 IT·가전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해외투자 현황

중국기업
海爾集團

-미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나이지리아 등에 30개 생산공장
설립, 18개 연구실, 8개 해외 무역회사 보유
-미국 가전업체인 메이텍 인수 추진(2005)

海信集團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니, 미국, 일본 등 7개 해외 자회사 보유
-남아프리카에 374.5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100만 달러 투자하여 합자공장 건설

康佳集團

-미국,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외마케팅시장 구축.
-인도에 900만 달러 투자하여 컬러 TV 생산공장 설립. 멕시코에 500만 달러 투자
하여 공장설립. 인도네시아에 공장설립

長虹集團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에 합자공장 설립

TCL 그룹

-인도, 베트남에 공장 설립
-프랑스 톰슨사 지분인수(2003), 프랑스 알카텔 휴대폰 업무인수(2004)

創維集團

-멕시코, 터키에 생산기지 설립
-실리콘밸리에 R&D센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20여개 분공사 설립

레노보 그룹 -미국 IMB PC 인수(2004)
華爲
中興通訊公司
飛躍集團
BOE
上海 盛大

-전세계 40여 개국에 해외시장 분회사 설립
-브라질, 러시아에 8000만달러 투자하여 2개 합자생산공장 설립
-콩고민주공화국에 中電信網(CCT) 설립, 인터넷이동통신, 국내장거리전화 등 통신
업무 담당, 중국 최초로 해외 통신운영업무에 참여
-일본, 독일 등에 18개 자회사 설립
-한국 하이디스 인수(2003)
-한국 엑토즈 소프트사 인수(2004)

자료 :「關于走出去的思考」(2005.1) 및 각종 자료 종합.

24

- TCL사가 67%의 지분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맡되 톰슨社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유럽 판매는 기존의 톰슨社가 담당함으로써 상호간
실익을 챙기는 합작 사례임.
○ TCL사는 2004년 4월에는 프랑스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Alcatel)
과 1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알카텔사의 휴대폰사업을
양수하였음.
- 이를 통해 TCL사는 일약 세계 7위의 핸드폰 생산업체로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미국 RCA(TV), Global Crossing Ltd(전화기)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
2) 전자통신 및 자동차산업 : 기술획득형 투자

PC 업계의 선두: 렌샹( 想; LENOVO)
○ 2004년 12월, 렌샹(CEO 楊元慶,

傳志)이 17억 5,000만 달러에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던 IBM사의 PC 사업 인수를 발표하면서 렌
샹은 일약 세계의 유명기업으로 부상
- 렌샹은 IBM사의 PC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해외 영업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2%에서 81%로 증가하였고, 세계 PC 업계
서열도 일약 3위로 도약하면서 명실상부한 다국적기업으로 변신
○ 렌샹이 IBM PC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IBM
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며, 인수협상에서 연구개발센터 포함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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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내에서 상당한 이슈로 부상하였음.
- 렌샹은 IBM PC의 연구개발센터 인수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상당폭 축소시키는 계기를 만듦.
- 북경 소프트웨어 설계센터, 공업설계센터, 상해 렌샹연구원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전국 규모의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자동차산업: 브랜드와 기술획득
○ 중국 上海汽 가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고 영국 로버
(ROVER) 자동차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上海汽 는 독일 폴크스바겐사와 미국 GM사 등 2개사와 합작관계
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경영권 행사 때문에 각각 50%를 확
보(자동차의 경영권 확보는 중국정부의 원칙)
○ 浙江 의 대표적 자동차부품업체인 萬向사가 2002년 8월에 280만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자동차부품업체인 UAI(Universal
Automotive Industries Inc.)사의 지분 28%를 인수한 것도 기술
획득이 주목적임.
- 萬向사는 이외에도 부품수출과 기술획득을 위해 2002년까지
해외의 16개 회사를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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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 철강산업 : 자원확보형

○ 자원확보형 투자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은 석유개발
회사들임.
- 중국석유공사(페트로차이나), 중국석유화학총공사(시노펙), 중국
해양석유공사(CNOOC) 등 중국 3대 석유회사들은 카자흐스탄,
예멘, 수단 등 전세계 14개 국가의 원유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중국해양석유공사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 렙솔사를 5억 8,000만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2005년 4월에는 캐나다 오일샌드(원유를
함유한 모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MEG 에너지사의 지분 17%를
1억 5,000만 캐나다 달러로 인수하였음.
- 중국해양석유공사는 2005년 미국 석유업체인 유노칼을 인수
하려다 미국 의회 등의 반발 등으로 실패하면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음.
○ 2004년도 심한 원자재난을 겪은 철강회사들도 철광석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모색
- 중국 최대 철강업체 중의 하나인 상해 바오강공사는 2005년에
브라질 철강공장을 15억 달러에 인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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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

