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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프로세스 단계별 ESG 고려사항
▷ Bloomberg Law에서는 M&A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ESG 요소 및 이와 관련
된 글로벌 동향을 제시함
▷ ESG는 M&A 타겟 설정, 듀 딜리전스, 가치평가, 자금조달은 물론 M&A 거래 종료 후 통합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바이어는 각각의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ESG 리스
크와 기회를 적절히 파악하여 M&A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함
▷ ESG 수준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표방한 M&A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인 기관투자자는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ESG 리스크와 기회 등을 검토함으로써 투자성과
제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M&A와 ESG
최근 해외 언론 및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M&A에 대한 ESG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1) IHS Markit의 보
고서2)에 의하면, 응답자3)의 83%가 향후 1-2년간 M&A 의사결정에서 ESG 요소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였으며, 90%가 M&A 대상기업 실사에서 ESG 이슈를 검토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M&A 의사결
정에 있어서 ESG를 어떤 접근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고려할지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SG’라는 대주제 하에 이사회 다양성부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까지 매우 다양한 세부 토픽이 존재하고, 시장
에서 화두가 되는 ESG 토픽의 우선순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점점 높아지는 ESG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loomberg Law에서는 최근 발간한 보고
서를 통해 M&A 프로세스 단계(타겟 설정, 듀 딜리전스, 가치평가, 자금조달, 종료 후(post-closing) 고려사항)
별로 고려할 수 있는 ESG 요소들을 글로벌 사례 및 최근 동향과 함께 제시했다.4)5)
1) ESG Considerations in M&A, Shearman & Sterling, 2020.09.04.
Mitigating ESG Risks in M&A Transactions, Baker MCkenzie, 2020.08.11
Ethical oversight: ESG in M&A, Financier Worldwide, 2020.04
The Coming Impact of ESG on M&A,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2020.02.20.
ESG comes of age in M&A: Dealmakers are now focusing on ESG issues across all sectors, Herbert Smith Freehills,
2020.01.07.
2) ESG on the Rise: Making an Impact in M&A, IHS Markit. 2019.03.06
3) 설문 응답자는 PE, 기업체 및 자산운용사의 임원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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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타겟 설정

바이어가 잠재적인 M&A 타겟을 설정할 때 ESG 이슈를 고려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다. 그러
나 최근 높아진 일반 대중 및 투자자들의 관심6)으로 인해, M&A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점점 중요
해지고 있다. 한 설문7)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과 기관투자자들은 ESG 성적이 좋지 못한 대상들을 적극적으
로 투자에서 제외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ESG 원칙을
투자에 반영한 비중이 38%나 증가하였다. 글로벌 PE에서 ESG 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인수 후 ESG 수준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하려는 시도가 관찰되기도 했다.8) 최근 시장에서는 전략적 바
이어들이 특히 에너지와 제조업 부문에서 ESG 측면이 매력적인 타겟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
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 친환경 제조 기술, 혹은 ESG 측면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M&A 타겟으로 설정하는 식이다.9) 앞으로 M&A 타겟 기업을 선정할 때 회사의 ESG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될 것이며 M&A 거래 주체들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는
물론 직원, 규제 당국 등 M&A로 인해 발생할 ESG 관련 파급효과에 영향받을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해야 할
것이다.

