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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영업실적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2017년 4분기 및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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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주요 성과 
 
2018 Outlook 



2016년 4분기 2017년 4분기 성장률 2016년 연간 2017년 연간 성장률 

영업총이익  2,790  2,954  6% 9,974 10,125 2% 

판관비  2,245 2,496 11%    8,479    8,560  1% 

영업이익  545 458 △16% 1,495 1,565 5% 

영업외수지 △239 50 - △217 88 - 

세전이익  306 508 66% 1,278 1,653 29% 

당기순이익  221 315 43% 906 1,284 42% 

요약 재무정보(K-IFRS 기준) 

(억원) 

※ 16.4Q 영업외수지 : 영업권 등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자회사 인수대가 지급 예상액 감소분 △287억 반영 

※ 2017 사업연도 기말 현금배당 : 주당 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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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 16년 연간 2,851억 → 17년 연간 2,811억 (△40억↓) 

   - 삼성화재 등 계열과 SK그룹 등 비계열 대행 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1% 역성장 

□ 연결자회사 : 16년 연간 7,123억 → 17년 연간 7,314억 (191억↑) 

   -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유럽의 실적 호조로 전년대비 3% 성장 

  2016년 4분기 2017년 4분기 성장률 2016년 연간 2017년 연간 성장률 

  본           사 854 834 △2% 2,851 2,811 △1% 

  연결자회사 1,936 2,120 10% 7,123 7,314 3% 

  합          계  2,790 2,954 6% 9,974 10,125 2% 

 (억원) 

영업총이익 요약 

영업총이익 : 2016년   연간 9,974억 → 2017년   연간 10,125억 (151억↑) 
2016년 4분기 2,790억 → 2017년 4분기   2,954억 (1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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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총이익 | 해외 지역별 영업총이익 

해외사업 비중 : 2016년 연간 71%  →  2017년 연간 72%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북미 중남미 중동 CIS 아프리카 

2,375 
2,178 

2,486 

413 
598 

486 383 363 315 411 
135 167 91 87 

(억원) 

2016년 

2017년 2,267 

522 453 410 

□ 인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유럽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인도(전년 대비 32%↑), 중남미(30%), CIS(24%), 동남아(19%), 유럽(10%) 

□ 중국, 북미는 전년 4분기 대비 각 6%, 30% 성장하며 연간 역성장 폭을 만회 
※ 펑타이 전년 4분기 대비 14%↑ 

※ 전년 4분기 대비 30%↑                   ※ 20%              ※△2%                      ※ 2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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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총이익 | Non-Samsung 및 디지털 사업 비중 

□Non-Samsung 비중 : 2016년 연간 34%  →  2017년 연간 31% 

- 본            사  : 16년 28% → 17년 27% 

- 연결 자회사  : 16년 37% → 17년 33% 

※ 삼성 그룹 외 광고주 

□디지털 사업 비중 : 2016년 연간 30%  →  2017년 연간 30% 

 2010  2013 2016 2017 

    디지털 19% 23% 30% 30% 

    BTL  32% 41% 43% 45% 

    리테일 13% 23% 20% 23%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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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영업이익 : 2016년 연간  1,495억 → 2017년 연간  1,565억  (70억↑) 

영업이익 판관비 

2016년 4분기   545억 → 2017년 4분기   458억  (△87억↓) 

5% 

2,830 
(경비) 

2% 1,565 
1,495 2,784 

(경비) 

5,695 
(인건비) 

5,730 
(인건비) 

1% 

(억원) 

※ 4분기 : 인건비 141억↑ 등 판관비 251억↑ 

□영업총이익 증가 및 판관비 효율화로 연간 영업이익 증가 

  - 영업이익률도 16년 15.0% → 17년 15.5%로 전년 대비 0.5%p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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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유럽), Virgin Mobile(중동), 듀퐁(미국), 유한양행(국내) 등 

 < 2017년 개발 광고주 > 

연간 주요 성과 | 신규 광고주 개발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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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r2ZvS4-rYAhVDw7wKHZppANIQjRwIBw&url=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D52405&psig=AOvVaw2PAZlc9lKXnqo2MU9UI4zW&ust=1516683232440523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jA2reFkvDYAhWEupQKHUzpAMUQjRwIBw&url=https://shbc.com.sg/exhibitor-sponsor/exhibitor/msd-pharma-singapore-pte-ltd/&psig=AOvVaw3zYz3cU5_KK5hWUxKUrc9d&ust=1516867515020644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0ko6El_DYAhVFF5QKHWLlAPYQjRwIBw&url=https://churchdwight.com/&psig=AOvVaw33bsaLXVnD8gekHsJejiaM&ust=151686881125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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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요 성과 | 광고제 수상 

주요 광고제 다수 수상 

□ Cannes Lions 11개 수상 :  Silver 1, Bronze 10 

□ London Intl Award 22개 수상 : Gold 8, Silver 4, Bronze 10 

□ 기타 : Spikes Asia(20개), One Show(19개), New York Festivals(7개) 등 

 < 수상 캠페인 내역 > 

< 하만, Block Out the Chaos > 
* Cannes 동상, Spikes Asia 금상 등 

< 아디다스, Breaking the Pattern > 
* Cannes 은상, London Intl Awards 동상 등 

< 유니클로, 히트텍윈도우 > 
* Cannes 동상, Spikes Asia 금상 등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J9s3KhevYAhUEOJQKHQEJBAEQjRwIBw&url=https://www.adic.or.kr/journal/column/show.do?ukey%3D472132&psig=AOvVaw0WRuQXrpB9LbrQJfWhp-vB&ust=151669237188737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url=http://winners.epica-awards.com/2017/winner/47-03372-PRE/cheil-worldwide-hong-kong/block-out-the-chaos-wife-daughter&psig=AOvVaw1Uxv972RHPKkS-mq32bgKy&ust=1516692703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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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utlook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펀더멘털 강화” 
2018년 경영 목표 : 영업총이익  7~10% + M&A 추가 성장, 영업이익률 지속 개선 

• 선진국과 신흥국 동반 경기 회복세 

• 주요 광고주 대행물량 증가 추세 

기회요인 위협요인 

• 중국/한국 회복세 지연 

• 기존 클라이언트 마케팅 예산 효율화 추세 

 
 
 

미래사업 기반 확보 

내실경영 지속 

• 디지털 미디어/데이터/이커머스 역량 확보 

• 본사주도/로컬주도 M&A 적극 추진 

• 연결자회사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익성 지속 개선 

• 프로젝트 관리 수준 강화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 디지털/리테일 사업 고도화 및 성공사례 창출  

• B2B, 닷컴 운영 등 주요 광고주 대행영역 확장  

주주환원 제고 

• 배당 등 주주환원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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