중국의 자원투자 주요 사례(2002∼2005년)
피인수기업

업종

지역

비고

Deveon EnergyIndonesian Oil

석유

인도
네시아

2.62억 달러 출자,
100% 지분 인수

AHIH(AmeradaHess
Indonesia Holdings Co)

석유

말레
이시아

50% 지분 인수

유전분야

석유

우드머르트네프트

석유

러시아

24.6억 달러 투자
(2005.1)

Repsol-YPF SA

석유

인도
네시아

5.85억 달러 투자

악포 유전

석유

나이
지리아

26.9억 달러 투자
(2006.1)

호주 Gorgon사

액화
천연
가스

호주

12.5% 지분 인수

Tangguh Gas 분야

가스

인도
네시아

2.75억 달러 출자,
12.5% 지분 인수

영국 천연가스사

천연
가스

카자
흐스탄

6.15억 달러 출자,
카스피해 북부프로
젝트 1/12 인수

Salyan Oil Ltd

석유

아제르
바이잔

5천 200만 달러 출
자, 30% 지분 인수

페트로카자흐스탄

가스

카자
흐스탄

26.9억 달러 투자
(2005.8)

中國航油

싱가포르 국가공사

석유

싱가포르

20.6% 지분 인수

中國化工進出口總
公司

Atlantis

석유
분야
서비스

노르웨이

2.75억 달러 출자,
12.5% 지분인수

호주

3천만 달러 출자,
46%지분 인수

뉴질랜드

7.7억 달러 출자,
100% 지분 인수

인수기업
中國石油公司
(페트로차이나)

中國石油化工股
有限公司
(SINOPEC)

中國海洋石油總
公司
(CNOOC)

SINOPEC，
CNOOC

中國石油天然公司
(CNPC)

Baosteel(鐵鋼)

Rio Tinto’
s Hamersley
철광석
Iron사와 합자 투자

Huaguang Forest Rayonier Inc.(East Cost
Timberland operations)
Co.Ltd

목재

3.94억 달러 출자,
북
75% 지분 인수
아프리카

자료 :「中國幷購報告」
, 각 연도판, UNCTAD, China : an Emerging FDI outward investor(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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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시사점
성과와 문제점
○ 중국업체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석유자원 확보와 기술력 및
브랜드 획득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예로서 하이얼사는 미국 투자를 통해 소형 냉장고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냉장고가 2%, 에어콘
이 16%, 선풍기가 8%를 기록하는 등 250여종의 가전제품을 미국
에서 판매
- 또한 하이얼사는 해외투자를 통해 세계 일류의 기술, 표준 및 인력
을 획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사전에 미국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표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화와 국제화 경험이 짧은 중국기업들은 해외투자에서
실패 또는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음.
- 하이얼사의 미국공장들은 여전히 적자를 나타내 본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 TCL-알카텔 합작법인 역시 연이은 적자로 프랑스측이 2005년
5월 합작 파기를 선언하였고, 톰슨사와의 TV 제휴에서도 실익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렌샹은 IBM PC 사업 인수 후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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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사업의 중국법인 인력들이 회사 미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1/3
이나 퇴사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음.
시사점
○ 향후 중국의 자원과 기술 획득을 위한 M&A는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견됨.
- 1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자원과 기술
사재기는 국제시장 가격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큼.
- 렌상의 IBM인수 사례와 같이 중국기업들은 국제 M&A를 통해
브랜드와 기술을 취득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협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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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 : Temasek Holdings Private Limited
(1) 기업 및 투자 현황
정부 지주회사
○ Temasek은 정부연관기업(government-linked companies)13)을
관리하기 위해 1974년 6월 설립되었으며 싱가포르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가 100% 소유한 공기업임.
-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투자기관은 싱가포르
투 자 청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 GIC)으로 주로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투자함.
- Temasek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항만
청(PSA)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기업임.
○ Temasek은 1974년 이후 연 평균 18%의 주주 수익률을 창출하였으며,
Standard & Poor사와 Moody사로부터 각각 AAA와 Aaa의 평가로
높은 신인도를 보유함.
아시아지역 및 금융산업 투자 확대
○ Temasek은 최근 회계연도 말인 2006년 3월 말 현재 투자포트
폴리오는순자산가치로1,290억싱가포르달러(800억미국달러)에달함.
13) 100% 싱가포르 정부 소유 지주회사가 경영권(control)을 가지는 개체(entities)와 그 개체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부속 회사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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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싱가포르 재무성에서 양도받는 3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출발하여 32년 동안 370배 정도로 성장시킴.
- 90년대 이후 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은 SingTel 등과 같은 보유
기업의 상장에 따른 주식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임.
○ 포트폴리오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2006년(2005년) 3월 말 현재
싱가포르에 44%(49%),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34%(19%),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 20%(30%)임.
- Temasek은 싱가포르와 OECD국가의 투자를 회수하는 반면
중국, 대만, ASEAN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2006년(2005년) 3월 말 35%(21%)로 가장
크며 다음이 통신 및 미디어 부분으로 26%(33%)에 달함.
- 2005년 회계연도의 활동 결과로 금융업과 통신 및 미디어 부문의
자산 순위가 바뀌었으며, 이 두 부문을 합한 비중은 2005년 3월의
54%에서 61%로 높아졌음.
○ 유동성 구조면에는 상장 기업사의 20% 이상 주식이 2005년 3월
말의 68%에서 2006년에는 57%로 낮아졌음.
- 같은 기간 중 20% 미만의 간접투자와 미상장 주식 투자의 비중이
각각 18%와 14%에서 26%와 17%로 증가하였음.
○ 2006년 전 태국 수상 탁신가가 소유하였던 태국 통신회사인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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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주식 49.6%를 인수하였다가, 쿠데타 이후 매각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Temasek의 M&A는 자회사인 DBS가 하나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것과 같이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표Ⅲ-5>

