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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및 국내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M&A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A는 IPO(기업공개)와 더불어 벤처생태계에서 중요한 키워

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M&A 거래금액 및 투자회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등 M&A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이 M&A를 통한 투자회수가 월등히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M&A를 기업사냥,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기술탈취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

경영 노하우, 고용인력 등 우수한 기업자원이 M&A를 통해 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적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M&A 활성화지원사업 

운영기관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하여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신용보증기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한국M&A협회, 벤처

기업협회 등 8개 기관과 130여개의 M&A 자문기관을 통해 M&A 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이 중 M&A 우수 성공사례를 선별하여 ‘M&A 성공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M&A 성공사례집 ‘에는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및 상장사 등의 M&A 성공사례를 각 사례별로 소개 

하고, M&A 개요 및 진행결과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M&A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및 M&A에 관심 있는 독자 등에게 M&A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교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M&A 진행 이후의 주요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M&A를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영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한 사진 

및 도표를 삽입하여 딱딱할 수 있는 M&A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 및 원고 집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M&A 지원센터, 자문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M&A 

성공사례집이 M&A의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간사

중소벤처기업부

Publishing company

세계가 주목하는‘한국형’

강소기업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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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칼써프라이 (주)보성메디텍

대 표 자 : 김 광 민

주요제품 : 의료기기               회사설립 : 1989.01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10 

홈페이지 : www.medicalsupply.co.kr

대 표 자 : 신 윤 철

주요제품 : 의료기기               회사설립 : 2008.0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10 

홈페이지 : www.bsmeditech.com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01

’89. 1월 설립된 의료기 도매업체로, 26년여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안정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08. 3월 설립된 의료기 제조업체로, 혈당체크용 채혈침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으로, 기술력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다.

도매업종 한계와 주력 아이템 부재 등으로 다년간 성장 정체 상태에 있어 

제조업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M&A를 추진하였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란셋침(통증경감 및 2차감염 예방 혈당체크용)’

관련 국내, 미국, 중국 등에서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마케팅 능력 한계 체감 

후 영업력 및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에 매도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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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인수합병의 절호의 찬스
  

㈜메디칼써프라이는 이번 KIMES2017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들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칼 

써프라이는 SONY사 의료용 장비, 소모품과 SCHILLER사의 심실 제동기, 

심전계, 폐활량계, 환자 감시 장치, 혈압계 등을 국내에 수입 공급해 왔다. 

수입에 의존하던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위해 그동안 산·학협력과 R&D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의료용 전자 내시경인 DVS-L100, 소형 산소포화도 측정 

기기인 Care Vision HP-110, 중앙 관제 시스템 Central Monitoring 

System, MR실 환자감시장치인 MAGLIFE Serenity, 운동부 하심 

전계 CS-200 Excellence, 잔뇨 측정기 BVI-9400 등의 많은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과감한 투자를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주)보성메디텍과 M&A로 
일회용 란셋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메디칼써프라이 김광민 106억원 강원 원주시 주식인수

(2015. 8월)
15억원

매도기업 (주)보성메디텍 신윤철 8억원 강원 원주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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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년도에 의료용 소모성 제품인 란셋 (일회용 채혈침 및 디바이스

- SafeLan series)을 생산하는 ㈜보성메디텍과 M&A를 실시해 새로운 

품목군으로 추가했다.

기존 채혈침 및 채혈기의 문제점 감소
  

기존의 제품들은 시술시 유발하는 통증과 사용의 불편함, 2차 감염 사고

의 가능성, 니들에 의한 찔림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2차 감염 사고는, 재사용이나 찔림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국제

기구에서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번 제기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병의원

에서는 안전 란셋 사용을 의무화로 추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국내 병의원

은 아직도 기존의 저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존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채혈침과 채혈기를 결합하여 시술 후 재사용이 가능하단 점인데, 

처음 언급한대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채혈침 재활용 사례, 시술 후 채혈

침 분리 및 폐기 과정에서 니들에 의한 찔림 사고 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염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제품은 2차 감염과 찔림사고의 

위험성 예방을 위해 재사용 방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사고 

유발 요인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세이프란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
  

기존의 1세대 제품(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제품)의 경우 시술시 많은

통증을 유발해, 피시술자의 거부감이 컸다. 이를 인지한 다른 회사가 통증을 

상당 부분 감소시킨 제2세대 제품을 출시했지만, 세이프란은 2세대 제품 

대비 통증 정도를 약 30% 정도까지 향상한 획기적인 제품이다. 또한, 기존의 

1세대 및 2세대 제품의 경우 시술을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과정(8단계)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세이프란은 시술 단계를 3단계로 축약

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일회용 제품들이 고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다른 피시술자에게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항시 2차 감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세이프란에는 원천적으로 재사용 방지 기능

을 넣어서 한번 시술하면 재사용이 안 되도록 설계해 2차 감염의 우려를 

해결했다. 기존의 제품은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해 니들과 보호캡이 별도로 

존재 (보호 캡이 디바이스에 존재) 하여 니들의 결합 및 분리, 폐기 시 찔림 

사고의 우려가 상존했지만, 세이프란은 보호 캡과 니들이 일체형으로써 

시술시를 제외하고는 니들이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 결합, 분리, 폐기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했다.

Care Vision VS-100

SafeLan-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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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4세대) 제품 개발
  

㈜메디칼써프라이는 현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제4세대) 제품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채혈침과 채혈기로 분리돼 있던 형태가 아닌 채혈침과 

채혈기를 일체화시킨 완전 일체형 란셋이다. 이는 선진국의 병의원 안전 란셋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당사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편의성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제품이 개발 완료되면 해외 선진국의 

시장에서 좀 더 다양한 경로로 마케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시설 확충…글로벌 란셋 시장 도전장
  

㈜메디칼써프라이는 현재 국내 상당수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심 

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차 공급하는 병원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란셋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국에서도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 판매 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많은 바이어와 접촉하며 활발하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독일에서 열리는 MEDICA 등 각종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및 본격적인 해외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고의 업무 환경을 갖춘 ‛행복으뜸기업’
  

㈜ 메티칼써프라이는 “고객 중심의 경영, 이익의 사회 환원, 진취적인 창 

의력”을 모토로 직원 사랑을 으뜸으로 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12

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전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소개 프로그램인 

스마일스토리지에서 행복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행복으뜸기업은 직원의 

업무환경이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환자감시장치 / 정자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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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써프라이의 주 생산품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정자 분석기, 환자 

감시 장치 등이다. 최근 2년간 매출도 101억과 106억으로 꾸준히 수익 창 

출을 하는데다 직원수 44명의 건실한 회사이다. 

M&A 시점인 2015.8월 매수·매도기업 모두 성장 정체 상태이었으나, 

’16.1분기 매도기업의 매출액이 3억 원으로 전년동기(1억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점차적으로 수출판로를 확대해나가고 있어 M&A 

시너지효과는 향후 지속될 전망.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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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주) (주)창덕개발

대 표 자 : 박 기 홍

주요제품 : 레미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로 473-20 (무송동)

회사설립 : 1996.10

대 표 자 : 임 진 욱

주요제품 : 모래채취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76-73 (선감동)

회사설립 : 1997.12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02

’96.10월 설립된 레미콘 제조업체로, 경기 화성시 권역 내 개발 가속화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로 외형 신장 중인 중소기업이다.

