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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 영업실적입니다. 비교 표시된 과거 실적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영업실적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2017년 3분기 실적” 은 본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예측정보”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환율, 이자율, 물가 등의 변동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신규사업 인수 및 매각 등을 포함한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포함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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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정보(K-IFRS 기준) 
 
영업총이익 (연결 기준) 
 
손익 (연결 기준) 
 
3분기 주요 성과 
 
2017 영업전망 
 



요약 재무정보(K-IFRS 기준) 

16년 3분기 17년 3분기 성장률 16년 3분기 누계 17년 3분기 누계 성장률 

영업총이익  2,363 2,478 5% 7,185 7,171 - 

판관비  2,075 2,127 3% 6,235 6,064 △3% 

영업이익  288 351 22% 950 1,107 17% 

영업외수지 △11 48 - 22 38 73% 

세전이익  277 399 44% 972 1,145 18% 

당기순이익  255 417 64% 686 968 4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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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3분기 17년 3분기 성장률 16년 3분기 누계 17년 3분기 누계 성장률 

  본           사 669 710 6% 1,998 1,977 △1% 

  연결자회사 1,694 1,768 4% 5,187 5,194 - 

  합          계  2,363 2,478 5% 7,185 7,171 - 

 (억원) 

영업총이익 요약 

□ 본사 : 16년 3분기 669억 → 17년 3분기 710억 (41억↑) 

   - 삼성전자,  삼성생명, 한국타이어 등 주요 광고주 대행 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6% 성장 

□ 연결자회사 : 16년 3분기 1,694억 → 17년 3분기 1,768억 (74억↑) 

   -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유럽의 실적 호조로 전년대비 4% 성장 

영업총이익 : 16년 3분기 2,363억 → 17년 3분기 2,478억 (115억↑)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북미 중남미 중동 CIS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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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총이익 | 해외 영업총이익 비중  

해외사업 비중 : 2016년 연간 72%  →  2017년 3분기 누적  72% 

□ 인도, 중남미 등 주요 신흥시장과 유럽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 CIS(전년 3분기 대비 62%↑), 인도(40%), 중남미(30%), 동남아(22%), 유럽(15%) 등 

□ 대외 불확실성으로 중국 실적 하락 

   - 중국(전년 3분기 대비 △17%↓) 

566 
613 

532 

470 

113 
158 

102 124 123 114 108 84 88 83 
45 27 18 18 

16년 3분기 

17년 3분기 

(억원) 

※ 전년 3분기 누계 대비  37%↑ ※ 32%↑ ※ 34%↑ ※ 18%↑ ※ 9%↑ 

※ 펑타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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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총이익 | Non-Samsung 및 디지털 사업 비중 

□Non-Samsung 비중 : 2016년 연간 34%  →  2017년 3분기 누계 29% 

- 본            사  : 16년  28% → 17년 3분기 누계  27% 

- 연결 자회사  : 16년  37% → 17년 3분기 누계  30% 

※ 삼성 그룹 외 광고주 

 2010  2013 2016 2017.3Q YTD  

    디지털 19% 23% 30% 29% 

    BTL  32% 41% 43% 45% 

    리테일 13% 23% 20% 23% 

□디지털 사업 비중 : 2016년 연간  30%  →   2017년 3분기 누계  29%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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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분기 

17년 3분기 

영업이익 : 16년 3분기 288억 → 17년 3분기 351억(63억↑) 

□영업총이익 증가와 경비 절감으로 영업이익 개선 

영업이익(억원) 판관비(억원) 

22% 

351 699 
(경비) 

1,376 
(인건비) 

1,437 
(인건비) 

690 
(경비) 

4% 

2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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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북미), Haven Holidays(유럽), 카카오 모빌리티(국내) 등 

 < 2017년 개발 광고주 > 

3분기 주요 성과 | 신규 광고주 개발 

3분기 개발 광고주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4rtnHt_nWAhVEMY8KHUNXAEwQjRwIBw&url=https://www.myvegasmag.com/business-partners/BOSVIEW/ClearChoice-Dental-Implant-Center/&psig=AOvVaw1wUqQuO7tjmNhoy8awxjoI&ust=150839074178325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url=http://www.kiwimediagroup.com/PR/view.php?idx%3D329%26pg%3D7%26all_count%3D63&psig=AOvVaw1bPhNbWQBazSqb-8F5fYgV&ust=1508323523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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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요 성과 | 광고제 수상 

국내외 주요 광고제 다수 수상 

□ 스파익스아시아 20개 수상 : Gold 2, Silver 6, Bronze 12 

□ 부산국제광고제(Ad Stars) 25개 수상 : Grand prix 1, Gold 3, Silver 11 등 

□ 기타 : Clio(3개), Clio Fashion & Beauty(2개) 등 
 

 < 수상 캠페인 내역 > 

<하만, Block out the Chaos> 
* 스파익스아시아 금상, Cannes 동상 등 

<유니클로, 히트텍윈도우> 
* 스파익스아시아 금상, 클리오 동상, Cannes 동상 등 

<테스코, Safety Bags> 
* 클리오 은상, 스파익스아시아 동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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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영목표 : 영업총이익 연간 3~5% 성장, 영업이익률 개선 

 
 
 

4분기 중점 추진 전략 : 성장 & 내실 

주요 광고주 집중 공략을 통해 

연간 영업총이익 성장 목표 달성 

내실경영을 통해  

영업이익률 지속 개선 

• 주요 광고주 대행물량 증가 추세 

•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고성장 

• 국내, 북미 실적 회복 

• 평창 동계올림픽 효과 

기회요인 위협요인 

• 중국 사업 불확실성 

2017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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