Temasek의 주요 포트폴리오(2006년 3월 말 현재)
단위 : 지분율 %
금융서비스

PB Bank Danamon Indonesia

59

ICICI Bank (인도)

8

PB Bank International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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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onstruction Bank

6

25

E.Sun Financial Holding Company
(대만)

6

10

Bank of China

5

DBS Group Holdings(싱가포르)
Hana Financial Group(한국)

통신 및 미디어
MediaCorp (싱가포르)

100

Singapore Telecommunications

56

Singapore Technologies
Telemedia

100

Shin Corporation (태국)

44

Global Crossing (버뮤다)

71

PT Indosat (인도네시아)

41

StarHub (싱가포르)

57

운송 및 유통
PSA International (싱가포르)

100

Singapore Airlines

57

Neptune Orient Lines (싱가포르)

67

SMRT Corporation (싱가포르)

55

기반시설, 기술, 공학
Chartered Semiconductor

60

Manufacturing (싱가포르)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55

SembCorp Industries (싱가포르)

50

STATS ChipPAC (싱가포르)

36

Keppel Corporation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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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
PowerSeraya (싱가포르)

100

Singapore Power

100

Senoko Power (싱가포르)

100

Tuas Power (싱가포르)

100

부동산
Mapletree Investments 싱가포르)

100

CapitalLand (싱가포르)

42

기타
Wildlife Reserves Singapore
주 : 2006년 3월 말 현재.

88

Singapore Food Industries

70

Ⅲ. 주요국의 M&A 동향 및 사례 33

국제화 추진
○ Temasek은 적극적인 투자가로서 수익률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8~10개년 포트폴리오의 지역별 구성 목표를 싱가포르 1/3,
아시아 1/3(일본 제외), OECD 및 기타 1/3로 설정하였음.
- 이미 아시아 목표는 달성되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 목표를 아시아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
- Temasek의 싱가포르 자산 구성 축소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부관련
기업의 매각작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2005년에도 SingTel의
주식 매각 대금으로 해외에 투자하였음.
○ 2005년 9월에는 17억 5,000만 달러의 채권을 국제시장에서 발행
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자금원을 확대하였음.
○ 직원도 미국, 중국, 인도, 레바논, 말레이시아 등 12 개국 이상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40% 정도의 관리직이 외국인일 정도로 다국
적화가 진행되었음.