ESG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ESG 듀 딜리전스는 M&A 프로세스의 필수 과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실사 기
준 또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와 같은 규제
기관은 인수합병이 회사 또는 사회에 미칠 ESG 측면의 영향력을 조사하며, 캐나다에서는 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유관부 장관이 M&A 거래가 국가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경제적, 고용률, 혁신,
제품 다양성 등), 그리고 국가의 산업·경제·문화 정책들과 양립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업실사에서 타겟 기업
의 ESG 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은 딜 발표 시점에서의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M&A 이후의 통합 문제를 바이어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M&A 시장참여자들은 오래전부터 대상기업의 재무 구조. 운영비용, 생산성, 미래 성장성, 브랜드 이미지 등에
가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몇 특정 ESG 토픽에 관련된 듀 딜리전스의 중요성을 인지해왔다. 환경오
염, 인권, 공급망 리스크,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주제가 그 예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물류 및 생산시스템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다각화되지 않은
(non-diversified) 해외 소싱 의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또한, 잠재적 바이어들은 앞으
4) ‘An ESG Playbook for Post-Pandemic M&A’, Bloomberg Law. 2020.09.
5) 본고는 4)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각주의 예시 및 설명, 출처 등이 일부 추가되었음을 밝힘
6) Morningstar 사는 2019년에 미국 시장에서 ESG펀드로 유입된 투자 규모가 21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18년 대
비 400% 증가한 수치다. BlackRock은 ESG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고,
StateStreet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ESG 성과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할 것으로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교사 퇴직연금의 경우 ESG
투자에 중점을 둔 세부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7)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s 2018 report
8) An Integrated Approach to ESG, Blackstone, 2020.09
9) 2016년 Unilever의 Seventh Generation(친환경 생활용품 제조사) 인수, 2020년 FSI와 ECP의 Terra-Gen(신재생 에너지 기업) 인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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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수 대상기업의 직장내 다양성(diversity) 문제를 인지하고 대상기업에서 과거에 발생한 인적자원관리 문제
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잠재적 인수 대상기업 보수체계에의 ESG 요소 포함 여부 등도
ESG 듀 딜리전스의 주요 과제이다. 2019년 135개 미국 및 캐나다 기업 대상 설문10)에 따르면, 응답 회사의
30% 이상이 성과급 체계에 ESG를 이미 포함시켰다고 답변했으며 21%는 이와 같은 급여 체계를 미래에 도
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잠재적 인수 대상기업의 보수 체계를 검토할 때, 바이어는 ESG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현 보수체계하에서 ESG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2) 대상기업이 ESG와 연계된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3) ESG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사내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했는지
4) ESG 보수체계를 도입한 이유와, 이에 대한 직원, 투자자, 의결권자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5) 인수 후에도 ESG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잠재적 바이어는 인수 대상기업의 언론기사, 소셜미디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평가결과와 여러 공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층적인 리서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화되지 않은 ESG 공시 형태는 대상기업의
ESG 공시에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이에 따라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의 ESG 수준, 나아가 시간의 흐
름에 따른 단일 기업의 ESG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GRI, SASB 등 ESG 공시 표준 제정
기관들이 그간 ESG 리스크를 계량화하고 서로 다른 기업들의 ESG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고 제시해왔다.11) 바이어 측에서는 대상기업이 이런 표준화된 ESG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듀 딜리전스 프로세스를 정립할 때 해당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 기
관들의 프레임워크 변화와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ESG 이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한 예로, #MeToo 운동으로 인해 최근 많은 M&A 딜은 대상기업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정황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회사 차원의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12)

가치 평가

최근 M&A 거래자들은 가치평가에서 ESG의 영향력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13). 그러나 ESG 실사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회계적으로 M&A 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준다. ESG 요소를 재무 분
석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특히 ESG 요소가 가치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의
가치 측정은 더욱 어렵다. 한편, 잠재적 바이어가 대상기업 주주들에게 기업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ESG
문제를 안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주주들은 타겟 기업의 경영진이 바이어가 기업을 저평가한 것으로 판단하
더라도 해당 M&A를 지지할 수 있다. 장기적인 ESG 저성과 또는 중요 ESG 정보의 장기간 미공개는(불투명
성) 회사와 주주, 특히 장기 기관투자자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장기 기관투자자들은 그러한 사실이 있
더라도 빠르게 지분을 청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관투자자들이 ESG 관련 주주관여에 대해 적절
10)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centive plan metrics: spot survey, Mercer. 2019
11) 참고로 지난 9월 11일, GRI, SASB, CDSB, IIRC, CDP 등 5개 ESG 공시 표준 제정 기관들이 ESG 공시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위
한 협업 성명서(‘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를 발표했다.
12) ‘Analysis: #MeToo reps becoming M&A market standard’, Bloomberg Law Analysis, 2019.06.19.
13) ESG on the Rise: Making an Impact in M&A, IHS Markit.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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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대응하지 않은 기업의 임원들에게 주주총회 재선임 반대투표14)를 하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경영진이 이를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더불어 바이어가 장기 경영전략 및 ESG 분야
에 전문성을 갖춘 경우라면, 투자자들은 현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불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금조달

