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수하기
사업체를 매수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사업체를 찾아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 평가
특정 사업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동 사업체의 상태와 가능성을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
•
•
•

건물, 설비 및 재고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나?
사업체의 평판이 좋은가?
사업체의 가시성 및 접근성이 어떤가? 위치가 시내인가, 교외인가? 공급업체 및 고객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할 발송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나? 매출이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나?
거래하는 공급업체 및 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양호한가?

거래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울 경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하십시오!

사업체 매수 가격의 산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체를 매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아십시오. 매매 협상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예산과 사업체의 가치를 고수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가치가 얼마인가?
•
•
•

건물, 설비, 제품 등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십시오.
사업체의 재무제표, 연례보고서, 지적 재산(특허권, 상표 등) 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평판, 고객 명단, 인적 자원의 질 등도 모든 사업체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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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체의 평판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이미 수익을 내오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더
수용적입니다.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
•
•
•
•

사업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업종에 속하고, 여러분이 판매할 자신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체를 매수하십시오.
가격이 아니라 투자수익률에 입각하여 매수하십시오.
현재 가진 돈의 전부를 사업체 매수에 쓰지 마십시오.
특정 사업체를 매수하기 전에, 동 사업체의 공급업체, 고객 및 평판을 조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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