(2) 시사점

○ Temasek은 싱가포르 재무성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정부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싱가포르 국민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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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싱가포르 정부가 정부연관기업의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Temasek의 싱가포르 자산 구성비 축소가 연관되어 있어 향후
Temasek의 국제 M&A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금융기관에 대한 M&A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산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국제 M&A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3월 대만의 E. Financial Holidng Company 전환사채
인수시(전환시 15% 지분) 메릴린치사는“대만 M&A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
하였다고 언급함.
○ 국내 자산을 기초로 국제 M&A로 자산의 글로벌화와 성장을 추구
하고 있는 Temasek의 활동은 국내 자산 운용사가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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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산업의 M&A 동향 및 사례

1. 철강산업

(1) M&A의 주요 배경 및 목적
주요 배경
○ 철강산업 M&A의 주요 배경은 각국 경제의 개방화 진전, 철강수요
산업의 글로벌화, 제철원료산업의 수급불안정 및 가격급등, 산업내
경쟁심화 등임.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통합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서의 인식 감소와 국영업체의 민영화 확산
-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철강수요산업의 글로벌화와 철강제품 수요의
다양화, 가격인하 압력 증대
- 제철원료 공급의 독과점구조, 자원민족주의 강화, 중국 철강산업
의 성장에 따른 원료공급의 불안정성 증대와 가격급등
- 철강업체간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절감압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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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목적
○ 철강산업 M&A는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료의 안정적 조달,
시장확보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공급체제의 최적
배분을 통한 원가절감과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거점간 네트워크체제 구축과 공정간 분업체제 구축, 원료의
구매 및 물류 등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과 경쟁력 제고
-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로 세계 철강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전후방 산업과의 교섭력 강화
- 세계 주요지역에 대한 유통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고객에 대한
적기 공급체제 구축
- 탄력적인 공급조절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안정
적인 수익구조 유지 등
<그림Ⅳ-1>

자료 : OECD(2006)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

철강산업 M&A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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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tal Steel - Arcelor (2006년 6월)
○ Mittal Steel이 2006년 세계 2위의 Arcelor에 대한 M&A에 성공
하면서 세계 철강생산 점유율 10%에 이르는 1위 업체로 도약했음.
- 2000년대 들어 20개사 이상의 M&A를 추진하며 성장해온 Mittal
Steel은 이로서 미주·EU·동구·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지역에
걸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였음.
- 통합으로 원료구매, 제품판매, 물류비 절감, 생산효율성 제고 등으로
2009년까지 비용 측면에서 약 10억 달러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 동유럽 반제품-서유럽 고품질제품 생산, 중남미 상공정 설비북미 하공정 설비 등 공정간·지역간 분업체제를 통해 지역적
다각화와 공급탄력성을 통해 시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원료자급률 향상, 생산입지 최적배분, 판매시장 다변화, 생산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고부가가치 제품의 장기 거래선 확보, 전후방산
업에 대한 시장지배력 확보 등 성과
Tata Steel - Corus Group(2007년 1월)
○ 세계 업체순위 56위인 인도의 민영 철강업체 타타스틸이 영국의
2007년 Corus그룹을 인수하면서 단번에 세계 5위 철강업체로 도약
- 타타스틸의 인수가격은 총 113억 달러로 미탈스틸이 아르셀로를
인수했던 383억 달러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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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CSN과의 인수경쟁이 과열되면서 인수가격이 초기 가격에
비해 34%나 높게 낙찰되면서 통합효과를 상쇄하는 기업자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Tata Steel은 Corus Group과의 M&A를 통해 높은 기술과 글로벌
철강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Corus는 아시아의 상공정
과의 결합을 통해 통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Tata Steel은 Corus와의 합병으로 인도의 철광석 광산과 결합
하여 획기적으로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을 넘어 유럽지역에 거점을 확보하였음.

(2) 평가 및 시사점

○ 철강산업의 글로벌통합 움직임은 성장잠재시장에의 진출 및 최적자
원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OECD에서는 향후 철강산업에서 지속적인 M&A를 통해 상위 5대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현재의 20%대에서 2020년경이면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Mittal Steel에 이어 Tata Steel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유럽,
미주에 진출, Mittal Steel의 다음 M&A 목표는 중국, 인도를 중심
으로 하는 아시아업체가 될 가능성이 증대
- Mittal-Arcelor는 유럽, 미주에서는 독과점 논란으로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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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 불가능하고 러시아, 중국에서는 정부견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M&A 대상이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임.
○ 인수합병에 소극적인 국내 철강업체들도 중국, 인도 등 인접지역
업체에 대한 M&A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가격 및 원료 경쟁력 확보와
아울러 공급체제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해야 할 것임.
- M&A 대상은 제철소 이외에 원료, 물류 등 Value Chain상의
다양한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 가능
- 향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해외 업체의 적대적
M&A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