’97.12월 설립된 모래 채취업 영위 기업으로, 서울 경인 지역 소재 16개 

바다모래 채취기업 중 14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레미콘 제조 시 모래가 차지하는 원료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인근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M&A 추진했다.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인선과 바지선 등의 주요 시설이 노후

화된 상태이며, 시설 수리에 따른 휴무 발생 등 생산성 저하에 따라 당기 매출

감소 및 적자 전환되는 등 사업 피로감 누적되어 매각 희망한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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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산업의 특성 강화!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의 재료를 이용, 전문적인 콘크리트 생산 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Truck Mixer) 또는 에지테이터 트럭(Agitator Truck)을 이용 

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한다.지역 

형 산업으로 제품 생산 후 레미콘 트럭은 90분, 덤프트럭은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가 영업권으로 국한된다. 레미콘 제품이 한시적 

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후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본 제품의 시장 권역을 형성하므로 지역형 산업의 특성을 강하 

게 가진다. 한시적이며, 무 재고의 제품 특성으로 인하여 주문한 직후부터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주문형 산업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레미콘㈜ 는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
(주)창덕개발과 M&A로 
원료의 자가소비 수단 및
판로확대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한국레미콘(주) 박기홍 206억원 경기 화성시 주식인수

(2016. 6월)
28억원

매도기업 (주)창덕개발 임진욱 38억원 경기 안산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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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0월 설립된 레미콘 제조업체로 경기 화성시 권역 내 개발 가속화 

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로 외형 신장 중인 중소기업이다. 레미콘 제조 시 

모래가 차지하는 원료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인근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를 위해 1997. 12월 설립된 모래 

채취 영위 기업 (주)창덕개발과 M&A를 실시했다. 창덕개발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인선과 바지선 등의 주요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며, 

시설 수리에 따른 휴무 발생 등 생산성 저하에 따라 당기 매출감소 및 적자 

전환되는 등 사업 피로감이 누적되어 매각을 희망하였다. 레미콘 제품은 

시멘트, 자갈, 모래 등의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레미 

콘 트럭으로 제한 시간 내 건설 현장에 운송하므로 제조업과 운송업의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 통상 원가 내 운송비용이 10~15%를 차지하므로 R/T 

(Remicon Truck) 수송능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원자 

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므로 원자재의 원활한 조달 여부가 산업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90~1992년 사이에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레 

미콘 공급 부족 현상의 심화가 야기되었으나, 현재 시멘트는 생산사들의 과 

잉 증설로 인하여 조달에 관하여는 별문제가 없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시멘트 업계 및 골재 업계에서도 원료의 자가소비 수단 및 판로확대를 

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멘트의 경우는 유통 및 소비구조 합리 

화를 위한 벌크 시멘트의 소비 확충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해외 건설 경기의 퇴조에 따른 국내 건설 경기의 활 

성화에 힘입어 주로 시멘트 2차 가공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의 참여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어 연평균 20% 이상의 급격한 수요 증가 

현상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해안 개발, 지하철 건설, 88올림픽 특수 등으로 인하여 

신규업체의 참여가 지속하여 연간 100여 개의 공장이 증설되었다. 1990년대 

이후 5개 지역 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주택 건설, 사회간접자본 

확대로 레미콘 파동이라는 기현상까지 나타났었다. 다만, IMF 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와 건설투자 감소로 레미콘 산업 전반에 걸쳐 한동안 침체 

가 가중되었으나, 이후 월드컵의 특수와 경기회복에 힘입어 크나큰 성장세 

를 이룩하였다. 최근 건설 경기가 주춤하여 레미콘 시장 규모가 감소 추세를 

이루고 있지만, 꾸준한 주택 수요 증가와 경기 진작 효과를 가져올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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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산업은 향후에도 양호한 영업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규정상 출하 후 2시간 이내에 타설해야 하고, 제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만큼 

각 지역별 건설현장 이슈에 따라 건설 경기 전망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6년에는 민간 주택 수주 증가세가 확장되는 등 건설투자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 2016년도 자재별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레미콘은 주택 건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돼, 수요량이 전년도 1억 

4천940 보다 1.5% 상승한 1억 5천160으로 예측된다. 골재 수요량은 국책 

사업 물량, 지자체별 자체 자료를 고려해 2억 1천86만㎥로 추정된다. 

골재 원별로는 모래가 9천151만 3천㎥, 자갈이 11만 9천347㎥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미콘㈜ 와 ㈜ 창덕개발은 M&A를 통해 관련 

업체들보다 경쟁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되는 등 수직계열화에 따른 상 

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6.6월 M&A 계약체결 이후 중도금 지급단계에 있으며, M&A를 

통해 매수기업이 인근 레미콘 제조업체 중 경쟁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직계열화에 따른 상당한 시너지 효과 기대.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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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프 (주)아이씨비

대 표 자 : 박 은 상

주요제품 : 소셜커머스                회사설립 : 2010.05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2 위메프빌딩

홈페이지 : www.wemakeprice.com

대 표 자 : 강 진 철

주요제품 : 전자상거래             회사설립 : 2013.06

주     소 : 인천 송도 국제도시 커낼워크

홈페이지 : www.icbnet.co.kr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03

’10.5월에 설립된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경영 기업으로 국내 자본이 운영하

는 유일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13.6월에 설립한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업체로 중국의 알리바바와 약 10년

간 업무파트너 수행 경험이 있다.

중국의 소셜커머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증대 등 전략적 

경영목적으로 M&A를 추진하였다.

약 10년간 중국의 알리바바와 업무파트너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리바

바의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의 한국 측 파트너로 지정되어 국내 온라인 결

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개발비 확보, 매출확대 등

을 도모하기 위하여 M&A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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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해외 배송 시스템 완성, 중국 역직구 최고치 기록
  

세계를 향해 천천히 확대되어가는 중국 시장의 문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나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중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업 중, 유통산업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점차 굳건하게 뿌리내려 

한국의 역직구 순위를 점차 올리고 있으며 아이씨비는 하루 최대 3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역직구(수출)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아이씨비의 물류서비스 고객사인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여 얻어진 결과였다. 또한, 위메프에서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하여 M&A를 통해 아이씨비와 손을 잡았고 하여 독자적인 해외 

배송 시스템을 완성했고 까다로운 중국 내 통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꽤 멋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종을 울렸다
M&A를 통한 독자적인 

해외 배송 시스템 완성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위메프 박은상 1,259억원 서울 강남구
주식양수도 15억원

매도기업 (주)아이씨비 강진철 4.3억원 인천 연수구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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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최근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중국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발 맞추어 

한국의 유통기업들은 이것을 기회로 잡기 위하여 수많은 수단을 취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이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거나 알리페이 결제를 도입하여 

자체 쇼핑몰에 연동하고는 있으나, 아쉽게도 중간 과정에서 걸리는 통관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청구되는 과다한 물류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씨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이씨비는 현재 위메프와 롯데닷컴 등에 국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알리페이에 바코드 결제 및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안하여 각각 

한국정보통신,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 계약권을 갖춘 기업이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수출하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처음으로 수출하는 신생 회사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반길만한 소식이다. 

물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싫어할 사람은 없다. 덕분에 

간편해진 절차는 수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일 

픽업 서비스’와 ‘VMI 서비스’를 받는다면 기존에 걸리던 해외 물류서비스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것이며 전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유통채널이 확립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쉬워지고 중국 

소비자들은 전보다 퀄리티 높은 유통과정에 만족하여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 올 

것이다. ‘물건의 질’이 보장되어 있다면 유통 속도만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이다. 아이씨비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 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현대로지스틱스와 손잡고 하루 최대 3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 두었다. 또한, 물류기반은 인천공항, 김포, 오산, 군포에 마련해 둔 상태이다.

중국을 향한 또 한번의 도약
  

위메프는 현재 중국의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위메프 중국어 공식 사이트

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오픈부터 한국 이용자를 위한 중국 

시장 진출이 아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페이지를 만든 것이다. 국내에서

는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위메프는 끊임없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다. 위메프는 단순히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어 사이트를 

만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 한국 공식 에이전트인 아이비씨와 서로 

손을 잡고 결제-물류-통관-해외배송의 시스템을 구축, 완성하였다. 이는 

큰 업적이다. 지금까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배송할 때마다 통관은 어느 

나라든 간에 항상 문제가 되어 늘 골칫거리였다. 중국 통관에서 복잡해지는 

것은 언제나 ‘신원확인’인데, 위메프는 아이씨비를 통하여 이 문제를 더욱 쉽

게 해결하게 된 것이다. 가령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로 구매하면, 해당 쇼핑몰

은 제품을 알리페이가 제휴한 창고로 보내 수출신고를 마친 다음 항공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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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송한다. 이후 알리바바의 물류 자회사인 차이니아오의 지정 창고를 

거치고 통관 심사를 마친 후에 중국내 고객에게 배송되면서 신원확인을 

알리페이로 해결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심사인 만큼 매우 까다롭지만 

알리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물 흐르듯 통과해 버린다. 아마 통관의 신원 

절차에서 애를 먹던 담당자에게는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이 

덕분에 위메프는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 에서 하루  

1만~3만 개 제품을 팔아치우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이는 위메프가 여태껏 

쌓아 온 것을 기반으로 아이씨비의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본 

격적으로 진출함을 알리는 소식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위메프는 단순히 

중국 시장 진출에 쉬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 기세를 타고 또 하나의 세계 

소셜커머스로 성장할 기회를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모바일 커머스 영역을 진두지휘하는 쿠팡, 티몬, 위메프는 2015년에도 여 

전히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14년보다 더욱 악화 

된 성적표를 받았으니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3사 모두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투자개발사를 세우거나 해외에 

진출하거나,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행보를 보인다. 이들 모두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 모바일로 물건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커머스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마존, 알리바바가 해왔듯 말이다.

