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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삼일회계법인 

원샷법 지원센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작성지원 및 

타당성 검토, 승인신청 지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 통합자문,  

사업재편계획 이행 시 발생하는 각 이슈에 대한 자문, 사후 관리 등을 

조력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

원샷법 지원센터 주요 지원내용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을 위한 사업재편 관련 업무에 있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업계 최초로 원샷법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사업재편을 요하는 기업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사업재편계획 수립 지원은 물론  

사업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업재편

필요 요인

생산성

향상

각종

혜택지원

지배구조

개선

사업

혁신

●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담

●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기타 승인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사업재편계획 추진에 따른 각종 지원 수혜 여부 검토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소개

01 원샷법의 이해

• 원샷법 제정 배경 및 구성

• 원샷법 적용 대상 및 조건

• 원샷법 내용 및 사례 소개

• 사업재편지원 및 기업애로해소 제도 소개

02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대응전략과 서류 작성

• 신청 및 승인 절차

•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심의위원회의 고려 사항

• 승인거부 및 시정 요청 관련 대응전략

03 M&A 기타 사업재편 방법

• 기업구조 재편 관련 M&A 동향 

• 유형별 Deal Structure 구성

• Risk 유형별 회계·법무·세무 대응전략

교육 및 설명회 개최

교육 및 
설명회 소개

● 원샷법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사업재편의 필요성 및 승인신청을 

통한 사업재편 성공 가능성 예측

● 원샷법 적용을 위한 회계·법무·세무 전문지식 공유 및  

유의사항 전달

● 승인 기업에 대한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한 신규 교육

기업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샷법 교육 지원과 

시장분위기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One-Stop Service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 및 방향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통합 컨설팅 제공

사업재편

계획승인

사업재편신청

기업분석

회계·세무 등

이슈 검토

신청 지원 

업무

사업재편구조

수립지원

자금조달계획

수립지원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분석

기업애로 

해소

세제·자금

지원자문

공정거래법

규제완화

법률상 절차

간소화

행정규제

개선요청

서비스 개요

대 상 국내 기업이면 누구나

내 용

• 사업재편 추진 기업분석 

기업개요, 재무현황, 관계사, 지배구조 및 조직체계 분석, 사업분야 과잉공급 여부 진단 등

•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재편 필요성 및 목적, 사업재편계획 작성 지원, 사업재편 자금의 규모 및 조달방법,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계획 등 타당성 및 세무 검토

•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및 심의위원회 협의 지원 

• 사업재편계획 이행자문 및 애로해소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자문 및 절차 지원, 장애요인 해결지원 기타 사후 관리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지원 기업애로 해소지원

주요 서비스



사업재편계획 추진을 위한 단계별 자문•지원서비스

2016년 8월 이후 시행되는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에 대한 자문은 승인 신청 

이전의 분석자문,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지원 업무, 승인 이후 사업재편계획이행 및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 진행되며, 단계별로 고객과 밀접한 1:1 자문 제공 

승인 신청 

이전 단계

● 기업분석

●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분석 

● 사업재편계획 이슈 사전 검토

사전 분석 자문

승인 신청

실행 단계

● 사업재편계획 작성 지원 

● 승인 신청 지원 업무 

● 심의위원회 협의 지원

● 주무부처 협력·대응 지원

사업재편계획

작성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 지원

승인 이행 및 

사후관리 단계

●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 및 완결

● 각종 회계·법무·세무 이슈 통합 자문

● 규제완화 관련 상담 및 1:1 관리

● 고용이나 이의신청 등 일체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M&A



세제 및 자금 등 각종 지원

연구개발비용 지원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의 전부·일부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세제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시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 적용

중소·중견기업 사업혁신 지원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전문인력 경영·기술·회계 자문 등

서비스 개요

● 사업재편계획 수립 시 세제 지원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기타 자금조달지원, 연구개발비용, 중소·중견기업 사업혁신 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절차 지원 서비스

세제 및 자금 등 각종 지원 관련 자문 

원샷법에 따른 세제·자금 등 다양한 지원에 대한 기준·요건을 검토함으로써 

수혜대상인지 여부 및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



삼일회계법인은 1971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서  

회계·세무·인사·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복잡한 기업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A 시장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가진 경험은 독보적인 것으로  

과거 몇 년간 삼일회계법인은 수백 건의 Deal을 지원하고 국내기업, 해외기업,  

공기업에게 포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 년에 걸쳐  

국내 1위의 M&A 주간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삼일회계법인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실행 및 M&A 활성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원샷법 지원센터 총괄 센터장  

박대준 부대표  

삼일회계법인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이자 3,000여 명의 회계·세무·법무 

전문가들이 복잡한 기업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종합 컨설팅 그룹

박대준 부대표

원샷법 지원센터 총괄 센터장

82-2-709-7984  
djpark@samil.com

대표 문의 홍지윤 이사 

원샷법지원센터 실무담당

82-2-3781-3050   
jiyunh@samil.com



S/N: 1602F-BR-002

© 201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www.sam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