2. 자동차산업
(1) 현황

○ 자동차산업의 M&A는 완성차와 부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998년의 다임러 벤츠의 크라이슬러 인수가 완성차업체의 M&A를
촉발하였음.
- 완성차업체들은 대형화와 전차종 생산이라는 목표 아래 경쟁업체
를 인수하거나 브랜드 및 일부 지분을 인수
- 그러나, 완성차업체간 인수합병은 양적 팽창을 목표로 우량 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한 결과 르노-닛산-삼성, GM-대우와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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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신흥개도국업체 인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실패
○ 세계 자동차산업내 M&A는 건수면에서는 1998년에, 금액면에서는
2002년에 3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완성차업체간 M&A가 크게 위축된 반면 자동차관련 서비스 분야에
서의 M&A가 증가
○ 최근 자동차부품산업내 M&A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이 거래 기업수를 축소하면서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유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비용상승으로 중소부품업체들의 독자 생존력이
약화되었으며,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지역별로는 유럽지역에서의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신흥
개도국 중에는 중국과 인도에서 M&A가 증가

<그림Ⅳ-2>

세계 자동차산업내 M&A 추이

자료 : PWC.
주 : 기타는 도소매, A/S, 렌트, 2006년은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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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세계 자동차산업내 분야별 M&A 추이

자료 : 전게서.

- 미국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는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경쟁력 저하, 강성노조, 높은 의료보험비 등 때문
○ 헤지펀드를 포함한 민간 투자회사들은 인수대상 기업을 부품업체에서
A/S 부품업체로 전환
- 이는 동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 미국 자동차산업내 업종별 수익성은 부품유통(18%), 자동차금융
(14%), 차체수리(13%), 자동차보험(13%), 단순정비(11%), 중고차
거래(10%), OEM 부품(9%)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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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완성차업체의 주요 M&A 사례
단위: 백만 달러, %

인수업체

피인수업체

인수규모

지분

포쉐
상하이자동차
DCX
도요타
난징자동차
볼보
포드/마즈다

폴크스바겐
쌍용
미쓰비시후소트럭
후지중공업
MG로버
닛산디젤
장안기차

4,213
509
481
305
87
196
-

19
49
20
9
100
13
25

<표Ⅳ-2>

부품업체의 주요 M&A 사례
단위: 백만 달러, %

인수업체

피인수업체

Magna
Tesma Int'l
Valeo
JohnsControl(엔진전자사업부)
Johnson Electric SAIA-Burgess전자
닛산
Calsonic Kansai
Carlyle Group
AxelTech Int'l
Nippon Sheet Glass Pilkington plc
Honeywell Int'l
First Technology

인수규모

지분

618
415
517
393
335
3,015
516

56
100
100
20
85
80
100

(2) 평가 및 시사점

○ 자동차산업의 M&A는 2006년에 둔화되었으나, 헤지펀드 등 민간
자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활성화될 전망임.
- 단지 과거의 양적 팽창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신흥개도국의
우량 부품업체에 집중될 전망임.
- 선진국 자본의 국내 부품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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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수직 계열적이거나 통합적인 구조, 부품업체 경영자의
M&A에 대한 인식 부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 국내 브로
커리지하우스의 부족한 역량과 노조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계화를 가속화하면서 현지화를 추진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업계로
서는 해외 우량 부품업체의 인수를 적극 고려해야 하나 정보 부족과
경험 부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

3. IT산업
(1) M&A의 주요 배경 및 목적
IT서비스 → 통신기기 → 부품 순으로 M&A 가속화
○ IT 산업에서는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심각한 구조조정을 거치면
서 거대기업들의 M&A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 AT&T-Bell South, Verizon-MCI 등 미국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초대형 M&A를 비롯해 Alcatel-Lucent 합병, Nokia-Siemens
조인트벤처 설립 등 글로벌 IT업체들의 빅딜 움직임이 더욱 가속
화되었음.
- 계속해서 반도체기업과 디스플레이기업 등 부품업계에 이르기까지
M&A가 확대되어 전반적인 IT업계의 M&A 붐을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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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업계구조 개편 필연성
○ IT업계의 M&A 붐 조성 이유는 버블 붕괴 이후 IT산업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시장구조가 크게 개편되었다는 점임.
- 규제 완화와 기술융합 추세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R&D 및
설비 투자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수요업체들의 통합 및
소비자 욕구변화로 경쟁환경이 바뀌었음.
-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부를 정리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확실한 시장 리더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통신 서비스의 시장포화가 원인
○ 미국에서는 양대 지역전화 사업자(RBOCs)인 SBC와 Verizon이
장거리 통신사업자인 AT&T와 MCI를 각각 인수하여, 미국 통신
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음.
○ 최근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대규모 M&A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① 시장포화로 선진국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② 기술
진보와 규제 완화로 국가 및 업종간 경계가 철폐되면서 경쟁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
○ 통신서비스 M&A 거래들은 ① 규모 확대를 위해 동종 업체들끼리
결합하는‘사업 규모 확대형’
, ② 이종산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
한‘신산업 진출형’
, ③ 타 지역-국가로 진출하는‘사업지역 확장
형’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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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업계는 시장축소와 모바일산업 등장이 원인
○ 최근 통신기기 산업에서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① 통신기기를 구매하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로 통합
되어 판매가능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② 2000년 이후 통신
산업의 기술 및 시장 중심이 유선통신에서 이동통신으로 전환되어,
통신기기 산업의 구조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임.
○ 통신기기 산업은 전통적으로 A&D(Acquisition &Development)형
M&A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시장경쟁 구도를 일시에
바꾸는 대형업체들간의 전략적 빅딜형 M&A 사례가 증가
- A&D는 자사에 부족한 기술·제품·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개발 대신 벤처기업을 매입하는 기술개발과 인수합병의
중간 형태임.
- A&D는 자체개발 방식보다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는
M&A비용이 R&D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효과도 있음.
반도체업계는 시장구조 변화와 거대투자가 원인
○ M&A의 주된 이유는 반도체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들(컴퓨터, 통신장비, 이동통신 등)은 점점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R&D 및 제조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반도체 업체들은 불필요한 사업부를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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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부품업체의 주요 M&A 사례
단위: 백만 달러, %

