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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적대적 M&A시 SM의 기업가치와 주가는 떨어집니다

적대적 M&A시 거버넌스 구조

경쟁사가 
모회사가 되어
100% 
경영권 행사

~40%

아티스트 및
앨범 출시

팬 플랫폼 및
커머스

한정된 신곡 발매 최적시점 (연 100회)을
상회하는 양사 신곡 발매 수 
→ SM 아티스트 후순위화 리스크 존재

위버스 입점 시, SM의 플랫폼 사업 포기로
기업 가치 하락 및 커머스 사업 기회 실기

 신사업 진행
SM 3.0 전략 추진 위한 신규 사업 기회 실기 
→ 하이브 100% 지분 보유 자회사에 우선 배정 가능성 큼

상기 예시 외에도 거버넌스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필연적

SM 지분 인수는 1조원 이상이 사용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임에도, SM에 어떠한 자료 요청이나 실사도 없었으며,
이는 하이브 역시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배구조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

SM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의 회귀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 (예시)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시너지는 
하이브 주주를 위한 것이지 SM 주주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이브는 SM 주주 입장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업에서 강력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 하이브 공시 (23.2.10)

SM IP의 위버스 입점
IP 수익화 사업
하이브 아웃소싱

IP간 시너지효과 없으며
자체 플랫폼사업 기회 상실

고수익/성장 사업
주도권상실

하이브에서
이수만 프로듀서의
SM 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 지분 인수 

단지 최대주주만 변경,
해당 사업의 이익이
이수만 프로듀서에서

하이브로 이전되었을 뿐



모든 지표가 독과점 리스크가 높다고 이야기하며,
이는 결국 K-Pop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국내 종합 기획사 대상, 국내외 매출 합산 기준 ('22년 3분기 누적)

66%

국내기획사산업내
매출기준

시장규모독과점 음반/음원독과점

70%

음반/음원수익기준

공연독과점

89%

'22년3분기누적
공연수익기준

64%

음반판매량100위이내
아티스트보유수기준

아티스트수독과점

SM + 하이브 합산 시 점유율 



독과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K-Pop 팬입니다  
공연 가격 상승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천정부지콘서트티켓값… 인상의
시작은하이브?"

- 2023년 1월 26일 JTBC 뉴스

"서울이아닌지방에서
공연을보기위해올라온다면이제
50만원씩 쓰는것은기본이됐다"

- 2023년 1월 29일 SPOTV News

SM vs 하이브 콘서트 티켓 가격
(국내 콘서트 최고가 좌석 · 스탠딩 기준, 단위: 원)

소녀시대 Special Event 콘서트 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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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지분 재매도로

주가 급락 가능성 높음
반려

공정위 조건 준수를 위한

SM 사업 축소 리스크
조건부
승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성장 사업 추진 지연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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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개 매수 납입 예정일

14.8% 지분 인수(2/9) 및 공개 매수 동시 발표

기업결합신고마감 예정일

14.8% 외 추가 지분에 대해서는 풋옵션 부여를
통해 기업 결합 신고 기준 15% 회피

주주 총회 전 기업 결합 신고 회피
기업 결합 신고 기한은 15% 달성 후 30일

이수만 프로듀서의 구주 인수와 공개 매수는 같은 날 공시되었으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공정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SM의 미래가치 훼손 불가피

하이브는 지분 인수, 공개 매수를
동시 계획했음에도 의도적 공정위 심사 회피 

공정위 심사에 따른 주요 리스크



SM 직원들은 하이브의 적대적 M&A를 반대합니다

85%
(259명참여)

SM 직원 블라인드 투표 결과

블라인드를통한 SM 임직원대상투표결과, 

85% 의 임직원이하이브적대적M&A반대



SM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 (센터장 이상 상위 직책자 25인)은

SM 주주, 팬, K-Pop 그리고 임직원을 위해 

진심을 담아 하이브의 적대적 M&A를 반대합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신청 마감일(3/1) 이전에 말씀드릴
"SM 3.0"의 전체 전략을 듣고 판단해주십시오

[SM 3.0 IP 전략]   멀티 '제작센터 / 레이블' 체계

2022년 실적 발표

[SM 3.0 사업 전략]  IP 수익화 전략 - 별도 법인 사업 성과 목표 포함

[SM 3.0 해외 전략]  글로벌 사업 확대 (일, 미, 동남아 및 기타)
[SM 3.0 투자 전략]  글로벌 퍼블리싱, 레이블, 팬덤 이코노미, 메타버스 등
- 그룹 사업 성과 및 기업가치 목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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