중국시장을 위한 토탈솔루션 제공
  

알리바바 국내 물류 파트너인 아이씨비는 중국의 최대 세일 행사인 

광군제를 맞이해 개인 거래를 통한 국내 전자상거래 사상 최대 규모의 

역직구가 이루어졌으며, 당일 팔린 한국 상품 중 50만 건에 해당하는 물류 

배송을 직접 처리한다고 밝혔다. 아이씨비의 물류서비스 고객사인 롯데닷 

컴, LG생활건강, 이마트. 위메프, G-Market, 더제이미 등이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여 얻어진 결과로 현재 아이씨비 물류 서비스 고객 57개 업체를 포함, 

한국 입점 사는 총 64개이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아이씨비는 알리바바 그 
위메프 본사 외관

알리페이 사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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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관계사인 알리페이(결제 서비스)와 차이니아오(물류 서비스)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 중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해 결제, 물류, 마케팅 및 기술 지원 등 대 중국 사업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매수기업은 매도기업의 주식 양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여 알리페이 

와 바코드 결제 사업 착수 및 차이니아오의 한국 물류 파트너로 

선정되는 효과를 누리는 등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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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주) (주)하이테크

대 표 자 : 황 세 준

주요제품 : 컴퓨터용 BASE, SSD           회사설립 : 2000.03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4로 40

홈페이지 : www.nedec.com

대 표 자 : 박 주 석

주요제품 : 휴대폰용 TSP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4로 40

회사설립 : 2000.04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04

’00.3월 설립되어 컴퓨터용 HDD BASE를 생산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도시

바, 히타찌 등의 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휴대폰용 터치스크린을 생산하여 LG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13년에 새로 휴대폰용 리플렉터를 생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존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매출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M&A

를 지속해서 추진하였다.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급격한 매출액 저하 및 수익성 악화로 기술은 있으나 

계속 기업으로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를 유지하면서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는 한편 영업 활성화를 통해 정상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

해 M&A를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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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분야의 다크호스로 급부상
  

네덱이 해외 법인 설립과 M&A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2000년대 이후다.  

그 전까지 네덱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였던 수많은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 

였다. 1995년 고객의 요구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 천진에 대일정공 

유한공사를 설립하며 네덱은 바다를 처음 건넜다. 그러다 2000년대 초 변화 

의 조짐이 보였다. 중국 랑팡시에 네덱기전을 설립하며 법인을 늘리더니 

2003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 네덱 아메리카를 세웠고, 이후 중국 동관시, 

필리핀, 중국 천진시,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 차례로 해외 법인 

및 현지 공장을 만들었다. 다이캐스팅이라는 설비로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였던 네덱은 십여 년에 걸쳐 서서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근래까지도 네덱이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황세준 부사장이 네덱(2010년)과 코덱(2012년)의 대표 

일자리의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정말 

바람직한 M&A
큰 그림 안에서 퍼즐 맞추듯이
인수합병을 추진해온 기업이라면 
M&A 효과 극대화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코덱(주) 황세준 50억원 경북 구미시
주식양수도 7.6억원

매도기업 (주)하이테크 박주석 50억원 경북 구미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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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연이어 취임하면서 네덱의 큰 그림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2012년 ㈜ 케이메트로 인수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 제일테크노쎌을 

합병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케이몰드㈜ 를 설립 

했다. 곧이어 하이테크를 비롯하여 중국 기업인 천진정우금형마저 인수하며 

M&A 분야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한국 다이캐스팅 조합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기업이 해외 

법인과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사람들은 의아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성공을 지탱하는 3개의 발
  

솥은 고대부터 왕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쓰였다. 왕은 나라의 중심이었고,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경제력이었다. 달리 말해 왕이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밥을 짓거나 혹은 음식을 담는 ‘솥’이 

왕위를 상징한다. 그 솥을 한자로 ‘鼎(정)’이라고 하는데, 이 솥에는 발이 

세 개 달려있다. 하나의 솥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선 네덱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덱을 

지탱하는 세 개의 발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네덱에는 2가지 사업군이 있는데, 

첫 번째로 스토리지(Storage)라고도 부르는 저장 장치 분야이다. 네덱은 

대일정공 시절부터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로 일하면서 저장 장치 케이스를 

만들어왔다. 예전에는 HDD 분야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SSD 분야의 

부품까지 만들고 있으며, 씨게이트,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 분야는 자동차 부품이다. 최근 자동차는 다양한 편의와 

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장부품’의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네덱은 

전자부품 분야에서 쌓은 수십 년의 노하우를 자동차 부품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컨티넨탈, 마그나 같은 유수의 글로벌 

부품업체의 요청으로 멕시코에 공장도 세웠으며, 연내에 생산라인 세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저장 장치 분야와 자동차 부품 이외에 2013년에 인수 

한 제일테크노쎌이 휴대폰 케이스의 생산을 이끌게 되면서 모바일 부문이 

앞선 두 분야보다 미약할 순 있어도 3개의 부문이 솥처럼 네덱을 버티는 

세 개의 축이 된다. 아무도 차를 타지 않거나 또, 아무도 기억을 저장하지 

않거나, 마지막으로 누구도 휴대폰을 쓰지 않는 순간은 오지 않으니 네덱의 

역할은 분명하며 크다. 이 세 개의 분야는 근간이 됨과 동시에 정업이다. 이를 

위해 해외 법인 설립부터 국내 제조 업체까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 

며 각각의 받침돌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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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닌

부품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탈 플랫폼’
   

하지만 단순히 내일의 먹거리 확보만을 위한 행보는 아니었다. 조인트 벤처

로 설립한 케이몰드나 2014년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 인수한 ㈜하이테크는 

기존의 확장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네덱이 자신과 비슷한 

제조업체인 ㈜제일테크노쎌을 인수했을 때만 해도 ‘정업’의 완성을 위한 

M&A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두세 달 뒤인 2014년 1월과 2월에 네덱은 

케이몰드㈜를 설립하고 ㈜하이테크를 인수한다. 또 2014년 12월에는 중국 

천진에 있는 ‘천진정우금형’을 흡수했다. 천진정우 역시 케이몰드 ㈜ 처럼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였다. 이제 네덱을 부품 생산업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를 솔루션 제공 업체라 

하는데, 케이몰드㈜ 설립부터는 의미가 변했기 때문이다. 다이캐스팅, 스탬

핑, 절삭가공, 도장/도금 등의 기계를 놓고 직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네덱의 출발점이자 본류도 이곳에 있다. 이 업체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후방 업체가 존재하는데, 금형 및 지그/픽스처, 전용기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다. 고품질 고생산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후방업체의 지원이 절실한데, 중국의 천진네덱정우금형과 한국의 

케이몰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부품 생산 업체의 전방 업체가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하는 업체이다. 부품만 납품하는 것과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

는 건 상당히 큰 차이인데, ‘조립’은 더 많은 비즈니스를 가능하게하며 이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하이테크’다. 핵심은 네덱이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부품

생산을 중심에 놓고 전·후방 업체를 결합하는 것이다. 금형 설계부터 부품

생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립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하게 될 때, 고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덱에서 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일괄

생산라인이 갖춰져 있으니 가격 경쟁력도 있고, 대량생산 능력도 있으니 

원하는 양만큼 요구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네덱이 제공할 

메탈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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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는 사회적 노하우 축적과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
  

IT 분야와 달리 중소 제조업체 분야에서는 M&A가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국내 중소기업의 M&A는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보고 인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순 유형자산의 가치, 즉 설비 등을 보고 인수액을 

평가한다. 물론 사전에 해당 업체가 인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이것은 피인수 대상 업체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한데, 대개 영업이나 판매 

네트워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네덱이 해당 분야의 기술적 노하우를 

대신 할 수 없기에 영업과 같이 매수기업이 채워줄 수 있는 약점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M&A 바람을 불러온 네덱은 2,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과만큼은 확실히 내고 있다. 그러나 단순 인수합병의 일시적인 

효과 말고도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

금형 설계 및 제작

매수기업은 이번 M&A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확장에 성공하여 추가로  

타 기업과의 M&A를 추진 중임.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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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진공 (주)케이피엠테크

대 표 자 : 이 희 신

주요제품 : 진공증착장비                 회사설립 : 1999.10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43-11 73B/12L

홈페이지 : vacuum-coater.com

대 표 자 : 채 병 현

주요제품 : 도금장비                회사설립 : 1971.03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63번길 122

홈페이지 : www.kpmtech.co.kr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05

’99.10월에 설립된 이후 스마트폰용 진공증착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으며, ’13년 9월 스펙(SPAC)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된 ’15년 말 기준 

총자산 597억 원의 중소기업이다.