자금조달 또한 ESG 이슈에 영향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채권 규모는 2019년 1,630억 달러에 달
해, 2018년 대비 250% 가량 증가15)하였으며, Moody's는 2020년 그 규모가 3,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16)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은 주로 채무자가 지속가능성 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 SPTs)를 달성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채권을 지칭17)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SG 성과를 측
정 및 보고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ESG 성과 기준을 달성한 경우 금융비용을 낮춰주기도 한다. Moody's, S&P
등 메이저 신용평가사들도 속속 신용평가보고서에 ESG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는 곧 잠
재적 바이어들이 장기간 ESG 저성과를 유지해온 경우, 높은 금융비용과 낮은 금융접근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 놓인 바이어들은 결국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거래와 같은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종료 후 고려사항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ESG 리스크 요인들은 딜 클로징 이후에도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딜 클로징 이후
새로운 ESG 리스크 요인이 발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바이어와 M&A 대상 회사 경영진이 협업하여 통
합 이후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경영 전략과 프레임워크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ESG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해관계자 지지(stakeholder buy-in)가 매우 중요하다. 딜 클로징 이후의 통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바이어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가능하다면 바이어는 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실무자들과 협업하여 직원, 고객, 벤더, 지역사회, 미디어, 규제
당국 및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구성과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니즈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거
나 혹은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시위 보이콧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딜 클로징 이후 적절한 이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 전문성을 갖춘 임원진을 이사회에 앉히는 것도 중
요하지만, 딜 클로징 이후 지배구조에서 ESG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교환
(stock-for-stock), 대등합병 등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때 합병회사의 ESG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ESG 전문성
14) ISS는 회사가 이전 정기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은 주주제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회의 임원에 대해 반
대 투표를 권고한다. (US Proxy voting guidelines bencmark policy recommendations, ISS, 2019.11.18.)
15) New industry guidance clarifies the sustainable loan market, WHITE&CASE, 2020.05.22.
16) Research Announcement: Moody's - Sustainable bond issuance hits record high in Q2 as social bonds surge,
Moody's Investor Service, 2020.08.17
17)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 Loan Market Association, 2019.03.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4

GLOBAL ESG NEWS

(인권, 지속가능성, 정보보안 등)을 갖춘 임원을 상대 회사에서 영입하거나, 사외이사로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
은 경우에,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클로징 이후에 성공을 이루려면 회사는 사업 영속성을 위해 제도, 산업 등에
전문성을 갖춘 리더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과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

시사점

아직까지 국내 M&A 시장에서 ESG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사모펀드에서 ESG를 통한 기
업가치 제고 전략을 시행18)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IMM PE에서는 2015년 태림포장 인수 후 표면지
생산에서 펄프 투입량 비중을 낮춤으로써 산림 훼손을 감소하고 생산비용을 감축한 바 있으며, 할리스커피 인
수 후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19) 또한, 일
부 사모펀드에서는 투자 대상 선정 시에 ESG 듀 딜리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20) 그러나 ESG
라는 주제가 국내 시장에서 조명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만큼, 이를 실제 M&A 딜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
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M&A 프로세스를 타겟 설정부터 종료 후 고려사항까지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ESG 요소와 최근의 글로벌 시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본 보고서21)는 기관투자자가 향후 M&A 이벤
트가 발생할 때 타겟 기업의 주주로서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주주로 있는 기
업의 ESG 수준과 리스크를 파악하여, 해당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 향후 M&A의 타겟이 될 가능성을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잠재적 바이어가 기업의 ESG 성과 향상 또는 ESG 리스크 해소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M&A를 시도하는 경우, 타겟 기업의 주주인 기관투자자는 해당 목적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
하여 M&A 타당성 검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ESG 수준 개선을 통합 기업가치 제고를 표
방하여 M&A가 이루어진 경우, 기관투자자는 주주로서 딜 종료 후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의
ESG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ESG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18) ‘ESG로 수익·지속가능성 두마리 토끼 잡은 PE들’, 머니투데이, 2020.10.12.
‘PEF 릴레이 분석 ③MBK파트너스]포트폴리오 규모 수십조…‘책임투자’ 빛났다‘, 헤럴드경제, 2020.08.03.
19) ‘장애인·청년 고용 앞장…사모펀드가 착해졌다’, 이데일리, 2018.10.23.
20) 글렌우드PE
21) ‘An ESG Playbook for Post-Pandemic M&A’, Bloomberg Law.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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