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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Corporate Trading 개념을 만들어낸 Active International은 

30여 년 동안 줄곧 동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고, 이제는 14개 국가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Fortune 500대 기업 중 70% 이상이 저희 Active International의
Corporate Trading Service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의 기업들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Active International만이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서비스가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Alan S. Elkin
CEO / Chairman

For more than 35 years, Active International has built its reputation on an un-
wavering commitment to create the maximum economic value for its clients.

As the world’s largest corporate trading firm, our diverse capabilities and 
scale of operations are matched only by the shared vision and beliefs of our 
network of employees in 16 countries – professionals who set the standard 
for others to follow. Their passion and energy serve as a catalyst for intro-
ducing the powerful benefits of corporate trade to thousands of companies 
large and small.

We understand that the key to our continued success is based on our tradi-
tion of keeping promises and creating real and lasting value for our clients. We  
are committed to serving their best interests, strengthening our core prod-
ucts and services, and delivering new and innovative solutions that antici-
pate our clients’ changing needs and exceed their expectations.

We invite you to put our global team to work for your business. We are con-
fident you will be impressed with the results.

Alan S. Elkin
Co-founder,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세계 최초ㆍ최고의 Corporate Trading Service -

Active International Overview

1984년에 설립한 세계 최초의 Coporate Trading 회사

동 업계 1위 업체(Market Share: 55%)

•총 취급규모(기업자산 매입액) : 15억불(2018년도 기준)

•총 MEDIA 취급규모 : 12억불(2018년도 기준)

전세계 14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미     주 : U. S. A, Canada, Mexico, Chile

•유     럽 : U.K, France, Germany, Hungary, Poland, Spain, Italy

•아 시 아 :  Australia, Chin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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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본       사  l   One Blue Hill Plaza Pearl River, NY 10965 USA

l  한국지사  l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도심공항타워 23층

12 억불

총 MEDIA 취급규모 

2018년도 거래 실적15 억불

총 취급규모 (기업자산 매입액)

2018년도 거래 실적

2011년, Active International의 한국법인이 설립된 이래 한국 시장에서도 많은 기업고객

들이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의류, 식품, 화장품, 의약품, 완구, 골프장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 액티브인터내쇼날의 Business Model을 활용하여 경영상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막대한 재무적 혜택을 봄으로써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부실화된 자산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희 액티브인터내쇼날의 Business Model은 고객사의 부실 자산을 적정한 가치로 되살려 

주는 것입니다.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재고, 수금이 안되는 채권, 쓸모없이 비어 있는 

건물, 못쓰는 설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고객에게 저희 액티브인터내쇼날이 해결

책을 드릴 것입니다.

액티브인터내쇼날의 Corporate Trading Know-How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티브인터내쇼날 한국지사 



어떤 경우에 유용한 Business Model인가? 

Model Cases

제조업체는 엄격한 재고관리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부실자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수요변화로 빗나간 판매 예측, 경쟁제품의 등장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다양한 이유로 

부실자산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되지 않은 사무실 공간, 고객 없는 호텔방, 비행기의 빈 좌석, 팔리지 않은 공연 티켓 등…

일반적으로 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실화된 자산 가치를 정상적인 가치로 환원시켜 처분해주고, 

그 가치만큼의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Active International의 Corporate Trading Business Model입니다. 

Active International만의 특화된 Business Model을 활용하면 기업은  

부실자산으로 인한 어려움과 처분 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Win Win Business Model
Corporate Trading이란? 

>> 부실자산의 재판매(Remarketing)

아무리 부실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고객은 자신의 제품이 어떻게 팔릴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ctive International은 고객의 

유통질서 유지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합니다. Active International이 취득

한 모든 재고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합의된 채널을 통해서만 처분됩니다. 

Active International만이 가지고 있는 Global Remarketing Network은 

고객의 어떠한 요구조건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   부실자산을 광고비 또는 기타 필요한 재화로 전환

고객사는 부실한 자산을 Active International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광고미디어, 또는 기타 고객사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소멸된 가치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Active International의 광고 미

디어 공급능력은 미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사례 ❶

세계적인 전자제품 회사인 A사의 경우, 특정 TV 모델의 판매가 부진하여 

4,000여대(대당 $2,000)가 재고로 쌓이게 되었다. TV는 제품의 특성상 

날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억지로 처분할 경우 4백만불 이상의 

판매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액티브인터내쇼날의 솔루션

Active는 TV전량을 대형 호텔체인인 B사에 판매해 주고 대신 A사가 이

를 다른 제품 광고에 쓰도록 함으로써 판매가 어렵던 재고를 처분할 수 

있었고 아울러 불가피해보였던 재고처분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❷

M자동차 회사는 Major Rental Car 회사에 자사의 자동차를 대량 판매하고 

싶으나, M자동차 Brand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로 구매를 

기피하고, 구매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Rental Car 회사의 과도한 가격

인하요구 때문에 Business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액티브인터내쇼날의 솔루션

M자동차는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희생없이 Active를 통해 성공적

으로 Major Rental Car 회사인 E Rental Car에 대량의 차량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판매예측 실패, 거래선과의 문제 등으로 발생된  

과잉재고나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분

최소한 장부가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 잠재손실을 피할 수 있음

모델 CHANGE, 제품 유효기간 임박 등으로 인한  

구모델 재고의 효과적인 처리

구모델 재고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그 재원을 신모델 

광고에 사용하도록 함

CASH FLOW의 획기적 개선

활용성이 낮은 고정자산이나 부실자산을 처분하여 광고비로 

전용함. 예를 들어 사무실이나 창고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호텔방이나 항공사 빈 좌석 등을 매각하고 이를 광고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미개척시장에의 진출

고객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장에 진출 가능.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는 Rental Car 회사, TV의 경우는  

대형 Hotel Chain 등 특정 Account에 판매를 확대할 수 있고,  

Active의 글로벌 네트웍을 활용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음

경제적 구매기회

Active가 보유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사의 부실자산과 

교환하여 보다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하게 함

Corporate Trading의 유용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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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Clients
누가 Active와 거래하는가? Active International

Mexico / Mexico City
Active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
Tel: 5255-8503-6300

Poland / Warsaw
Active International Poland Sp. z o. o.
Tel: 48-22-745-01-20

Spain / Madrid
 Active International Corporate 
Trading Espana S.L.
Tel: (011)34-91-572-6855 

United Kingdom / London
Active International Limited
Tel: 44-207-520-6666

Italy / Milano
Active International S.P.L          
Tel: 39-0284541119

China / Beijing
Active International (Beijing) Ltd
Tel: (011)86-5-813-8032

France / Paris
Active International (Europe) S.A.R.L.
Tel: 331-4504-3290

Germany / Düsseldorf
Active International GmbH
Tel: 49-211-36708-0

Hungary / Budapest
Active Media Services -Central Europe Group 
’92H Trading Enterprises and Agency LLC
Tel: 361-361-4030

Korea / Seoul
Active International lnc. (Korea)
Tel: 82-2-2016-6091

USA / Pearl River, NY
Active Media Services, Inc.
Tel: 845-735-1700

Australia / North Sydney
Active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Tel: 61-2-9466-9166

Canada / Toronto
Active Media Services (Canada) Inc.
Tel: 416-226-8650

Chile / Santiago
Active International Chile Ltda.          
Tel: 56-2-24345317

Corporate headquarters

Off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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