’71.3월에 설립된 이후 도금설비 및 표면처리 약품 제조업체로 ’13.4월 워

크아웃 개시 후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도금설비 수주 등을 통해 경영정상

화 추진 중인 ’15년 말 기준 총자산 361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기존 사업인 진공증착 장비 및 통신 전자부품과 케이피엠테크의 도금설비, 

표면처리 약품과의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제약, 바이

오) 진출을 위해 (주)텔콘, FI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케이피엠테크 인수 

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M&A추진 경위

’13년 해외 거래처 이탈 및 코스닥 거래 정지 등으로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 

개시된 기업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 시행하여 채권단이 지분 

37%를 확보하였고, 우량 인수기업 물색을 통해 M&A 추진하고자 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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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진공 컨소시엄, 

케이피엠테크 채권단 보유 주식 양수 완료
  

한일진공 컨소시엄의 케이피엠테크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됐다. 한일 

진공은 진공 코팅 설비를 전문적으로 설계/제조하는 기업으로, 1988

년에 설립된 이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개선을 이루어 왔다. 장비는 첨단 

스마트폰 부품 생산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부터 의류 액세서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운용되고 있다.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한일진공은 사업 다각화와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해 화학제품 제조업체 케이피엠테크의 주식 

18만 주(지분율 2.25%)를 9억 9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 

했다. 한일진공 및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된 한일진공 컨소시엄은 케이 

피엠테크 채권단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 

경영진 포함, 

전 직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
신규사업 등 새로운 도약 기회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한일진공 이희신 261억원 인천 남동구
주식양수도 163억원

매도기업 (주)케이피엠테크 채병현 491억원 경기 안산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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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후에 잔금 납입을 완료하고 보유 주식 296만 3,670주 (지분율 36.99%)

를 양수받았다. 또한, 채권단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이 완료되면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케이피엠테크 공동관리 절차가 종결됐다. 

바이오ㆍ제약 전문 기업으로서 도약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와 한일진공이 미국 제약사와 상호 투자 

계약을 맺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케이피엠테크와 

한일진공은 미국의 엠마우스라이프사이언스(이하 엠마우스)가 진행할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엠마우스는 희귀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특수 제약 회사다. 단장 증후군 (SBS: Short Bowel Syndrome) 전문 

치료제인 뉴트리스토아 (Nutre-StoreⓇ)에 대한 유럽 의약품 기구(EMA)

승인을 획득해 유럽에 판매하고 있고, 선천적 유전병인 겸상 적혈구 빈혈증

(SCD)용 전문 치료 약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식품 의약국 (FDA) 임 

상 3상을 통과했으며 이번 전문 신약이 출시되면 겸상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는 20년 만에 신규 허가로 알려졌다. 곧이어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해 희귀난치병 치료제 특성상 대규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엠마우스도 케이피엠테크와 한일진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엠마우스는 케이피엠테크와 한일진공과 주식 교환을 하게 되는 

셈이다. 케이피엠테크는 현재 엠마우스 USA 투자 결정을 포함해 모기업 텔콘 

및 자회사인 비보존, 셀티스팜, 중원제약 등과 더불어 최근 바이오, 제약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바이오ㆍ제약 전문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트리스토아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을 통해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을 통한 M&A 지원           

-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주)케이피엠테크의 코스닥 상장 유지에 기여함 

공개입찰을 통한 M&A가 3차례 불발되었으나, 우량 인수기업 (상장사)  

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 제공.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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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주) (주)쁘레베베

대 표 자 : 김 석 환

주요제품 : 자전거,부품 제조 판매              회사설립 : 197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3000타워)

홈페이지 : www.samchuly.co.kr

대 표 자 : 정 세 훈

주요제품 : 유아용품(유모차,카시트,완구)       회사설립 : 2009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3000타워 11층 (서초동 1572-4)

홈페이지 : www.prebebe.co.kr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06

1979년 설립된 자전거 전문 제조 회사로 국내 성인용 자전거 시장의 40% 

이상을 석권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성인용 자전거 1위 기업이다.

2009년 설립된 유아용품(유모차, 카시트, 완구) 전문 제조 회사로 페도라 유모

차 및 카시트 부문에서 브랜드 인지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유망한 기업이다.

매수기업은 신성장 확보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유아용품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자고 함. 매수기업의 전국 1,200개 이상의 대리점과 100개 이상의 할

인마트 등의 유통 채널을 바탕으로 국내 유아용 제품의 판매력을 높이며 매도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해외 시장, 특히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성 잠재력과 이익률이 높은 카시트 시장에 대한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도기업은 국내 유모차 시장에서 1위 업체이지만 매출의 80% 이상이 전시회 

형태의 ‘베이비 페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매수기업의 유통채널을 통한 

매출 증가 및 A/S 기능의 활용을 기대함. 또한, 매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 매도기업은 모기업의 우수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유아용 제품의 수

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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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업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엔진 가동
  

국내 1위 자전거 회사인 삼천리자전거가 유모차 및 카시트 제조 업체인 

쁘레베베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유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본격적인 

시장 강화에 나섰다. 삼천리자전거는 쁘레베베의 지분 37.97%를 인수하면 

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1944년 설립된 이후 1991년 토털 브랜드 레스포 

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아팔란치아, 생활용 보급형 브랜드 하운 

드, 다기능 유모차형 세발자전거 샘트라이크, 전기자전거 팬텀 등 지속적인 

제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과 업계 사이에서 넓은 유통망과 탄탄한 전통 

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평가받는 회사이다. 기존 세발자전거에 이어 2~3년  

전부터 유모차와 세발자전거 제품을 내놓고 유·아동 시장에 진출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삼천리자전거의 이미지가 성인 및 전문가용 자전 

거 제조업체로 각인되온 탓이 크다. 그러나 삼천리자전거는 쁘레베베의 

탄탄한 유통망과

전통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다양한 사업분야의 복합화를 통해 
재무적 위험 감소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삼천리자전거(주) 김석환 1,267억원 서울 서초구
지분인수 61.2억원

매도기업 (주)쁘레베베 정세훈 147억원 경기 파주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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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수를 통해 영유아부터 노년층이 모두 탈 수 있는 제품군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2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국 내 아동 

의류, 분유, 유모차 등 ‘영유아 산업’의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두 

회사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쁘레베베의 노하우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쁘레베베는 자체 브랜드 페도라(FEDORA)를 주축으로 전 세계 10여 개의 

나라에 유모차를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2014년에는 중국 광둥성에 

중국지사를 설립하며 중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중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전에 삼천 

리자전거는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시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12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쁘레베베의 노하우를 통해 삼천 

리자전거의 영유아용 제품군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업체와 유아용품 업체 간 M&A는 사실상 처음으로, 양사는 교차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천 

리자전거는 쁘레베베의 페도라 브랜드를 통해 유·아동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쁘레베베는 전국에 1,300여 개에 달하는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에서 유모차,

카시트 등을 판매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삼천리자전거의 기 

술력과 쁘레베베의 브랜드 인지도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와 쁘레베베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유모차와 

세발자전거를 개발 중이다. 기존 삼천리자전거의 유모차와 세발자전거에 

쁘레베베의 아이디어를 접목,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지분 관계가 아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쁘레베베 매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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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아용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로 매수기업의 주가는 한동안 상승세를 

탐. 또한, 매수기업의 유통채널에 매도기업의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공통 생산을 통한 원가절감과 납기 단축 

가능 등의 기술 혁신 및 시너지 발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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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주) (주)티켓링크

대 표 자 : 정 우 진

주요제품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사설립 : 2013.08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NHN엔터테인먼트 플레이뮤지엄

홈페이지 : www.nhnent.com

대 표 자 : 양 주 일

주요제품 : 인터넷 티켓예매, 판매대행/티켓발권시스템 소매   회사설립 : 2014.04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NHN엔터테인먼트 플레이뮤지엄

홈페이지 : www.ticketlink.co.kr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07

1996년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로, 문화, 체육, 관광시설의 현장 매표소에  

정부가 지정한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 표준 전산망 시스템을 설치하여 티켓 

판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티켓링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사업과 이를 통한 게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에 대한 기대에 따라 매도를 결정하였다.

