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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 지원센터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재무 및 세무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M&A, 경영전략, 기업승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시각으로 중견기업에  

특화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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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전략

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 지원센터는 중견기업의 국내외 M&A 및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적의 투자 유치 구조 수립

● 지배 구조 개선과 연계된 투자 유치 전략 수행

● 전략적 인수를 위한 공동투자자 선정 자문

● 포괄적 투자 유치 프로세스 지원

투자 유치

● Post Covid-19 시대 대응을 위한 전략 및 시너지 검토를 통한 M&A 목표 설정

● 최적의 M&A 구조 도출 및 실행 자문

● Private Equity 등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연계

● Deal/Consulting/Tax 맞춤형 토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신성장 동력 
(M&A)

● 해외 진출 플래닝 및 실행 지원

● 해외 투자구조 및 거래구조 최적화 자문

● 해외 현지법인 재배치(철수, 이전, 확장) 자문

● 중국 투자자본회수 및 타국가 이전 자문

해외 진출 

(Cross-border M&A)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 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군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 기준 미달 사업 및 비영업자산 매각 자문

●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건전화 지원

● 삼일PwC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 인수자 확인 및 Deal sourcing

기업 승계 ● 최대주주 개인 맞춤형 전략 수립

● 효율적 기업 승계 전략 수립을 위한 G2G(Generation to Generation) Service 제공

● 세무 리스크 및 부의 유출 최소화

● 신사업 발굴 및 Exit 전략 지원

지배 구조 개선 ● 사업별 성과 및 전망 기반의 재편 방향 정립(통합, 육성, M&A)

● 내부통제구조 및 세무 이슈 도출을 통한 취약점 분석

● 효율적 지배 구조 수립을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 최적의 Governance 구축 및 Ownership에 대한 관계 정립

지배 구조

삼일회계법인 중견기업 지원센터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 가업승계 등 지배 구조  

이슈 해소를 통해 장기간의 건실한 기업 운영 및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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