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이스트소프트  2분기 사업실적 

내일의 상상을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Disclaimer 

본 자료의 2015년 및 비교 표시된 2014년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결산자료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전망과 관련된 자료는 이스트소프트 내부적인 시장 전망 및 사업환경 분석에 기초한 수치로 경영환경 및 사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영업성과의 결과치는 본 자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 전망, 미래 관련 정보만을 믿고 이 정보에만 의존한 투자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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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매출 

9,754  
10,349  10,136  

12,635  

10,535 
11,16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구 분 증감액 증감율 

매출액(연결) 815 7.9% 

사업별 매출 

게임 3,620  3,317  

14Y 2Q 15Y 2Q 

YoY  

증감액 : - 303백만원  

증감율 : - 8.4% 

SW 

포털 2,981  

4,044  

14Y 2Q 15Y 2Q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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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  

증감액 : 55백만원  

증감율 : 1.5% 

3,803  3,748  

14Y 2Q 15Y 2Q 

YoY  

증감액 : 1,063백만원  

증감율 : 35.7% 

2015년 2분기 사업실적(연결기준)(1) 
   

2015 2Q  Financial Information 

 

2014년 2015년 

Y o Y 



영업이익/순이익 

-625  
-515  

-866  

392  

-844  

-6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 영업이익 2015 영억이익 

Remark 
    

· 15년 2분기 연결매출은 직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7.9%, 6.0%  증가, 

    비용 역시 큰  변동이 없어 손익부분 크게 개선.  
     

· 게임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광고매출 성장에 따라 포털 매출 급증 
    ※ 줌인터넷 최초 분기 흑자 달성 
 

· 3분기는 SW  매출 비수기에 대비하여, 방학 · 휴가 등에 따른 국내 게임 매 

   출 증가 및 카발2 신규 해외매출(북미) 그리고 포털 부분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중점을 두어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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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2015년 2분기 사업실적(연결기준)(2) 
   

2015 2Q  Financial Information 

 

-679  

-999  -935  

584  

-1,103  

-20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 순이익 2015 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감액 증감율 

영엽이익(연결) 453 88.0% 

순이익(연결) 795 79.6% 

Y o Y 
[단위 : 백만원] 



영업비용 

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 
기타비용 

무형자산상각비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 YoY 

총 영업비용 10,864 11,226 3.3% 

인건비 6,520 6,581 0.9% 

감가상각비 469 581 23.9%  

마케팅비 380 310 -15.8% 

 무형자산상각비 253 213 -18.4% 

 기타비용 3,541 3,242 9.2% 

[단위 : 백만원] 

※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주요 기타비용은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외주용역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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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4.3% 

3.5% 

29.8% 

2.3% 

58.6% 

1.9% 

31.5% 

5.2% 

2.8% 

10,864 
11,226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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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무상태표 

과목 2015년 2분기 2014년 

유동자산 23,992 23,517 

비유동자산 51,963 53,036 

자산총계 75,956 76,552 

유동부채 14,824 29,619 

비유동부채 35,217 20,147 

부채총계 50,041 49,766 

지배기업지분 26,642 27,459 

자본금 4,950 2,475 

자본잉여금 7,657 7,693 

기타자본항목 (1,873) (2,0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76 318 

이익잉여금 15,532 16,797 

비지배지분 (727) (673) 

자본총계 25,915 26,789 

자본 및 부채총계 75,956 76,552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과목 2015년 2분기 2014년 2분기 

매출액 11,163 10,349 

매출원가 7,845 6,676 

매출총이익 3,319 3,674 

판매비와 관리비 3,381 4,188 

영업이익 (62) (515) 

금융수익 183 64 

금융비용 176 728 

기타이익 40 118 

기타비용 19 35 

 지분법손실 29 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익 (64) (1,166) 

법인세비용 140 (167) 

당기순이익 (204) (99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11) (925) 

비지배지분 7 (75)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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