기업개요 

M&A추진 경위

1997년 삼성SDS의 사내 벤처 ‘네이버 포트’로 시작하여, 1999년 6월 ‘네이

버컴(주)’라는 사명으로 독립한 포털서비스 회사와 온라인게임 서비스 회사인  

‘한게임’이 2000년 합병하여 설립됨. 2013년 기업 분할을 통해 게임 부문은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NHN엔터)라는 새로운 회사로 독립하였다.

NHN엔터테이먼트는 한게임의 거듭된 퍼블리싱 실패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 간편결제, 웹툰, 음원 서비스 등 다양한 비게임 영역

에 대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1일 자로 티켓링크를 인수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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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의 광폭 행보
  

NHN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티켓링크는 국내 최초의 티켓팅 업체로, 다양 

한 장르의 티켓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 앱, 콜센터, 오프라인 예 

매처, 무인발권기 등 다양한 예매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 공연, 

전시, 체험행사, E-스포츠 등의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프로야구 티켓 관련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티켓링크의 인수를 진행했으며 티켓 예매 사업과 게임 사업의 시너지 등 향후 

신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티켓링크의 인수를 

통해 중국과 미국 등 해외 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눌려 침체기에 빠진 게임사업 외에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사업 외,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위기 돌파
쇼핑, 문화·생활, IT 솔루션 영역에서도 두각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NHN엔터테인먼트(주) 정우진 1,875억원 경기 성남시
지분인수 100억원

매도기업 (주)티켓링크 양주일 99억원 경기 성남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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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링크에서 제공하는 표 

게임사업 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관람권 예매사이트로 잘 알려진 

티켓링크를 전격 인수. 스포츠 관람권 예매 사업과 게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최근에는 부진한 게임사업 외의 영역을 넓혀 게임 외 결제 서비스

(PAYCO), 쇼핑, 문화·생활, I T 솔루션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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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 (주)카닥

대 표 자 : 임 지 훈

주요제품 : 데이터베이스업, 인터넷관련소프트웨어 등     회사설립 : 1995.02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홈페이지 : www.kakaocorp.com

대 표 자 : 이 준 노

주요제품 : 온라인정보제공, 소프트웨어자문 등     회사설립 : 2014.01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 테라타워 B동 1306호

홈페이지 : www.cardoc.co.kr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08

2012년 11월 다음의 사내 벤처로 시작된 업체로, 자동차 외장 수리 모바일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14년 ‘다음’으로 

부터 독립하여 ‘주식회사 카닥’을 설립한 이후 약 1년 반 동안 4배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였다.

M&A추진 경위

서비스 초기부터 집중해 온 ‘압도적 고객 만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간 100조 원 규모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인접 영역에서 더욱 공격적으

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도를 결정하였다.

기업개요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IT기업으로, 2014년 10

월 카카오와 합병하였고, 2015년 10월 사명을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경함. 국내 2위 검색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A추진 경위

카카오는 기존 운송 중심 교통 서비스 사업을 유지 보수 및 수리로 확대

하고자 함. 카닥에 대한 투자 및 자회사 편입을 통해 카카오가 추구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8월 투자를 결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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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인수합병으로 신규 사업 추진

  

카카오가 투자전문 자회사 케이벤처그룹을 통해 자동차 외장 수리 견적 

앱 ‛카닥(Cardoc)’을 인수했다. 다음카카오는 ‛카닥’의 지분 53.7%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다. 카닥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수리 업체들과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앱이다. 이용자들이 카닥에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찍어서 올리면 7분 이내에 3곳 이상 수리 업체들의 견적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주요 시·도의 자동차 수리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있다. 앱 이용자들이 

채팅으로 상담을 받거나 직접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카닥은 출시  

2년 반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기록했다. 카닥에 따르면 월평균 견적 

요청 수는 14%씩 늘어났고, 이용 지역과 입점업체 숫자도 꾸준히 확대 중 

이다. 다음카카오가 추구하는 연결의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O2O

서비스 영역에서 카닥과의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연간 100조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M&A 전략
M&A로 인해 더욱 공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카카오 임지훈 8,621억원 제주시
지분인수 95억원

매도기업 (주)카닥 이준노 3억원 경기 안산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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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에서 더 강력한 신규 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의 트렌드를 잡으려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바일 / 온라인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

연간 100조 원 규모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인접 분야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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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스타밴코리아(주)

대 표 자 : 정 동 철

주요제품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시스템 구축    회사설립 : 1992.06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5층&11층

홈페이지 : www.daoudata.co.kr

대 표 자 : 송 정 순

주요제품 : 결제시스템에 대한 네트웍 구성 및 정보제공 업무    회사설립 : 2004.08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4 KT 수서전화국 3층

홈페이지 : www.starvankorea.com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09

2014년 8월 삼성SDS, 군인공제회, 우리은행, KT가 주축이 돼 설립한 IC

카드 VAN 전문업체다.

M&A추진 경위

2004년 설립 이래로 전산장비와 영업망 확충에 과도한 투자로 자본이  

잠식되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업개요 

’92년 6월에 설립된 이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 시스템 구축이  

주요 사업이다.

M&A추진 경위

VAN 사업에 대한 경험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카드 결제  

대상의 확대 및 소비자의 인식 변화(소액결제 증가)로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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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유통 부문의 ‘퍼스트무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다우데이타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추가 

하는 것은 물론 사업영역도 확대하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회사가 

변화하면서 다우데이타를 바라보는 협력업체와 벤더사의 시선 역시 크게 

바뀌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우데이타는 다우 그룹의 사업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1992년 다우기술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 분사해 8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다. 미 볼랜드(Borland)사의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 현재 

PDF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어도비(Adobe), 오토데스크, 시만텍 등의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유통 및 국내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을 도입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에는 종합지불 결제서비스 업체 ‘스타밴코리아’를 인수해 부가통신 (VAN) 

사업에도 진출했다. 

시장 흐름에 적합한 

아이템 & 솔루션의 

부가가치를 높이다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업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다우데이타 정동철 725억원 서울 마포구
M&A 펀드
주식양수도 170억원

매도기업 스타밴코리아(주) 송정순 329억원 서울 강남구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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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데이타의 이러한 모습은 2012년 정동철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변화 

했다.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다우데이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우데이타의 모습이 변했 

다고 말한다. 특히 어도비, 시만텍 등 그동안 다우데이타에 제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은 최상의 팀을 만났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 15개 업체, 

38개 제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다우데이타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IT 시장 흐름에 발맞춰 클라우드 및 분석 솔루 TUS을 신규 제품 라인업에 

추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규 아이템을 발굴에 힘쓰고 있다. 다우 그룹은 IT

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 금융(증권, 저축은행, 자산 운용), 공인인증, 구인·

구직,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는 다우기술, 

키움증권, 사람인 HR, 한국정보인증, 다우인큐브 등으로 모두 상장사다. 

다우데이타의 실적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다. 

M&A, 극난극복의 원동력
  

스타밴코리아㈜는 2004년 설립 이래로 전산장비와 영업망 확충에 과도 

한 투자로 자본이 잠식되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 조합에서 

스타밴코리아㈜ 를 인수한 2009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였으며, 앞으로도 카드 결제 대상의 확대, 소비자의 인식 변화 (소액결제 

증가)로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 

VAN 사업(Value Added Network, 신용카드 조회, 승인, 정산 업무 등)을 

영위하는 동사의 성장성은 높다고 판단하였다. 재무구조가 열악하였으나 

동사가 보유한 영업망, 인력, 전산장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가치의 개선 

을 확신하였다. 또한, 인수 조건 협상을 통해 지분 인수 외에 채권 319억 

원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합에서는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전산 투자와 직원 사기진작에 과감한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형의 확대보다는 수익률 상승을 위한 

영업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쟁업체들과는 다르게 수익률이 낮은 대형마트 

거래보다, 수익률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래를 중시하여 매출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인수 당시보다 2012년 

매출액은 약 40%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009년 적자에서 2012년 51억 

흑자로 전환하였다. 동사를 매각함에는 조합의 이익 창출을 위한 매각가격 

외에도 동사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수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용 승계, 조직 융합의 용이성도 인수자 선정에 중요 

한 요인이었다. 그 결과 VAN 사업 경험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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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를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 다우데이타를 

인수자로 선정하였다.

