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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風落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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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3월11일……

SK글로벌이
이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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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의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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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Morgan과 SK증권 & 다이아몬드 펀드

(3) 인도네시아 채권투자
($86,500,000)

다이아몬드 펀드의 관계

JP MorganJP Morgan

(1) 자본출자 ($34,400,000)

[TRS계약]

(2) $53,000,000상당 엔화차입

SK증권 (200억원)

한남투신 (50억원)

LG금속 (50억원)

1997년 2월

다이아몬드 펀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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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펀드의 TRS 구조

[원금 $53,000,000] Ⅹ (1 - 0.03 - (A + B))

A = max{0, (만기 엔환율 - 초기 엔환율) / 만기 엔환율}

B = min{1, 5 Ⅹ (초기 바트환율 - 만기 바트환율) / 만기 바트환율}

다이아몬드 펀드의 만기 상환구조

※ 만기시점에 태국 바트화가

• 안 정 시 ⇒ 3% 내외의 이익

• 평가절상 ⇒ 평가절상분의 5배의 이익

• 평가절하 ⇒ 평가절하분의 5배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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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한 상황

□ 1997년 7월 태국이 갑자기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를 시행

⇒ 1997년 2월 $1당 22Baht 정도였던 환율이
1997년 12월 $1당 55Baht 정도로 폭등

※ 만기 상환금액 계약에 따라 $110,000,000의 손실 발생

□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 발행 채권의 부도

※ 투자금액 $86,500,000 중 $75,900,000 손실 발생

변동환율제 시행 및 채권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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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Morgan과 SK증권의 소송

1998년 2월 소송

□ SK증권의 주장

바트화의 폭락 가능성 등 사전 위험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투자손실 부담을 한쪽에 모두 엎어 씌우는 사기에 가까운 상품

□ JP Morgan의 주장

양측 모두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사기는 아니며, 

차입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 행위

□ 소송 취하 및 합의

1999년 9월 양사 모두 생존과 대외 이미지를 감안하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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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및 SK글로벌의 좌초

□ 합의 내용

ㆍ SK증권 ⇒ 합의금 $200,000,000 지급

ㆍ JP Morgan ⇒ 유상증자 등 참여(@4,920 X 40,900,000주)

□ 이면 계약

@6,070 X 24,050,000주를 SK글로벌의 2개 해외현지법인에

팔 수 있는 권리 부여

□ SK글로벌의 좌초

2001년 10월 SK증권의 시장 가격 @1,535원까지 하락하여

결국 \106,000,000,000 손실 보전 ⇒ SK글로벌의 좌초 시작

1999년 합의 및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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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워크아웃 진행 경과

2003. 3.19 : SK네트웍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2003. 6.17 : 채무재조정안 확정

2003. 7.29 : 해외채권단 채무재조정안 협상

2003.10.27 : SK네트웍스㈜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체결

2003.10.31 : 국내(65개), 해외(29개) 채권단 채무조정안 확정(부결시 법정관리)

2004. 9.30 : CBO(Cash Buy Out) 대금지급 완료

2004.10. 1 : 감자결의(감자비율 3.5 대 1) 

2005. 1. 5 : 신주상장(감자 및 전환권행사 주식) 

2005. 4. 1 : 자본잠식해소로 관리종목에서 탈피

2006. 6. 9 : KOSPI 200지수 편입

2007. 1. 9 : SK네트웍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공동관리 절차 종결 요청

2007. 4.11 : 최태원 회장 SK네트웍스(주)에 사재출연(무상증여) 

2007. 4.19 : SK네트웍스㈜공동관리 절차 종결(워크아웃 졸업)

해외비협약채권단 채무조정
최초 사례

워커힐 지분 무상 출연으로 워
크아웃 8개월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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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재편
- 상사, 에너지, 의류 → 상사, 에너지 중심

- 의류, 직물 등 비수익 사업 정리

해외조직 축소
- 6개 현지 법인 및 16개 지사 폐쇄 또는 양도

- 인원 30% 감축

재무구조 개선

- 채권 출자전환 : 2조1700억원 채권 → 주식 전환 및 감자

- 차입금 만기연장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보유자산 매각 및 그룹사 지분 무상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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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체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법인으로 선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하나은행)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서 체결

□ 기존 사업 중 수익성 낮은 사업부문 구조조정

• 상사부문 사업 매각 및 중단, 정보통신 및 에너지판매사업 중심(4개 사업부)으로 재편

• 해외지사 및 인력 구조조정(30%)

SK 네트웍스 워크아웃 개시에 따른 사업구조조정 단행

구조조정 대상 사업 사업정리 후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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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분식회계 당시 차입금 8조원 초과로 자기자본 대비 과중

□ 채무재조정을 통해 차입금 2.5조원 이하로 큰 폭 감소(잔존차입금 2007.12.31.까지 만기유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재조정

기타 자구계획 추진

□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 및 유형자산 처분을 통한 1.0조원 수준의 차입금상환재원 확보 약정

