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션 월드와이드 

2016년 1분기 실적발표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 영업실적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2016년도 1분기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제시된 자료의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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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분기 실적 요약 

“국내외 성장에 따른 견실한 2016년 1분기 실적 달성” 

· 매         출 : 2,751 억원 (+21.1%) 
 
· 매출총이익 :   889 억원 (+27.5%) 
                        - CANVAS 96억원 
 

· 영 업  이 익 :   201 억원 (+12.1%) 
 
· 세 전  이 익 :   248 억원 (+16.0%) 
 
· 당기순이익 :    173 억원 (+ 11.4%) 

 ※ 지배주주순이익 150억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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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1분기 실적분석 – 전사 요약 

(단위 : 백만원) 

 ■ 글로벌 마케팅 강화, 신차출시 및 비계열 확장에 따른 국내외 성장 
 
 ■ Canvas Worldwide의 미디어 직대행 사업 개시(’16년 1월 개시) 

매출총이익 

88,849 

(+36.1%) 

 69,676  

 88,849  

’15.1Q ’16.1Q 

9,638 (+13.8%) 

9,535(+13.7%) 

기존사업 Canvas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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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136억원  
(+11.9%) 

기타 : 58억원(+11.9%) 

중국 : 41억원 (△1.0%) 미주 : 391억원 (+60.9%) 
※ CANVAS제외時  294억(+21.2%) 

HQ :  267억원(+11.2%) 

2. 2016년 1분기 실적분석 – 지역별 현황 

미  주 
미국(미국법인, 캔버스) /  캐나다 / 브라질  
멕시코 

유  럽 영국 / 독일 / 이태리 / 스페인 / 프랑스 

중  국 북경 / 상해 (2개사), 북광 (지분법) 

기  타 러시아 /터키 /인도 / 호주 / 중동  

※ 해외 자회사 

 본         사 : 267억원  

                        (+11.2%) 
 
 

 해외자회사 : 622억원 
                        (+36.1%) 

※ 지역별 매출총이익 기여도 

28% 

42% 

15% 

9% 
6% 

본사 미주 유럽 중국 이머징 

* 

*북광(지분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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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6 
17,311 

'15.1Q '16.1Q

2. 2016년 1분기 실적분석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15.1Q '16.1Q

+ 12.1% 

(단위 : 백만원) 

+ 11.4% 

38,231 
49,239 

13,512 

19,501 

'15.1Q '16.1Q

인건비 경상비 

51,743 

68,740 + 32.8% 

※ 상기 인건비는 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한 수치임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1,881 

20,109 

캔버스 영업손실 

· 판관비 : 687억원 (+32.8%) 

  - 인건비 : 492억원 (+28.8%) 

  - 경상비 : 195억원 (+44.3%) 

      ※ 캔버스 판관비 : 115억원 (인건비 64억원, 경상비 51억원) 

17,933 

· 영업이익 : 201억원 (+12.1%) 
   ※ 캔버스 영업손실 : △19억원 (법인실립초기비용 30억원 발생) 

· 당기순이익 : 173억원 (+11.4%) 

    ※ 지배주주순이익 150억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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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1분기 사업 현황 - 광고주 현황 

식음료/제약 

철강/건설/조선 

금융 

항공/교육/서비스 

통신/인터넷/ 게임/스포츠 

패션/화장품/가구 

자동차/자동차 부품 

신규 영입 광고주 
  

 ■ 국내 : 비계열 광고주 비중 33% 

Emerging Markets Americas Region Europe Region China  
 

 ■ 해외 : 비계열 광고주 비중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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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481  
 257,745  

 317,664  

2013 2014 2015 2015.1Q 2016.1Q

3. 2016년 1분기 사업 현황 - 매출총이익 추이 

CAGR 10.3% 
(2013~2015) 

(단위 : 백만원) 

88,849 
(’15.1Q 比+27.5%) 

6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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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미국 미디어 JV(Canvas Worldwide) 지속되는 신차 라인업 1 

3 

2 

2016 슈퍼볼 
(2월) 

유로 2016 
(6월~7월) 

리오올림픽 
(8월) 

미국 미디어 사업  
추가 수익 기대 

디지털 분야 투자 및 대행 확대 4 

4. 2016 이노션 전략 및 전망 



1,429 1,345 

1,320 1,232 

197 213 

390 359 

701 615 

32 45 

110 113 

22 16 

88 97 

806 729 

789 709 

700 606 

89 103 

17 20 

14 15 

3 5 

623 617 

연결 재무상태표 (K-IFRS) 

Appendix. 요약 재무상태표  



Appendix. 요약 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 (K-IFRS) 

988 227 275 +21.1% 

670 157 186 

318 70 89 +27.5% 

as % of revenue 32.2% 30.8% 32.4% 

 319 70 79 +13.7% 

       as % of revenue 32.2% 30.8% 28.8% 

225 52 69 

93 18 20 +12.1% 

as % of revenue 9.4% 7.9% 7.3% 

93 18 22 +22.6% 

 as % of revenue 9.4% 7.9% 8.0% 

15 3 5 +42.1% 

107 21 25 +16.0% 

29 6 8 

78 15 17 + 11.4% 

as % of revenue 7.9% 6.6% 6.2% 

70 14 15 +9.3%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