소프트웨어 유통방식의 변화
  

다우데이타는 기존 소프트웨어 유통방식이 변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1천여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제품을 공급해온 다우데이타는 제품을 직접 고객에게 

공급하는 벤더사가 이들 업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통이라는 영역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통 방식이 변하고 있어 그 변화를 잘 읽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유통 방식만을 고집할 경우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상 

황에 맞는 새로운 유통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우 

데이타가 콘텐츠 유통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구글, 아마존 등과 협력 계약을 체결한 다우데이타는 최근 

국내 대기업 A사의 글로벌 웹페이지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적용해 주목받기도 했다. 다우데이타는 채널들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유통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진 채널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 모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채널들을 발굴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래를 중시하여 매출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 

2009년 인수 당시보다 2012년 매출액은 약 40%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009년 적자에서 2012년 51억 흑자로 전환.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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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나노텍(주) 상신전자(주)

대 표 자 : 김 철 영

주요제품 : 광학필름        회사설립 : 2002.08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6

홈페이지 : www.mntech.co.kr

대 표 자 : 김 승 천

주요제품 : 노이즈필터         회사설립 : 1988.08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69번길 16-34

홈페이지 : www.sangshin-e.com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10

1988년 8월에 설립, 전기·전자기기의 유해 전자파를 감쇄시키는 노이즈 

필름을 전문으로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

(주요 거래처 : 삼성전자, LG전자)

기업개요 

2002년 8월에 설립, 2007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주권 상장한 법인으로 한국 본

사를 거점으로 두고, 중화권(중국) 포함 5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된 IT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다.

M&A추진 경위

주력 제품인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이 전사 매출에서 80%가량을 차지하

며 의존도가 높아 TV 디스플레이 시황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고, 중국 업체 

가세로 가격 경쟁이 치열하여 전기차, 자동차 부품, 스마트 가전 등으

로 다각화하여 지속성장 기반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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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
  

미래나노텍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용 필름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첨단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둔 교통안전용 재귀반사 시트를 비롯해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터치스크린 패널, 자동차 및 건물용 윈도우 필름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부품 소재 글로벌 기업으로 동사는 계열사 미래에쿼티파트너스와 함 

께 상신전자 지분 51%를 인수,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미래나노텍이 

31%, 미래에쿼티파트너스가 20% 지분을 인수했다. 총 인수액은 약 100억 

원 규모다. 상신전자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가전 대기업을 고객사로 둔 

노이즈 필터 전문 업체다. 지난해 매출 595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 

록했다. 노이즈 필터는 전자기기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상신전자 인수도 전기차 분야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나노텍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로 80% 비중을 차지하는 TV 

복합 기능성 

고부가 가치 필름 

이익 확대 전망
대기업을 고객사로 둔 
노이즈 필터 전문업체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미래나노텍(주) 김철영 2,331억원 충북 청주시
구주인수 약 100억원

매도기업 상신전자(주) 김승천 634억원 경남 김해시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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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과 더불어 매출 확대 전망
  

전기차 부품 소재를 디스플레이와 함께 회사 양대 사업으로 육성하게 

된 미래나노텍은 최근 국내 완성 차 업체와 차량 앞 유리 부착용 성애방지 

투명 발열 시트를 개발 완료 함으로써 2019년부터 의미있는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열선만 넣으면 되는 뒤 유리와는 달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한 시트를 개발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이를 해결하여 좋은 결

과물이 나왔다. 이는 향후 출시 될 신규 차량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TV용 퀀텀닷 (QD) 필름 공급량이 크게 확대되고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QD 필름을 탑재한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TV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세 장을 한 장으로 구현한 복합 기능성 고부가 가치 필름도 매출,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터치스크린용 메탈메시 솔루션

기술력 및 수익창출 능력에 주목하여 향후 지속성장이 가능하고 이익 

변동성도 낮아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세 장을 한 장으로 구현한 복합 

기능성 고부가가치 필름도 매출,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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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티 나노테크

대 표 자 : 정 성 원

주요제품 : 정보통신공사업, 계량기수리업 등       회사설립 : 1998.12

주     소 :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175 에스에이타워 7층

홈페이지 : www.satech.co.kr

대 표 자 : 김 인 우

주요제품 : Converter Label         

주     소 : 베트남 박닌 

회사설립 : 1999.09

매수기업 매도기업 

기업개요 

11

나노테크 책임 유한공사는 뛰어난 품질관리 시스템과 고효율 생산력을 바탕
으로 Converter Label 관련 제품군을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즉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기업개요 

개업 이후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고, 주요 생산품으로
는 중계기용 제어기기 등이 있음.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은 부동산 임대업 및 자
산 운용 자문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14년 이후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신규 사업의 발굴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시너지 창출한 기업의 
인수를 통해 지속해서 발전하는 IT 제조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베트남 나노테크 책임 유한공사의 대주주인 한국의 (주)씨에이치테크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유동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그동안 투자한 베트남의 나노
테크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기업에게 경영권 양도를 
위한 지분 양수도 계약으로 매도 희망한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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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티, M&A를 통한 사업의 다각화 추진
  

도로교통 기기 제조 및 이동통신 중계기용 부품업체 에스에이티는 나노 

테크(소재지:베트남) 지분 100%를 22억 원에 취득하면서 계열사로 2015

년에 편입하였다. ‘㈜에스에이티’는 이동통신 중계기용 제어기기 개발 및 

제조업 영위를 위해 1998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주력 사업으로는 교통 

관련장비 제조 부분과, 이동통신 중계기 관련 제조 부분으로 되어있다. 나노 

테크는 핸드폰 관련 부자재 및 인쇄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이번 인수를 통 

해 에스에이티는 최대주주 흥아가 인수한 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앞서 제주산업 인수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나노테크를 인수 

하면서 신성장 사업 진출은 물론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인수 한 

나노테크는 2007년 10월에 Mobile phone에 사용되는 기능성 필름 가공 

 M&A 이후 

신성장 사업 진출과 

실적 개선을 이루다  
M&A 이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앞서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에스에이티 정성원 389억원 경기 군포시
지분양수도 22억원

매도기업 나노테크 김인우 528억원 베트남 박닌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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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Printing 사업을 목적으로 베트남 하노이 근교 Que Vo 공단에 설립된

회사로써, 삼성 및 유수의 기업들과 양호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현 

지인과 기업이 하나가 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크고 작은 표창도 받는 등 현지에 잘 정착된 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업활동을 위해서 R&D와 신소재 개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결과로 나노테크는 서울외국환중개 매매 

기준율 기준(5.34 VND = 100 KRW) 2014년 매출액 570억 당기순이익 7.4

억 달성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최대주주인 흥아 인수 

후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에스에이티의 경영노하우와 기술력, 자금력이 합쳐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성공적 M&A를 통한 안정적 사업 영위
  

에스에이티는 이동통신 중계기 시장이 정체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활로 

를 모색하기 위해 도로교통 기기 분야의 한국도로 전산을 성공적으로 인수 

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흥아의 인수 후,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제주산업을 인수하여 올해 

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회사의 매출액의 3배 이상 

규모 매출을 가진 나노테크까지 가세한다면 회사의 해외 사업 진출은 물 

론, 회사실적 및 기업가치 제고에도 상당한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에스에이티는 2014년 안정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바탕으로 계속된 

신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IT, 환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산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相生)속 꽃피운 M&A 
  

인수 대상 기업(베트남 나노테크 유한책임회사)의 모기업인 국내회사 ㈜씨 

에이치테크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모기업의 경영진은 물론, 

채권단과의 인수 조건 등에 관한 협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모기업 

경영진과의 원만한 협의, 합리적인 조건 제시에 따른 채권단의 순조로운 매각 

동의가 있어 국내에서의 인수 절차는 무난하게 완료되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인수 관련 절차, 즉 인수 대상 기업 (나노테크 유한책임회사)의 대주주 변경 및 

투자 허가와 관련한 제반 승인 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 허가 요건의 충족

(달성) 여부 등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였으나, 현지 회계/법무법인을 활용하여 

베트남 투자청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예정된 기간 내에 승인 완료되었다.

