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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그리고

ESG보고서(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등을 꾸준히 발행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도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을 담은 계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집단

설명서'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설명서는 매년 1분기(1~3월)와 3분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국내회사의 수는

126개((주)카카오 포함)입니다. 이중 84.1%에 해당하는 106개 회사가 기업집단 카카오의

핵심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분류한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기업집단 카카오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은 1) IP(지적재산권)-IT(정보기술)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2)

AI(인공지능)·헬스케어 중심 미래 성장 동력, 3)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으로

나뉩니다.

1) IP-IT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 카카오는 K-콘텐츠의 IP와 플랫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영상 제작사, 웹툰·웹소설 콘텐츠 제공사, 매니지먼트사, 게임 제작사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2) AI·헬스케어 중심 미래 성장동력

- 카카오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AI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과

스타트업 생태계 기여를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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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3)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 카카오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및 파트너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 현재 카카오는 핀테크, 모빌리티, 이커머스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계열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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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카카오
소속회사변동현황

기업집단 카카오의규모는 2022년 상반기 기업집단 설명서(2022년 8월 1일 기준)를

발표했던당시(134개사)보다 8개사가줄어든 126개사입니다. 그동안기업 매각, 합병등이

이뤄지면서 계열사 수가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의변동 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카카오는 공동체 내 시너지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간통합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방향성을밝힌 2022년 4월 6일 이후 2023년 3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기업집단

규모는 139개에서 126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계열편입회사: 4개 계열제외회사: 12개

라인웍스(❈)
애드엑스플러스

보이스루

전국화물마당

라인웍스(❈)
그레이고

메종드바하

클로브클럽

타파스미디어코리아

애드엑스

시우컴퍼니

넥셀론

플렉스엠

샌드위치타임

예원북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

❈라인웍스는 2022년 10월 계열편입 후 2023년 1월 계열제외됨에 따라 표의 양쪽 열에 모두 표기됨



IP-IT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콘텐츠/
엔터테인먼트(46)

카카오엔터테인먼트(44)

웹툰등콘텐츠제작 유통(13)

영상콘텐츠제작(12)

매니지먼트(13)

콘텐츠커머스 마케팅(4)

디지털콘텐츠기술(1)

카카오픽코마의자회사(2)

게임(22)

카카오게임즈(22)

게임제작(17)

레저(4)

복합문화시설(1) 서울아레나

AI·헬스케어 중심
미래 성장동력

인공지능/
헬스케어/
블록체인(4)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헬스케어

그라운드엑스

스타트업생태계(9)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8)

투자기업(7)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핀테크(5)

카카오페이(4)

증권(1)

보험(2)

카카오뱅크

모빌리티(18)

카카오모빌리티(18)

플랫폼택시(11)

대리(2)

주차(2)

물류(2)

커머스(1) 카카오스타일

핵심비즈니스로분류한기업집단카카오구조

❈ 2023년 3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상 정의에 따른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125개사((주)카카오를 제외)를 기준으로 함. 위 핵심 비즈니스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소속회사는 19개임.

❈ 소괄호( ) 안은 계열사 수의 소계. 예를 들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44)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계열사 43개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개”를 의미.

❈ 카카오픽코마는 해외(일본)법인임.

69개

24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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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카카오에
대한세부설명

기업집단 카카오를 핵심 사업 영역별로살펴보면, IP-IT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69개), AI·헬스케어 중심 미래 성장동력 부문(13개),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문(24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P-IT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부문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서울아레나를 포함해 69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회사 전체 가운데

절반이상인 54.8%에 해당하는규모입니다.

카카오기업집단설명서

❈ 소괄호( ) 안은 계열사 수의 소계, 대괄호 [ ] 안은 해당 기업 산하 소속회사를 의미함

IP-IT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콘텐츠·엔터테인먼트(46)

카카오엔터테인먼트(44)

웹툰등콘텐츠제작 유통(13)

다온크리에이티브, 사운디스트엔터테인먼트, 삼양씨앤씨, 

넥스트레벨스튜디오, 슈퍼코믹스스튜디오, 알에스미디어, 레전더리스, 

필연매니지먼트, 인타임, 케이더블유북스, 레디쉬코리아, 키위바인, 

크로스코믹스

영상콘텐츠제작(12)

사나이픽처스, 영화사월광, 메가몬스터, 글앤그림미디어, 바람픽쳐스, 

로고스필름, 쓰리와이코프레이션, 크래들스튜디오, 

트레이스문화산업전문회사, 크로스픽쳐스, 영화사 집, 오오티비

매니지먼트(13)

레디엔터테인먼트, 브이에이에스티,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숲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쇼노트], 이담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드컴퍼니,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어썸이엔티, 안테나, 글라인

콘텐츠커머스 마케팅(4)

파괴연구소, 스튜디오좋, 돌고래유괴단, 글링크미디어

디지털콘텐츠기술(1)

아이앤아이소프트

카카오픽코마의자회사(2)

스튜디오원픽, 보이스루

게임(22)

카카오게임즈(22)

게임제작(17)

