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
기업별 맞춤형 One stop 통합자문 솔루션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거래 정지 전·후로 상장유지에 이슈가 있는 기업에게  

One stop으로 통합적인 자문 제공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거래소 대응 및 투자유치와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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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및 실질심사 대상 관련 다양한 사유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각 사유에 대하여 특화된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 장 유 지

일정 규모 또는 비율 이상 

의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외부 투자유치 등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자본잠식 등

내부통제제도(SOX)의 

고도화 및 유효성 검증 또는 

지배구조개선 등의 개선 

계획 실행이 요구됩니다.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M&A 또는 외부 투자유치 

및 사업부 매각 등의 

구조조정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지배구조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변형이 

발생하거나 회계처리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감사 대응 및 

PA(Private Accountant) 등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위반 및  

감사의견 변경

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제도 

고도화

필요 시 

회생계획 

수립 및 이행

사전적 

Business 

Restructuring

합리적  

기업개선계획  

수립 지원

PA를 활용한 

재감사 대응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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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서비스

삼일PwC 상장유지 지원센터는 상장 유지 관련 이슈 발생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One 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structuring

(사전 구조조정)

거래정지(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가 예상되는 상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자문

•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적 투자자 유치, 신규자금 조달 관련 자문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자구방안, 채무조정 방안 수립 자문

• 사업적으로 불필요한 기업·사업부를 정리하는 사업 간소화 자문

실질심사 관련 

Filing 자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필요서류 작성 자문

• 기업개선계획서, 이행완료 보고서, 추가 개선계획서 작성 자문 및 관련 거래소 실무진  

대응 자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대비한 사업계획 작성 자문

기업 회생 

자문
우발부채,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감사의견 변형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회생 자문

• 회생절차 전략수립, 개시신청 지원, 회생계획안 작성, 전반적인 회생절차 지원

• 회생 M&A 및 회생 투자유치 자문

•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생절차 활용 전략 수립,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자문 

지배구조 개선 

자문
거래정지 전·후의 상장기업을 위한 유상증자, 구주 매각 자문

•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응 전략 수립 자문

• 기업 성장 관점 지배구조 개선방안 수립 및 신규 자금 유입·사업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 자문

ESG 컨설팅  

자문
ESG 컨설팅 자문

• ESG 연계 경영전략 수립 자문 

• 전략 실행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ESG와 연계되고 회사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성과지표 개발 수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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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Accountant

(PA)

감사의견 변형된 상장기업을 위한 재감사 대응 자문

• 재감사 수정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 포렌식 보고서 분석을 통한 재무제표 영향 분석 수행

• 특수관계자, 부외부채 등 감사의견 변형 이슈에 대한 상세 대응 문서 작성

• 주요 쟁점 회계이슈에 대한 Position memo 작성 

상장유지를 위한 지정감사 대응 자문

• 지정감사인 제출용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 관리종목, 실질심사, 감사인지정의 주요지표들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비지원

• 복합금융상품, 손상, 수익인식 등 복잡한 회계처리 검토 및 재무영향 분석

내부통제(SOX) 

자문
내부통제(SOX) 관련 고도화

• 문서화를 동반한 내부회계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내부 확립

내부통제(SOX) 구축, 운영테스트 자문

세무진단 및  

세무자문
세무 Risk 사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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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환급세액 

자문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잠재된 환급세액 아이템의 발굴, 실제 환급 자문

세무조사 대응

자문
세무조사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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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of Contact

Sponsoring partner

박대준 대표 

Deals Leader

dae-joon.park@pwc.com 

02-709-8938

김종석 Partner

jong-seok.kim@pwc.com 

02-709-8192

민준선 부대표 

Deals Deputy Leader

joon-seon.min@pwc.com 

02-3781-9683

이승호 부대표 

Assurance Deputy Leader

seung-ho.lee@pwc.com 

02-709-6449

정진송 Partner

jinsong.chung@pwc.com 

02-709-0446

Advisory team

정지원 Partner 
상장유지 지원센터장 

ji-won.jung@pwc.com 

02-3781-9655

이종석 Partner 
기업회생 자문

jong-seok.lee@pwc.com 

02-3781-9148

김 진 Partner 
기업개선계획 자문

jin_4.kim@pwc.com 

02-709-0943

한호성 Partner 

Private Accountant 자문 

hosung.han@pwc.com 

02-709-8956

이창훈 Partner 
Private Accountant 자문

chang-hoon.lee@pwc.com 

02-3781-1755

김광수 Partner 
Tax 자문

kwang.soo.kim@pwc.com 

02-7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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