이동통신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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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
  

기존 사업부문에서는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을 

제공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상시 분석과 적용, 신속한 최신 기술의 

업데이트, 창의적인 신기술 연구로 ‘기술 중심 기업’을, 엄격한 품질 관리,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적인 고객 이력 관리, 최적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고객 중심 기업’으로 발전해왔다. 게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지적 

재산권의 확보, 자원관리 시스템의 운영, 고객 DB의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최신 업계 동향 모니터링과 내부 정부 공유를 통해 ‘지식 기반 기업’을 구 

축하였고 회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기술 

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력 향상, 인재 확보와 교육의 강화, 적극적인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하여 ‘미래 지향 기업’을 추구하였다. ㈜에스에이티는 현재 

국내외 통신업체와의 통신장비 거래는 물론, 축중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고객의 요청에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써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축중기, 전자경매시스템 및 

응찰기, 차량용 텔레매틱스 kit, 기지국 RF 감시장치 등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임박한 아이템의 상용화와 매출 실현을 서두르고, 능동형 CCTV 등 

시너지가 기대되는 신규 사업 분야로의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축적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 분야의 해외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며, 

회사는 과거 한국도로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연계하여 캄보 

디아에 고정식 축중기를 수출한 경험이 있다. 향후, ㈜에스에이티는 국내는 

물론,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리딩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 유망한 사업들을 자회사 

로 보유하는 흥아그룹 내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주)에스에이티는 베트남 나노테크 인수 후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위하여 

매출 성장 위주에서 내부적 조정을 인수 후 실시함. 

(주)에스에이티의 매출액 200% 성장과 더불어 ’16년부터 체계적인 사업 

을 추진 중임.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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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백볼트 (주)에너지세븐

대 표 자 : 김 충 범

주요제품 : 광고대행 및 투자        회사설립 : 2007.0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41층

홈페이지 : 500v.co.kr

대 표 자 : 김 재 향

주요제품 : 유류 유통업        회사설립 : 2015.0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6, 3층 (논현동 미래빌딩)

홈페이지 : www.energy7.kr

매수기업 매도기업 12

기업개요 

2015년 3월에 설립한 모바일 기반 유류 유통/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5
년 9월 (주)오백볼트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류하였다.

기업개요 

2015년 1월부터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엑셀러레이팅/Alliance 
M&A/EXIT을 주력사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20여 개의 기업을 인수. 현재, O2O 
분야 벤처 Alliance(연합)의 형태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IPO를 준비하고 있다.

M&A추진 경위

M&A추진 경위

현재, Track 1 벤처 Alliance 모델로 O2O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유망 기업을 인
수하고 있으며 에너지 세븐은 O2O 유류 유통 분야의 혁신적인 BM을 보유하여 
(주)오백볼트 핵심 O2O 포트폴리오로 인수하고자 하였다.

(주)에너지세븐은 스마트폰으로 유류를 주문/배송/관리하는 혁신적인 BM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유류 이외의 수평적 확
장을 위한 파트너로 (주)오백볼트에 합류를 희망하였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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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연합 최초 KOSDAQ 상장 목표
  

오백볼트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발굴해 Alliance M&A를 진행, 매니지 

먼트 프로세스를 거쳐 기업연합의 형태로 빠르게 자본시장에 진입시키는 

플랫폼(Fast Exit Platform)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화 및 대형화, 

글로벌화가 필수지만 국내에서 개별 중소기업 혼자만의 역량으로 이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단일 기업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하기까지 평균 약 14.2년이 소요되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기 전에 약 60% 이상의 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마켓 사이즈가 작은 국내 기업 생태계와 약 14.2년이 

소요되는 자본시장 진입 기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출범하게 

된 오백볼트는 2015년 1월 주력사업을 벤처 연합으로 변경하여 출범, 2015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다
스타트업 매니지먼트와 
인큐베이팅을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오백볼트 김충범 231억원 서울 강남구
주식 교환 

방식 187억원
매도기업 (주)에너지세븐 김재향 167억원 서울 강남구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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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개 On/Off Line 기업들을 인수하여 기업의 엑셀러레이팅/투자 등을 

통하여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2015년 한 해 동안 약 300여 개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 미팅하였으며, 1단계 비즈니스 비전 및 명확한 Milestones 

수립 여부 파악, 2단계 사업 콘텐츠 매력도 확인 및 각 기업 고유의 핵심 

역량에 대한 검토, 3단계 O2O 환경에서의 동반성장 가능성 검토를 통해 총 

12개의 유망 벤처기업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고 연결 대상 법인으로 

두고 있다. 

(1)오백볼트 자회사 현황

구분 카테고리 기업명 주요서비스/제품/사업포인트

1 O2O 맘스프리 O2O 위치기반 베이비시터 중개

2 O2O BIN인터내셔널 O2O 위치기반 뷰티샵 중개 및 부자재 유통

3 O2O 에너지세븐 O2O 유류유통 / 핀테크 플랫폼, 국내외 투자유치

4 O2O 게임마스터 게임마케팅(글로벌 1위 슈퍼셀 등 광고), 퍼블리싱

5 O2O 비블로즈 모바일 쿠폰 (B2C 퍼니콘, B2B 쿠샵) 

6 O2O 서울로지호텔 비지니스호텔 위탁운영 (해운대 530객실 운영 수주)

7 교육 스텝에듀
미국 ACT (대입시험) 교육기관,
ACT 아시아 독점마케팅 판권, 공식Test센터 보유

8 교육 링고USA 유치원 컨텐츠 / 식자재 / 강사 유통

9 교육
C&C 

열린세상
해외 어학연수
인턴십 위탁교육, 필리핀 어학원 운영

10 교육 이노엑스퍼
EBS 컨텐츠 솔루션/문제저작기(국내1위 기술력), 
O2O교육컨텐츠 서비스(예정),

11 기타 EPP에셋 보험비교 판매 (GA), O2O법률보험서비스 (예정)

12 기타 디엠디 보호안전구 납품 및 유통 (삼성중공업 등)

(2)오백볼트 주요 자회사 엑셀러레이팅 지원 현황

대상기업 세부항목 주요성과

에너지세븐

(O2O유류유통 

플랫폼)

- 신탁자금유치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MOU지원

- Alliance Pitching Day를 통한 

   40개 투자기관 초청 (국내 증권사 130억원)

- 홍콩 물류 스타트업 고고밴

   (알리바바 투자) MOU체결

서울로지호텔

(비지니스호텔 

위탁운영)

- 위탁운영 호텔 소싱,     

   계약검토 지원

    (부산 해운대, 제주도 등)

- 서울국제호텔 

   컨퍼 런스(SHIC) 

   개최 후원

- 르브르 호텔 그룹 운영 부산 해운대  

   골든튤립호텔 530객실 위탁운영 수주 

   (2019년 완공)

- 2016 제1회 서울국제호텔컨퍼런스(SHIC)

   주최사 선정

   매년 개최 예정  (2017년 제2회 6월 예정)

비블로즈

(모바일 쿠폰)

- 국내 B2B 영업라인      

   지원 / 홍보

- 국내 대기업 폐쇄몰 사업 제휴 제안

  2017년 하반기 오픈예정인 VIP몰 입점

  (2017년 4월 계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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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생존력 확보
   

- 국내 스타트업·벤처 단일 기업의 성장성 한계 극복

- 벤처캐피탈 및 프라이빗 에퀴티(PE) 등의 회수 창구 다변화

- 창업→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의 활성화

-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자본시장 진입 기간의 단축

오백볼트는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ICT 

서비스 및 교육기반의 기업 12개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고 성장을 지원

하며 사업지주회사의 형태로 자회사들의 가치 상승과 상생을 도모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 대형

화, 글로벌화가 필요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구조 아래서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 이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소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역량을 모은다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동사 생각이다.

해외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카피캣(copycat·모방자)’으로 불리는 독일

의 인터넷 벤처기업 로켓인터넷이 세계 IT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해가고 있

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선진국 벤처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인도·브라

질과 같은 신흥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2007년 창업해 102개국에 벤처

기업을 70개 이상 세웠고, 직원만 2만 명이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2014년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상장(上場)을 하면서 14억 유로의 자금

을 조달하였으며 2015년 6월 기준 시가총액 60억 유로(7조 5,0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미국 실리콘벨리의 Y콤비네이터와 같은 모델이 

2011년 이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Y 콤비네이터는 별도의 수익 사업 없이 

아이디어와 팀에 투자하고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새로운 개념의 

인큐베이팅 사업모델로 자본만 투자하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스타트업을 시작 단계부터 직접 관리·육성하고 대신 5-10%의 지분을 인수

해 스타트업이 성장했을 때 상장이나 M&A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오백볼트 역시 국내외 산업 및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모델로 벤처 Alliance M&A(벤처 연합)를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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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기업들을 엑셀러레이팅하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로켓인

터넷과 같이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을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상장한 모델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빠르게 상장 준비를 진행하

고 있는 기업은 동사가 유일한 모델로, 스타트업·벤처업계에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전략적 Alliance M&A
   

기존 2000년대 무분별한 벤처기업 인수 후 최악의 재무상태로 코스닥 시

장에서 퇴출당한 리타워텍을 포함하여 기타 사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

내 스타트업·벤처 업계에서는 벤처 연합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또한, 출범 당시 국내에 없던 모델로 많은 스타트업·벤처 대표님들

에게 취지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류였다. 출범 초기에는 직접적인 

주식 교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동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 회

계, 사업 개발 등을 먼저 무상으로 지원하며 당사의 리소스를 투입하여 합

류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던 기업이 있었다. 그 결과  

1호 기업이 인수되고 1호 기업이 타 기업 대표를 소개해주는 연계가 이어 

졌고 또한 벤처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대표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합류를 요청해왔다. 