대상기업

주요 내용

AT&T, Bell South - AT&T가 지역통신 3위인 Bell South를 670억 달러에 매수
를 인수
(2006.3)
Verizon, MCI를
매입

- Verizon은 장거리통신 대기업 MCI 매입완료(2006.1)

- Alcatel과 Lucent가 6 : 4의 지분으로 합병(2006.4)
Alcatel, Lucent를
- 알카텔은 고속DSL 회선기기분야, 루슨트는 무선기기 분야에
흡수 합병
강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
Nokia와 Siemens
- 통합회사 Nokia Siemens Networks(NSN)를 절반씩 출자
의 통신인프라 장비
(2006.6)
사업 통합
Infineon⇒
Qimonda 분사

- Infineon으로부터 스핀오프한 DRAM기업 (2006.5)

Philips NXP
- 미국 KKR, Silver Lake, AlpInvest 등 VC가 지분 80.1%
Semiconductors
매입 (2006.10)
분사 매각
Freescale⇒사모펀 - 블랙스톤그룹 주도의 사모펀드(PEF) 컨소시엄에 176억 달러
드 컨소시엄에 매각
매각 (2006.9)
TI⇒Sensata Tech - Bain Capital이 TI의 센서 및 컨트롤사업부를
분사 매각
30억 달러에 매수 (2006.4)
AMD⇒ATI 흡수
합병

- AMD는 그래픽칩 최대업체 ATI를 54억 달러에 인수
(2006.10)

삼성전자-소니의 - 7세대에 이어 8세대 LCD에서도 합작투자 진행
S-LCD 합작투자
(50 : 50)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Ⅳ. 주요 산업의 M&A 동향 및 사례 47

(2) 시사점

○ 세계 주요 글로벌 IT업체들이 최근 M&A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 세계 IT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소수의 업체들이 시장
을 주도하는 과점체제가 될 것임.
- 따라서, 시장에서 추종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 IT업체들은
글로벌 IT업체들의 시장구조 개편 움직임에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 M&A는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가장 빠른 시간에 조달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일환이므로, 잘만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음.
○ 그동안 국내 기업 경영자들은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하여 기업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음.
- 이것이 국내 IT산업 발전의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벤처
기업에서 시작해 세계 유수의 IT업체로 올라선 IT벤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업체로
사이즈가 커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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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산업
(1) M&A의 주요 배경과 목적
주요 배경
○ 기계산업분야의 M&A는 FTA 등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산업내 경쟁
심화가 주요 배경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계산업에 대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인식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되는 상황
○ 아울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기계류의 주요 수요처가
빠르게 통합·대형화되면서 규모의 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었음.
- 기계류 선도업체간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절감압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가
M&A의 유형과 목적
○ 기계산업의 M&A는 선진국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와 개도국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미국, 독일 등 선진 기계류 업체들은 적극적인 M&A와 업계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 독창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들
의 인수를 바탕으로 기술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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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복합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제품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아울러 세계 주요지역에 대한 유통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고객을대상으로한 납기단축과 적기 공급체제구축을도모하고자 함.
○ 한편, 개도국 기업들은 선진기술의 조기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개척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Brand 인지도 개선을 위해 선진업체들을 과감하게 인수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며 주로 유럽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인 M&A를 추진하고 있음.
선진국 기업이 중심이 된 M&A 사례 : 독일 EMAG사
○ 90년대 초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동유럽시장의 분리로 인해 어려움
을 겪던 독일의 EMAG사는 1994년 Wema Zebrst를 인수하면서
기계 본체의 생산능력을 2배로 확충하였음.
- 이후 1997년 Karstens사를 인수하여 복합기능의 연마기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함으로써 선삭과 연삭기술의 통합화 실현
- 1999년 Pittler-Tornos사를 인수함으로써 대량생산을 위한 다축
스핀들 장비의 노우하우를 획득
- 2001년 이후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자 관련 전문업체
인 하이리그 오토메이션(Heilig Automation)을 M&A
○ 2005년 기어, 기어박스, 호브 및 커터류 전문생산업체인 Koep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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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인수하기까지 지속적인 M&A를 추진하여 유럽 내에서 최첨단
가공 및 조립공장의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 기술통합을 바탕으로
선도적 기술을 유지
○ 개도국 기계류 업체가 중심이 된 M&A 사례 : 중국 북경 제1기상창,
대련기상창 등
○ 중국은 단기간에 catch-up하기 어려운 첨단 기계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역시 해외기업들의 M&A를 여러 각도
에서 지원
- 기계류는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로서 관련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
하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
-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개선목적으로 주로 선진기업들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
<표Ⅳ-4>

