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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영업실적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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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업전망 
 



요약 재무정보(K-IFRS 기준) 

16년  
3분기 누계 

15년  
3분기 누계 

성장률 
16년 
3분기 

15년 
3분기 

성장률 

영업총이익  7,185 6,837 5% 2,363  2,365  △0.1% 

판관비  6,235    5,903  6% 2,075  2,094  △1% 

영업이익  950 934 2% 288 271 6% 

영업외수지 22 103 △79% △11 16 - 

세전이익  972 1,037 △6% 277 287 △4% 

당기순이익  686 695 △1% 255 178 43% 

(억원) 

※ 세전이익 : 15년 2분기 종합화학 지분매각 이익(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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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3분기 누계 15년 3분기 누계 성장률 16년 3분기 15년 3분기 성장률 

  본           사 1,998 1,841 9% 669 632 6% 

  연결자회사 5,187 4,996 4% 1,694 1,733 △2% 

  합          계  7,185 6,837 5% 2,363 2,365 △0.1% 

 (억원) 

영업총이익 요약 

□ 본사 : 15년 3분기 632억 → 16년 3분기 669억 (37억↑) 

  - 삼성전자 및 비계열 대행 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6% 성장 

□ 연결자회사 : 15년 3분기 1,733억 → 16년 3분기 1,694억 (39억↓) 

  - 올림픽 이벤트로 중남미는 성장했으나, 북미 실적 감소로 전년대비 2% 역성장 

영업총이익 : 15년 3분기 2,365억 → 16년 3분기 2,363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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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총이익 | 해외 영업총이익 비중 유지  

해외사업 비중 : 2015년 연간 72%  →  2016년 3분기 누적  72% 

□ 중남미,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중남미(전년 3분기 대비 62%↑), 인도(12%↑), 동남아(9%↑) 등 

□ 비계열 대행물량 감소로 북미, 중국 실적 하락 

  - 북미(전년 3분기 대비 38%↓), 중국(3%↓) 등 

545 566 582 
532 

197 

123 101 113 94 102 84 52 83 91 
27 35 18 25 

15년 3분기 

16년 3분기 (억원) 

※ 아이리스 5%↓(파운드 환율효과 제거 시, 17%↑) 

※ 펑타이 2%↓ 

중국 유럽 북미 인도 동남아 중남미 중동 CIS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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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총이익 | Non-Samsung 및 디지털 사업 비중 지속 증가   

□Non-Samsung 비중 : 2015년 연간 35%  →  2016년 3분기 누계 35% 

- 본            사  : 15년  28% → 16년 3분기 누계  29% 

- 연결 자회사  : 15년  37% → 16년 3분기 누계  38% 

※ 삼성 그룹 외 광고주 

 2010  2012 2015 2016.3Q YTD  

    디지털 19% 21% 28% 30% 

    BTL  32% 35% 43% 43% 

    리테일 13% 19% 25% 21% 

□디지털 사업 비중 : 2015년 연간  28%  →   2016년 3분기 누계  30%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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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분기 

16년 3분기 

영업이익 : 15년 3분기 271억 → 16년 3분기 288억(17억↑) 

□본사 및 중남미 영업총이익 증가와 판관비 절감으로 영업이익 개선 

  - 본사 경비 증가에도 인건비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판관비 19억 감소 

영업이익(억원) 판관비(억원) 

6% 

288 661 
(경비) 

1,433 
(인건비) 

1,376 
(인건비) 

699 
(경비) 

△4% 

27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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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요 성과 | 신규 광고주 

□11번가(태국), GNC(북미), 인피티니(중국), 동아제약(홍콩) 등 신규 광고주 개발 지속 

 < 2016년 개발 광고주 > 

3분기 개발 광고주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t6efYme3NAhXBEpQKHZOkCTAQjRwIBw&url=http://no1hsk.co.kr/&bvm=bv.126130881,d.dGo&psig=AFQjCNF011fioiLhQgdZ9zBe4NS1CkzuYw&ust=146838796526397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6sN2Mmu3NAhXCk5QKHaw_B4kQjRwIBw&url=http://ssgblog.com/%EB%8C%80%ED%95%9C%EB%AF%BC%EA%B5%AD-%EC%B2%AB%EB%B2%88%EC%A7%B8-%EC%87%BC%ED%95%91-%ED%85%8C%EB%A7%88%ED%8C%8C%ED%81%AC-%E3%80%8C%EC%8A%A4%ED%83%80%ED%95%84%EB%93%9C-%ED%95%98/&bvm=bv.126130881,d.dGo&psig=AFQjCNFn6oYDwrFfayXOlOpIVLDgUPOl4g&ust=146838809983928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vu46wpeHPAhVCQY8KHVH9BScQjRwIBw&url=http://thenewswheel.com/behind-badge-is-infiniti-emblem-road-or-mountain/&psig=AFQjCNEg-Daf7zQkRUtEJbGXBxjNt-sVCg&ust=1476774895124658


10 

3분기 주요 성과 | 광고제 수상 

국내외 주요 광고제 다수 수상 

□ 스파익스아시아 5개 수상 : Spike 1개, Silver 1개, Bronze 3개 

□ 부산국제광고제(Ad Stars) 18개 수상 : Gold 2개, Silver 6개, Bronze 10개 

□ Campaign Brief Asia 선정 가장 주목 받는 광고회사 9위 선정 등 
 

<EBS, 힐링 모의고사> 
* 스파익스아시아, AdStars 등 

<삼성전자, #BeFearless> 
* 스파익스아시아, AdStars 

 < 수상 캠페인 내역 > 

< 통일부, 통일의 피아노 > 
* Cannes, 스파익스아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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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영업전망 

2016년 영업전망 : 2015년 대비 영업총이익 4~5% 성장, 영업이익률 개선 

 
 
 

4분기 중점 추진 전략 : 성장 & 내실 

중장기 성장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내실경영을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 인도 등 신흥시장 성장세 지속 

기회요인 위협요인 

• 북미 시장의 실적 회복세 지연 등 

• 갤럭시노트7  영향 
※ 갤럭시S7 등 대체 마케팅을 통해 영향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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