'Fast Exit Platform' 기업성장의 새로운 공식 쓰다

   

오백볼트는 국내 유일의 Fast Exit Platform으로 Alliance M&A와 

엑셀러레이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대상인 스타

트업 및 벤처업계는 일반적으로 경기 반등 전 창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스타트업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 및 신성장 동력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굿닥, 쏘카,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주목받고 있으며, 당사는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류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과 동반 성장 가능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수 및 엑셀러 

레이팅에 대한 진행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성장성을 확보 

하여 향후 2017년 국내 벤처연합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17년 2월 미디어/콘텐츠 그룹인 오백볼트투를 출범하여 새로운  

도전을 준비중이다. 총 13개의 미디어/콘텐츠 회사들이 합류하였으며 급

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컨소시엄 체계 구축 및 데이터 분석 및 타겟팅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백볼트투도 2018년  
시너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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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X 시장, 2019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오백볼트의 Fast Exit Platform

의 역할을 완벽하게 재구현할 예정이다. 김충범 총괄대표는 지금까지 유통, 

광고, 제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고 9개의 사업체를 운영해  

대부분 성공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용 마스크 업체인 도부라이프

텍을 운영하던 부친의 뒤를 이어 경영에 나서게 된 대표는 자금난에 빠진  

도부라이프텍을 정상화해서 다수의 제품 특허와 기술 특허를 취득했고  

국내 산업용 마스크 시장에서 1위 업체로 성장시킨 바 있다. 또한, 도니도니

돈까스로 유명한 EPP를 업계 1위로 키워내기도 하는 등 김충범 대표는 다

양한 방면의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의 흐름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동사 성장과 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트랙 2 (오백볼트투)를 비롯하여 트랙 10까지

의 다양한 스타트업·벤처 분야의 연합체를 탄생시키며 국내 스타트업·벤

처 업계의 유일한 Fast Exit Platform으로서의 기업 성장의 새로운 공식을 

써나가려고 한다. 

CEO 교육 프로그램

(주)오백볼트는 합류 자회사 (주)에너지세븐의 BM 고도화 (유류 유통에서 

유류 유통+핀테크 플랫폼으로 고도화),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매출급증 등 고속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M&A이후 주요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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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운파마코피아 (주)성운바이오

대 표 자 : 정 인 화

주요제품 : 아토바스타틴 중간재 SKD (소염제) 등       회사설립 : 2007.0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11 글라스타워 6층 601호

홈페이지 :  www.sungwun.net

대 표 자 : 이 상 목

주요제품 : 재조합 단백질 원료 의료용 산업용 효소       

주     소 : 세종시 부강면 금호선말길 74-12

회사설립 : 2000.04

매수기업 매도기업 13

기업개요 

‘00.4월 설립된 재조합 단백질 원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혈당 체크용  

체혈침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개요 

'07.2월 설립된 아토바스타틴 중간재 등을 생산하는 의약용 제조업체로, 국내외 

안정된 영업망을 구축하고 사업 영위 중인 비외감규모 중소기업이다.

M&A추진 경위

기술력을 보유하지만 영업능력 부재로 공장가동률이 50% 이하이고 ’13년

도 당기순손실이 491백만 원에 이르자, KPX 그룹은 수익 개선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였다.

M&A추진 경위

자체 생산시설이 없이 위탁가공 방식으로 생산함에 따라 보유기술의 보안 유지 

및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어려워 생산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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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파마코피아, 인도네시아 발효 원료의약품 시장 진출
  

2007년 창업한 성운파마코피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의약품 

원료, 건강 식품원료 및 전자재료 원료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많은 연구개발 실적을 달성하였다. 더불어 공업화 및 제품화에도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 국내외 많은 회사와 CRO 및 CMO 계약을 체결하여 

훌륭한 성과를 얻었을 만큼 당사의 연구개발력 및 공업화 능력이 뛰어나다.

성운파마코피아는 KPX 그룹의 바이오 회사 KPX 바이오텍을 인수, ㈜성 

운바이오를 설립하며 몸집을 불렸다. 이로써 성운파마코피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약품 제조 시 합성 공정과 발효공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가 

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히아루론산(보습), 낫또키나아제(혈행개선), 비타민

K2(MK7), 혈액 응고제, 골다공증 치료제), PQQ(항산화제), 베타글루칸 

(면역) 등이 있다. 설글리코타이드(위염)와 같은 동물 유래 의약품을 비롯해 

국내 유일의

합성공정 & 발효공정

동시 구축
연구개발력 및 공업화 능력, 
좋은 성과 얻어내다

중소·벤처기업 M&A 성공사례집 I

구 분 기업명 대표자 매출액 소재지 거래방식 거래금액

매수기업 (주)성운파마코피아 정인화 58억원 경기 성남시
주식인수

(2014. 7월) 61억원
매도기업 (주)성운바이오 이상목 64억원 세종시 부강

▶ 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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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바스타틴(고지혈증), 칸데사탄(고혈압)등 다수의 합성 의약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히아루론산 성분을 주원료로 한 탈모 방비 샴푸 

용품 ‘닥터제이 엘루시오’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바이오 

기업인 성운파마코피아에 대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1차 투자 이후 또 다시 대규모 추가 투자로 성장 기대를 

높이고 있다. 최근 4년간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만 14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이 성운파마코피아에 이처럼 몰리는 이유는 뭘까. 

벤처캐피탈의 바이오 전문 심사역들은 한결같이 성운파마코피아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우수한 바이오(발효) 및 합성 기술과 신개념의 인체공생 미생 

물(Human Microbiome) 개발 성과를 꼽고 있다. 2007년 설립된 성운 

파마코피아는 국내 의약품 원료(API) 전문 기업 중 유일하게 발효 및 합성 

기술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독자적인 연구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성운 

파마코피아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CGMP 급 생산 설비도 마련해 운영 해 

왔다. 벤처캐피탈들은 특히 성운파마코피아의 발효 및 합성 기술력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인체공생미생물’의 개발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체공생미생물은 체내 특정 장기에 서식하며 공생하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생태계 지도를 뜻한다. 유전체의 총체로 개인의 생리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인체공생미생물은 제2의 장기라는 불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0대 유망 미래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도약

  

“인체공생미생물은 비병원성 물질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다.” 유산균과 같이 활용되며 숙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당뇨, 관절염, 섬유 조직염, 암, 정신장애 등 다양한 질병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성운파마코피아는 이미 생식기 질환은 물론 비만, 당뇨, 

염증성 장 질환, 고위험 임산(출산) 관련 인공공생 미생물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특허 출원과 균주 확보에 성공했다. 이미 관련 전 임상을 마친 성운 

파마코피아는 조기에 질염 및 조산 관련 유산균 제재, 신생아 면역 관련 

유산균 제재 원료의약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르면 내년부터 인체 

공생 미생물 관련 건강 기능식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향후 의약품으로의 

확대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며 발효 및 합성기술의 고도화와 마이크로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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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을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뷰 

티 원료 전문 기업으로 도약 할 성운파마코피아는 상장도 추진 중이다. 일단 

안정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특례 상장이 유력하지만, 수출 확대 이후 

코스닥 직접 상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기업의 경우 자체 생산설비 확보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가능 및 

의료약 제조 관련 합성기술(매수기업)과 발효·추출 기술(매도기업) 융 

복합을 통한 시너시 효과 발생하였고, 매도기업의 경우 매수기업 영업 

조직 활용에 따른 공장가동률 증가하고 기술협력을 통한 신제품(유산 

균 효소제)을 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 발생.

M&A이후 주요포인트

성운파마코피아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