중국 주요기계류 업체들의 해외 M&A 사례
단위: 백만 달러, %

업체명

인수업체

인수업체 국적

비고

대련기상창
심양기상창
북경제1기상창

Zimmerman GmbH Ingersoll
Schiess
Waldrich Coburg

독일, 미국
독일
독일

상해중형기상창

Wohlenberg Ikegai

독일, 일본

2004년 인수
2004년 인수
2005년 인수
2005년 인수
2005년 인수

주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세미나 자료「중국 공작기계산업의 현 수준과 대응전략」
, 2006.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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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제1기상창이 2005년도에 독일의 세계적 기업인 Waldrich
Coburg를 인수함으로써 전용기 부문의 기술 노하우와 제품을 확보
- 심양기상창은 역시 독일의 Schiess사를 2004년에 M&A하였으며,
대련기상창도 독일의 Zimmerman GmbH와 미국의 Ingersoll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계류 업체들이 대부분 독일,
미국 등의 선진업체를 적극적으로 M&A함.

(2) 영향과 시사점

○ 기계산업의 글로벌통합 움직임은 전용기부문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는 선진기업들이 범용설비 생산기업과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 기업들의 M&A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분석됨.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기계류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중국이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기업들까지 인수함으로써 우리와의
격차를 급속히 축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임.
- 일부 품목의 경우는 인수한 선진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
으로 오히려 경쟁적 우위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지금까지 인수합병에 소극적인 국내 기계류업체도 선진국
업체 중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규모 기업군을 주 대상으로 M&A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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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 가운데 현재 FTA 최종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의 관련기업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
- 한국의 주요 사례로서 두산중공업의 경우, 보일러분야 기술제휴
선인 Alstom사와의 License 계약기간이 2007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보일러부문의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Babcock사를 2006년
11월에 인수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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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최근 국제 M&A 동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경쟁기업이 시장 주도자로 도약하거나 선진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2006년 Mittal Steel의 경우는 세계 제일의 생산자로 도약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철강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의 전자 산업과 기계 산업은 활발한 국제 M&A를 통하여
생산 및 유통 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및 기술능력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제고하고 있음.
- 두산중공업의 Babcock사의 인수도 기술 능력 획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M&A의 업종별 동향에서는 최종재에서 점차 부품업체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수직적인 통합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를 획득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54

