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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져, LG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근거 설명한 프레젠테이션 배포 
 

LG 의 인적분할 계획이 회사의 해결되지 않은 밸류에이션 갭을 지속시키고 부실한 지배구조를 드러내며 

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주주들에게 www.ABetterLG.com 을 방문하여 2021 년 3 월 26 일에 있을 중대한 표결에 앞서 

인적분할에 대한 화이트박스의 분석내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 

 

뉴욕 & 런던—2021 년 3 월 3 일—(BUSINESS WIRE)—주식회사 엘지(KRW: 003550)(이하 “LG” 또는 

“회사”)의 장기 주주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져 엘엘씨(계열사와 통칭하여, 이하 “화이트박스” 또는 “저희”)는 

㈜엘지하우시스, LG 엠엠에이주식회사, ㈜실리콘웍스, ㈜LG 상사 및 ㈜판토스에 대한 회사의 직 · 간접적 

지분으로 구성된 신규 지주회사를 인적분할(이하 “인적분할”)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근거를 상세히 기술한 

프레젠테이션을 금일 배포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화이트박스는 2021 년 3 월 26 일로 예정된 LG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LG 의 주주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저희 프레젠테이션 

전문을 확인하시고 향후 업데이트 수신을 위한 등록 목적으로 www.ABetterLG.com 를 방문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저희의 프레젠테이션은 주주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다음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인적분할에 반대하는 근거 

 

o 저희는 인적분할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언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희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인적분할은 LG 를 단순화하는데 거의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배당금, 

로열티 및 현금 보유량을 과도하게 희생시켜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신규 지주회사를 만들 

뿐입니다.  

 

인적분할은 자산 대비 전례 없는 수준의 할인율이라는 LG 의 가장 시급한 이슈를 영구화 할 

뿐입니다. 인적분할이 발표된 후 NAV 대비 할인율이 사상 최저치인 70%까지 벌어졌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o 인적분할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은 LG 의 기업지배구조에  타격을 줍니다. 여러 잠재적인 대안과 

비(非)계열사 간 거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가족 승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수익을 희생시키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 총수일가 및 소액주주들 간의 이해충돌 

 

http://www.abetterlg.com/
https://abetterlg.com/wp-content/uploads/2021/03/LG-Corp-Whitebox-Presentation-03.03.21-FINAL.pdf
https://abetterlg.com/wp-content/uploads/2021/03/LG-Corp-Whitebox-Presentation-03.03.21-FINAL.pdf
http://www.abetter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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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희는 인적분할이 이사회와 LG 의 소액주주들 간의 심대한 이해충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o 저희는 인적분할이 승계문제의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이며, 이를 통해 제안된 지배구조는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신설법인으로의 경영권 분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저희는 인적분할 이후에 신설법인의 회장인 구본준 고문의 신설법인 지분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도록 주식교환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 LG 이사회 내 기업지배구조 관행상의 결함 

 

o 저희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은 인적분할이 LG 의 기업지배구조기준 상의 결함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만약 LG 가 글로벌 모범사례를 따랐다면 인적분할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o LG 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가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대에 글로벌 

모범사례들은 물론 국내 경쟁기업들과 비교할 때에도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뒤쳐집니다. 

 
 

화이트박스는 모든 주주와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LG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밸류에이션 갭을 감소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더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는 LG 가 부실하게 계획된 본 인적분할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 

 

화이트박스 소개 

 

화이트박스는 공공기관, 사기업 및 개인적격투자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최적의 

위험조정수익률을 도모하는 멀티전략 대체자산 운용사입니다. 1999 년에 설립된 화이트박스는 자문하는 

펀드, 투자기구 및 기관 투자일임계좌를 통하여 다양한 자산 형태, 지역 및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약 55 억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며 미네아폴리스, 오스틴, 뉴욕, 런던과 시드니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면책사항 

 

본 내용은 2021 년 3 월 26 일에 개최 예정인 회사의 주주총회(“주총")에서 주주들에게 상정될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들로 하여금 Whitebox 또는 제 3 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Whitebox 는 그 어떤 

형태로든 회사의 주주들로 하여금 주총을 위해 Whitebox 에게 위임장을 제공하거나 송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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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담당: 

 
Georgeson 
Cas Sydorowitz / Nicholas Laugier, +44 (0) 207 019 7002 
cas.sydorowitz@georgeson.com / nicholas.laugier1@georgeson.com  
 

언론사 담당: 

 
Profile 
Charlotte Kiaie / Bela Kirpalani, 347-343-2999 
ckiaie@profileadvisors.com / bkirpalani@profileadvis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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