• 투자유가증권 : SK텔레콤, SK증권, 워커힐, SK해운, 대한송유관공사 등 유가증권 매각

• 고정자산(비유동) : 항동물류, 목동하이페리온상가, 울산차고지 등 매각

차입금 채무재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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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이전ㆍ이후 차입구조 변화

□ 단기차입금 대폭 축소 : (2002년) 7,842억원 → (2005년) 670억원

차입금 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한 유동성 리스크 완화

출자전환 및 CBO(Cash Buy Out)을 통한 총 차입규모 축소

□ 총차입금 규모 : (2002년) 52,496억원 → (2005년) 24,834억원

연도별 차입구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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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이후 사업성과

□ SK그룹 계열사 기반의 에너지판매 사업 중심으로 사업기반 확대

주력 사업 중심의 매출 성장세

영업이익 및 영업현금창출력 큰폭 증가

□ 사업구조 매출규모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

□ 영업이익(2천억원 → 4천억원) 및 영업현금창출규모(3천억원 → 5천억원) 지속 증가



18

SK네트웍스 현재(2017년)

□ (2005년)  BB+  / (2008년)  A  / (2010년~)  AA-

신용등급 워크아웃 졸업 이후 지속 상승

지속적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안정적 성장

□ (’16년) 패션사업 매각 (’16년) 생활가전사업(동양매직 → SK매직) 인수

□ (’17년) LPG, 유류 도매업 매각

신용등급 추이 주요 사업부문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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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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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분식회계

분식회계

□ 부당 주식교환 및 이면계약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들어남

□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 시작

□ 분식회계가 2조원에 달하는 것이 밝혀짐

SK글로벌 분식회계 개요

□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라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함

□ 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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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분식회계 수법

SK글로벌의 대표적인 분식 수법

□ 가공채권 계상

• 2001년 말 당기순손실 발생

• 가공채권 1,500억여 원을 회계장부에 포함

□ 사업보고서 누락

• 해외 법인에 출자 후 손실 발생

• 순자산을 부풀린 뒤 2,400억 원의 지분법평가손실 누락

□ 부채 누락

• 기한부어음 1조 1881억 발생

• 채무잔액증명서 위조해 부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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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연도별 분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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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분식회계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 사항

□ 외화외상매입금 누락

• 회수된 매출채권을 미회수된 것으로 회계장부 조작

• 부도 발생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사용

• 해외현지법인의 우발손실 가능성 기재하지 않음

□1999년, 2000년, 2001년 재무제표 조작

• 당기순이익 조작

• 자기자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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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분식회계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사항

□ SK글로벌

• 임원해임권고(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 영화회계법인

• 과징금 3억 1900만원 부과

• 특정회사감사업무 제한 5년

□ 공인회계사

• 등록취소 건의

•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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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분식회계의 영향

기업과 사회에 미친 영향

□ SK글로벌의 사회적 이미지 하락

□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 재무제표 신용도 하락으로 부실채권 대량 발생

□ 대량 실업자 발생

□ SK그룹의 수출입창구 역할을 하던 SK글로벌의 신용위험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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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ㆍ파생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 무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관리 부재

1. 기업 리스크관리의 부재

ㆍ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의 부적정한 업무 행태

2. 회계감사 시스템의 허점

ㆍ해외투자 거래 내역 및 회계부정에 대한 관리 감독 미비

3.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미비

ㆍ’주주의 기업’이 아닌 ‘나의 기업’이라는 인식

4. 한국 재벌기업의 문화적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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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SK네트웍스 개요

ㆍSK그룹의 모기업으로 무역, 생활서비스, 상품도매 등을 하는 종합상사

ㆍSK주유소, SK렌터카, Speedmate, SK매직, 워커힐 호텔, 휴대폰/수입차 판매 등

ㆍ자본금 6,487억, 자기자본 23,485억, 임직원 2,250명

개요

ㆍ1953.  4  선경직물회사 설립

ㆍ1977.  6   선경㈜로 증시 상장

ㆍ1998.  3   사명 변경 : SK상사

ㆍ2000.  7   사명 변경 : SK글로벌

ㆍ2003. 10 사명 변경 : SK네트웍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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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주요 재무지표

구 분 2002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7년

매출액 188,221 126,495 176,863 218,974 152,023 

영업이익 1,912 3,537 3,751 4,151 1,428 

EBITDA 2,792 4,488 5,362 6,003 3,857 

경상이익 △2,351 744

자 산 47,664 44,083 62,640 79,825 72,274 

부 채 57,656 45,378 46,294 56,271 

자 본 △2,128 2,286 16,346 23,554 

순차입금 21,580 21,908 19,450 24,802 18,420 

영업이익률 0.7 1.5 2.1 1.9 0.9 

부채비율 △2,708.9 1,984.8 283.2 238.9 207.7 

차입금의존도 40.9 52.4 33.0 35.3 29.2 

비고 자본잠식 워크아웃 개시 워크아웃 완료 신용등급 상승(A) 현 신용등급(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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