- 기업이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M&A의 장점이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생산 능력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 국제시장의 경쟁력 구도를 단숨에 역전 혹은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할 점임.
- 최근 Mittal Steel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투자펀드의 M&A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화 현상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국제 M&A시장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펀드의 구성 자체가 다국적화되면서 금융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지역에서는 Temasek의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이 국제
M&A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아시아시장에서의 국제 M&A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일본기업 M&A 확대이후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일본 기업의 국제 M&A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례가 우리
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큼.
- 결국, 한국기업 및 투자펀드의 국제 M&A 참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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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시사점
○ M&A가 실패 위험성이 크지만 단기간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확보 등에 중요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 세계시장진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고려해야 함.
- 특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국제 M&A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동향을 예의주시함은 물론 국제 M&A의 선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 M&A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경영자 그리고 금융
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함.
- 한국의 M&A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기업 경영자의 인식, 노사분규와
같은 인수합병의 장애요인 그리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경험 일천 등을 들 수가 있음.
○ 다음으로는 M&A 관련 기관,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신용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M&A 자금은 물론 국제 M&A
대상 관련 정보 등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한데, 국제화
경험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의 개입이 원활하지 않게 됨.
- 이를 위해서는 외환 거래법령에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규제완화는 집단투자가의 해외투자 및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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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됨.
○ 국제 M&A가 불가피한 현 상황하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적인 제도적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분 10% 미만 투자의 직접투자 인정 확대 : 초기 지분 10% 미만
투자 후 외국기업의 기술 검증후 지분 call 행사를 통하여 10% 이상
투자하는 사례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지 차입 및 지급보증한도 완화를 통하여 국제적인 M&A에 필요
한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함.
- 현행 외환 거래법에서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이나 매수대금을 신고
하여야 하나, 이해 당사자가 많고 다양한 경우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시간과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는바 규제완화가 필요함.
-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해외직접투자가 사전신고제로 되어
있으며,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는 현행 외환거래법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임.
○ 또한, 국제 M&A에 관련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제도의 강화도
고려할 만함.
- 금년 2월 이후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의 하나로 M&A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도 포함
되어 있음.
-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M&A가 주로 대외비로 추진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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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M&A 관련 인력 확충 및 M&A업계의 노우하우 전수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 투자기관에의 연수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는 국제 M&A에 외환 거래가 수반되는 국제거래라는
점에서 외환 거래의 원활화와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없이는
국제 M&A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임.
○ 결국, 장기적인 대응책으로는 외환거래의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
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중국 및 일본의 국제 M&A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국제 M&A에
장애로 작용하는 외환거래법의 수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일본 및 대만은 현재 사후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음.
- 기업 세계화로 국제외환거래가 급증하고 복잡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업이 국제적인 자금운용을 일일이 사전에 신
고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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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국제 M&A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stock

flow

세계 전체

한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해외직접투자

91.9

77.7

68.5

52.9

46.8

27.0

외국인직접투자

81.1

71.4

59.9

53.2

53.5

29.2

해외직접투자

34.2

7.2

3.7

19.3

8.8

9.5

외국인직접투자

74.5

94.3

176.6

96.5

73.0

44.4

해외직접투자

111.7

76.9

58.1

63.7

49.5

25.5

외국인직접투자 103.3

115.9

98.4

131.1

66.9

48.1

미국
해외직접투자

163.9

189.9

137.6

91.6

49.9

52.6

외국인직접투자

151.6

130.3

220.4

187.1

103.4

55.2

해외직접투자

103.7

143.7

238.1

318.6

988.6

21.6

외국인직접투자 124.6

184.1

87.1

86.2

-237.3

85.8

영국

독일

일본

해외직접투자

66.1

42.1

26.8

29.3

12.2

15.6

외국인직접투자

186.7

243.3

61.6

173.1

113.6

58.0

해외직접투자

51.3

6.6

41.6

-1081.3 62.3

13.5

외국인직접투자

5.5

5.0

3.9

7.1

11.2

7.0

해외직접투자

17.0

2.9

1.5

4.5

9.9

2.6

외국인직접투자

13.1

60.7

33.2

93.2

21.0

11.0

중국

대만

자료 : UNCTAD.
주 : 국제 M&A 통계는 Thomson Financial이 제공한 통계로 완수된 기준이며, 자금원천을 파악하기
힘들므로 국가간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국제직접투자 통계와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

부표 61

<부표 2>

중국의 10대 해외투자국(2005년도)
단위: 억 달러, %

2005년 투자 기준

2005년 누계 기준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케이먼군도

51.60

42.1

1

홍콩

365.10

63.8

2

홍콩

34.20

27.9

2

케이먼군도

89.36

15.6

3

버진군도

12.30

10.0

3

버진군도

19.84

3.5

4

한국

5.89

4.8

4

한국

8.82

1.5

5

미국

2.32

1.9

5

미국

8.23

1.4

6

러시아

2.00

1.6

6

마카오

5.99

1.0

7

오스트레일리아

1.93

1.6

7

오스트레일리아

5.87

1.0

8

독일

1.24

1.0

8

러시아

4.66

0.8

9

수단

1.00

0.8

9

수단

3.52

0.6

10

카자흐스탄

0.95

0.8

10

버뮤다군도

3.37

0.6

122.6

100.0

전체

572.0

100.0

전체
자료 :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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