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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PO 지원센터

삼일회계법인 Pre-IPO 지원센터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의 동반자 

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상장전략, 투자유치, 

신성장 자문뿐만 아니라 상장에 필요한 회계·세무·재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시각으로 기업별 최적의 상장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usiness Environment

We prepare: Key Question for IPO

● 성장단계별 Key Question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며, Identity, 

Performance, Risk가 고려된 상장 Story 및 전략 필요 

●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상장 시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종합적  

사고로 대응 필요

● 성장전략은 구비되어 있는가?

●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장할 것인가?

● Valuation 극대화 가능한 요건은 구비되어 있는가?  

(실적, PER, Risk 최소화 등)

● 상장 이후 중장기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는가?

● 목표 상장시기에 맞추어 IFRS전환 및 내부통제 구축되어 있는가?

● 세무 및 법률 Risk 파악되었으며, 대응방안은 구비되어 있는가?

● 상장전략별 Partner는 세팅되어 있으며,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 상장전략 수립

● 투자유치 

● 신성장(M&A) 동력 확보

● 해외 진출 및 확장 

● SPAC합병 상장 

● 해외 IPO 

● IFRS도입 및 내부통제구축

● 세무진단 및 자문

● 손상 및 평가

● 경영관리체계 구축

● 지배구조 개선

성장과 도전 
Identity & Performance

내실과 안정 
Synergy & Risk



● 상장전략 수립 • 기업가치 극대화 시점 고려한 전략방향 수립

• 상장 방식,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지원

• 상장 이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 지원

• 상장 전 실질심사 관점 Risk 사전 검토 및 관리

● 해외 진출 및 확장 • 해외 시장별 투자환경 분석 및 효과적인 시장 진출·실행 지원

• 신규 해외 투자구조 및 거래구조 최적화 자문

• 해외 공장 확장 및 이전 원스탑 서비스

● 투자유치 • 사업 확장(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자문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자문

• 최적 자본구조 설계, 조달 및 상환계획 수립 및 지원

● SPAC합병 상장 • 회사 규모 및 업종 고려 합병 대상 SPAC 탐색 및 자문

• SPAC합병 Valuation 협상전략 자문

• 가치평가, 합병회계 및 세무자문, 예비심사청구서 등 각종 서류작성 지원

● 신성장(M&A) 동력 확보 •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인수 대상 사업 탐색 및 M&A 자문

• 기업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Deal Structure 수립 지원

• 합병 후 효율적인 안정화 전략 수립 지원(PMI)

● 해외 IPO • 해외자본시장 진출 전략 수립

• 공시 및 투자설명서 작성지원, 규제기관과 주요 이슈 협의

• 해당국가 증권거래소 요구하는 회계기준 전환업무

You need We help

성장과 도전 
Identity & Performance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은 기업 상장과 관련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계 Risk 사전 진단 • 경영분석을 위한 Risk Analytics 체계 자문

• 부정·오류 적발 등 회사의 Risk 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 IFRS도입 및 내부통제구축 • M&A, 복합금융상품 등 복잡한 회계기준 적용 자문

• IFRS 도입 전략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자문

● 세무 Risk 사전 진단 • 산업 특성 고려 업종별, 세목별, 계정별 쟁점사항 파악

• 과세위험 사전 파악 및 최선의 대응방안 제공

● 세무 자문 •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및 기업상속 자문

• 파생상품(stock option 등)에 대한 법인/개인 세무 자문

• 기업 업종, 규모 등 적용가능 세제혜택 등 종합 세무 자문

● 손상 및 평가 • 기업 성과, 시장전망, Risk 파악을 통한 기업 평가

• 종속 및 관계회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 재무제표 상 영업권 등 비시장성 평가자산 손상 검토

● 경영관리체계 구축 • 경영계획 수립, 실적집계, 모니터링 등 유기적 경영(성과) 관리 

Roadmap 수립

● 지배구조 개선 • 기업 성장 관점 지배구조 개선방안 수립

• 신규 자금 유입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자문

You need We help

Assurance

Tax

Advisory

내실과 안정 
Synergy & Risk

상장 시 Risk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업 내부의 안정적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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