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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사업보고서, ESG보고서, 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기업집단 설명서’를 통해 경영 활동, 나아가

미래 전략을 담은 계열 구조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지배구조 투명성을 보다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기업집단 설명서는 향후 2분기 사업보고서 및 연차 보고서와 함께 매년 총 2회 발행될

예정입니다.

1)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 카카오는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수의 영상 제작사,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 매니지먼트사, 게임 제작사 등을 포함하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자원인 IP, 제작역량, 인적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계열사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2)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 카카오는 핀테크, 모빌리티, 이커머스 부문에서 이용자 및 파트너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계열사 :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

3)  미래 성장동력

- 카카오는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헬스케어 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스타트업 생태계 기여 목적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계열사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브레인, 그라운드엑스,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2022년 8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134개 국내

회사들은 1) 글로벌 지식재산권(IP)-문화 생태계, 2) 일상의 혁신 위한 디지털 전환, 3) 미래

성장동력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커머스/마케팅(7)

파괴연구소, 그레이고[메종드바하, 클로브클럽], 스튜디오좋, 돌고래유괴단, 글링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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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 부문 기준으로 분류한 카카오 기업집단의 구조

❈ 범례 : 자료는 2022년 8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상 정의에 따른 카카오 기업집단소속 총134개 사(카카오 제외 133개 사). 대괄호 [ ] 안은 해당 기업의 자회사, 

소괄호 ( ) 안은 계열사의 수, 단위는 ‘개’.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일상의혁신위한디지털전환

미래성장동력

동일인및특수관계인소유 공동체내특수역할 기타

76

23

13

10

[콘텐츠/엔터테인먼트](50) [게임/레저](25)

[문화/공간](1)

[커머스](1)[모빌리티](17)[핀테크](5)

[인공지능/블록체인/헬스케어](4) [스타트업/생태계](9)

• 카카오엔터테인먼트(49)

• 스튜디오원픽(1)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작/유통(14)

다온크리에이티브,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 삼양씨앤씨[넥스트레벨스튜디오], 슈퍼코믹스스튜디오, 알에스미디어, 

레전더리스, 필연매니지먼트, 인타임,  케이더블유북스, 타파스미디어코리아, 레디쉬코리아, 키위바인, 크로스코믹스

영상 콘텐츠 제작(12)

사나이픽처스, 영화사월광, 메가몬스터, 글앤그림미디어, 바람픽쳐스, 로고스필름, 쓰리와이코프레이션, 

크래들스튜디오, 트레이스문화산업전문회사, 크로스픽쳐스, 영화사 집, 오오티비

매니지먼트(14)

레디엔터테인먼트, 브이에이에스티,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숲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쇼노트], 글라인,

이담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드컴퍼니,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 어썸이엔티, 플렉스엠,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안테나

디지털 콘텐츠 기술(1)

아이앤아이소프트

-카카오픽코마산하웹툰제작스튜디오

• 카카오게임즈(25)

게임제작사(20)

라이프엠엠오, 엑스엘게임즈, 메타보라[엔글], 

애드엑스[엔플라이스튜디오, 넥셀론, 엔크로키, 

코드독], 넵튠[님블뉴런, 마그넷, 온마인드, 넥스포츠, 

에이치앤씨게임즈, 프리티비지, 플레이하드, 

트리플라, 컬러버스],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레저(4)

카카오브이엑스[가승개발, 비글], 세나테크놀로지

• 서울아레나(1)

-복합문화공간/공연시설운영

• 카카오뱅크(1)

• 카카오페이(4)

• 카카오모빌리티(17) • 카카오스타일(1)

• 인공지능(2)

• 블록체인(1)

• 헬스케어(1)

증권(1)

카카오페이증권

보험(2)

케이피보험서비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플랫폼택시(11)

케이엠솔루션, 티제이파트너스[동고택시, 진화, 

케이엠원, 케이엠투, 케이엠쓰리, 케이엠포, 

케이엠파이브, 케이엠식스, 케이엠세븐]

대리(2)

케이드라이브, 씨엠엔피

주차(2)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 케이엠파크

물류(1)

위드원스

• 카카오벤처스(1)

• 카카오인베스트먼트(8)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브레인

그라운드엑스

카카오헬스케어

투자기업(7)

스테이지파이브, 야나두[픽셀허브], 와이어트, 파이디지털헬스케어

키즈노트[에이윈즈]

• 동일인 소유(2)
케이큐브홀딩스[케이큐브임팩트]

• 임원 개인 소유(6)
골프와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선영스토리, 스테이지에셋, 시우컴퍼니

• 친족 개인 소유(2)
오닉스케이[뉴런잉글리쉬]

• 카카오스페이스

- 사무용 건물 등 공간 기획/관리

•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 개발·운영 외주

• 링키지랩

- 장애인 고용 사업장

록앤올, 다음글로벌홀딩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 

에이치쓰리, 비미디어컴퍼니,예원북스, 

샌드위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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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 법인 중 83.6%인 112개사가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부문(76개),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문(23개), 미래 성장동력 부문(13개)에 포함됩니다.

글로벌 IP-문화 생태계 부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서울아레나1를 포함해

76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기업집단의 56.7%에 해당합니다.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문의 주요 계열사에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부문의 관련 계열사는 총 23개

(17.2%)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부문의 주요 계열사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브레인, 그라운드엑스,

카카오헬스케어와 함께 투자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카카오벤처스까지 총 6개입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투자에 따라 계열사로 편입된 7개를 포함하면 총 13개(9.7%)가 이

부문으로 분류됩니다.

카카오톡 기반 솔루션 제공, 서비스 개발·운영 외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운영, 사무용 건물

기획·운영 등 카카오 공동체 내특수 역할을 수행하는 4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자회사인 케이큐브

임팩트와 함께 사회적책임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친족·임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8개 법인은 법령2에 따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 포함되어

있으나, 카카오의 사업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

청산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청산을 필요로 하는 7개사를 기타 법인으로

분류했습니다.

1 서울시의 사업으로서 강북 지역에 세워지는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를 건립하는 컨소시엄. 서울아레나는 국내에 건설되는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등기임원 또는 동일인의 친족 포함)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동일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분류되고 있을 뿐, 특수관계인

소유 법인이 기업집단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



카카오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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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문화 관련 계열사는 대한민국의 창작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웹툰, 웹소설, 게임

등의 K-콘텐츠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인수한 소규모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Beyond Korea, Beyond Mobile)”이라는 카카오의

새로운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적정 가치에 엑시트(exit)할 수 있도록

투자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효율화를 위해 계열사간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밝힌 2022년 4월 6일 이후 8월 1일까지 약 4개월 간 기업집단 규모는

139개에서 134개로 축소되었습니다.4

투자와 인수, 계열사간통폐합 및흡수합병전략은 개별공동체사들의 자율적인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투자 협의체를 통해 계열사들의 투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함께검토하고논의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4월 6일 진행된 카카오 프레스톡에서의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센터장의 발언을 인용함

4 구체적으로는 (주)카카오 산하 계열사 2개 증가, (주)카카오모빌리티 산하 계열사 1개 감소,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 산하 계열사 3개 감소, 기업집단 카카오

계열회사의 등기임원 소유 회사 3개 감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