엑스엘게임즈, 메타보라[엔글], 넵튠[님블뉴런, 마그넷, 

온마인드, 넥스포츠, 에이치앤씨게임즈, 프리티비지, 

플레이하드, 트리플라, 컬러버스, 엔크로키, 코드독, 

애드엑스플러스],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레저(4)

카카오브이엑스[가승개발, 비글], 세나테크놀로지

복합문화시설(1)

서울아레나

69개

4



‘AI·헬스케어 중심 미래 성장동력’부문의 주요 계열사로는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헬스케어, 그라운드엑스 4개사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를

진행하는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7개사를 포함해총 13개사(10.3%)가 있습니다.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부문으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스타일 등의 사업과관련한 24개사가 해당하며, 기업집단 전체에서 1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기업집단설명서

일상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핀테크(5)

카카오페이(4)

증권(1)

카카오페이증권

보험(2)

케이피보험서비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뱅크

모빌리티(18)

카카오모빌리티(18)

플랫폼택시(11)

케이엠솔루션, 티제이파트너스[동고택시, 진화, 케이엠원, 

케이엠투, 케이엠쓰리, 케이엠포, 케이엠파이브, 케이엠식스, 

케이엠세븐]

대리(2)

씨엠엔피[케이드라이브]

주차(2)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 케이엠파크

물류(2)

위드원스, 전국화물마당

커머스(1)

카카오스타일

❈ 소괄호( ) 안은 계열사 수의 소계, 대괄호 [ ] 안은 해당 기업 산하 소속회사를 의미함

24개

AI 헬스케어 중심 미래 성장동력

인공지능/헬스케어/블록체인 (4)

인공지능(2)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헬스케어(1)

카카오헬스케어

블록체인(1)

그라운드엑스

스타트업 생태계(9)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8)

투자기업(7)

스테이지파이브

야나두[픽셀허브]

와이어트

파이디지털헬스케어

키즈노트[에이윈즈]

❈ 소괄호( ) 안은 계열사 수의 소계, 대괄호 [ ] 안은 해당 기업 산하 소속회사를 의미함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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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핵심 사업 영역에 해당하지는않지만기업집단 카카오에 포함되는 회사는총

19개사(15.1%)입니다.

기업집단 카카오안에서 카카오톡기반솔루션제공, 서비스 개발·운영외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운영, 사무용건물기획·운영 등 카카오 공동체 내특수 역할을 수행하는 4개사가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법인으로는 카카오 지분을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케이큐브임팩트가 있습니다. 

친족·임원이 소유한 7개사는 법령에 따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 포함되어 있으나, 카카오의

사업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습니다.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법인 등을 포함한 6개사는 기타 법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카카오기업집단설명서

❈ 소괄호( ) 안은 계열사 수의 소계, 대괄호 [ ] 안은 해당 기업 산하 소속회사를 의미함

기타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회사

공동체내특수역할(4)

사무공간기획 관리(1)

카카오스페이스

개발 운영외주(2)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장애인표준사업장(1)

링키지랩

동일인및특수관계인소유(9)

동일인소유(2)

케이큐브홀딩스[케이큐브임팩트]

친족소유(2)

오닉스케이[뉴런잉글리쉬]

임원소유(5)

골프와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선영스토리, 스테이지에셋

기타(6)

록앤올, 다음글로벌홀딩스, 에이치쓰리, 

비미디어컴퍼니, 라이프엠엠오,

엔플라이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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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집단 카카오를 구성하는 계열사 상당 부분은 ‘IP-IT 결합 통한 글로벌 문화 생태계’

부문에 해당합니다. 이 부문의 69개사 중 44개사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그 산하의

소속회사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국내우수 IP의 글로벌 진출과융합을 통한

시너지 강화, 신기술접목콘텐츠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콘텐츠 IP 사업의밸류체인을

구축하는데집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M&A 및 투자 이후에도 소속회사들의 자유로운 경영을

지향함으로써창작자 및아티스트들이 자율적으로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기업집단설명서

IP-IT 결합의
콘텐츠비즈니스관련
기업집단에대한
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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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이아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종속회사(2023년 3월 1일

기준 52개사)를 기준으로살펴보면, 현재 계열사의 48.1%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합병(카카오페이지 + 카카오M)이 이뤄진 2021년 3월 이후에 편입되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범 이후본격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IP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규모콘텐츠 기업들과 동반성장하기 위한M&A가 진행돼왔습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에대한 지속적인M&A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IP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해외법인은

현재 13개사(종속회사의 25.0%에 해당)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인도

등에서 사업을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우수 IP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나갈예정입니다.

카카오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는 카카오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무강화의관점에서 기업집단 카카오의방향성에대한면밀한검토와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끝>

IP-IT 결합 통한
글로벌문화생태계
(69개 / 54.8%) 일상의혁신을

위한디지털전환
(24개 / 19.0%)

AI 헬스케어
중심미래
성장동력
(13개 / 10.3%)

기타
(19개 / 15.1%)

카카오기업집단의핵심사업영역별비중

(106개 / 84.1%)

❈ 비중은 각 분류에 해당하는 소속회사 수를 (주)카카오를 포함한 기업집단 규모(126개)로 나눈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