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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 
 

본 자료의 2015년 3분기 및 비교 표시된 2014년 3분기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결산자료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전망과 관련된 자료는 플랜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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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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플랜티넷 법인설립일 2000. 06. 01 

대표이사 김태주 임직원수 101명 (본사, 2015. 09. 30 기준) 

주요사업 
- 유해콘텐츠차단서비스 
- 미디어/콘텐츠 
- 신기술 투자 

자본금 4,480백만원(896만주, 액면가 500원) 

지배주주 김태주 등 30.92%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 유스페이스2 A동 6층 (판교테크노밸리) 

2015년 03월 : 성실납세자 인증(경기도) 
2014년 12월 : 정보문화사회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11월 : 2014 ‘기술경영 우수기업 포상’ 중소기업부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수상 
          07월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10월 : 유망중소기업 인증(경기도) 
          03월 : 자녀 스마트폰 관리 및 유해물 차단을 위한 ㈜LG유플러스 ‘자녀폰지킴이’ 출시 
          03월 : 제47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상 표창 
2012년 05월 : 자녀 스마트폰 관리 및 유해물 차단을 위한 ㈜KT ‘올레자녀폰안심’ 출시 
          04월 : 본점 이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 유스페이스2 A동 6층) 
2011년 10월 : 디지털콘텐츠유통사 ‘㈜에이앤지모즈’ 인수 
2009년 01월 : 국내 최초로 IPTV 기반의 ‘매장영상’ 상용서비스 시작 
2008년 06월 : 2008 ‘멀티미디어기술대상’ 방송통신위원장상 수상 
          05월 : 벤처캐피탈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설립 
2007년 05월 : 디지털매거진 유통사 ‘㈜모아진’ 설립 
2005년 06월 : 코스닥시장 상장 
2000년 06월 : ㈜플랜티넷 설립(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0-2 대송빌딩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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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인 660만 DB의 인터넷 유해콘텐츠(성인, 자살, 도박, 마약 등)를 별도 SW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차단하는 세계 유일의 유무선통신 부가서비스 
 
• 유선 : KT(크린아이, 타임코디), SKB(가디언), LGU+(부모안심) 및 케이블인터넷사업자 
• 무선 : KT(자녀폰안심, 키즈알115요금제), LGU+(자녀폰지킴이)  
• 해외 : 대만 중화전신(유선 서비스 중, 무선 서비스 준비 중),  
          베트남 VNPT(유선 서비스 중), 말레이시아 MAXIS(무선 서비스 준비 중) 
 
 

유해물차단서비스 부문 

미디어/콘텐츠 사업부문 

신기술 투자부문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플랜티넷의 신성장동력 
우수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UNIQUE & BEST’ 모토의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 
 
• 매장 디지털음악, 영상 : GS25, 카페베네, 엘지전자, 이마트 등 170여 브랜드/26,000여 개 매장 
• 음원, 영화콘텐츠 유통 : 자회사 ‘에이앤지모즈’를 통해 음원/음반 및 영화 VOD 콘텐츠 유통과 배급 
• 디지털매거진/e-Book : 자회사 ‘모아진’을 통해 국내 최대(280여 종) 디지털매거진/e-Book 제작과 유통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통한 무한성장을 꿈꾸고 있는 플랜티넷은 서강대학교, KMW(코스닥)와 함께 설립한 
창업투자회사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꿈이 있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相生의 VISION을 만들고 있음 
 
• 신기술/창업투자 : 자회사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벤처캐피탈)’를 통한 적극적 신기술창업투자 
• 문화콘텐츠 투자 : 200억원규모 문화콘텐츠펀드 지온콘텐츠펀드3호 출자로 우수콘텐츠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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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E)

해외계열사

국내계열사

플랜티넷

22,768 

※ 2006~2009 매출액은 K-GAAP 기준입니다. 

※ 2010 이후의 매출액은 K-IFRS 연결기준입니다. 

※ 2015 매출액은 회사의 공식 가이던스가 아니며, 성장의 예시입니다. 

19,349 

15,217 

12,990 

19,619 

21,808 

25,523 

28,453 

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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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3Q 2014 3Q 

증감액(증감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5,508 100.0% 5,310 100.0% 197(3.7%) 

  본사 3,198 58.1% 3,160 59.5% 38(1.2%) 

  국내계열사 1,587 28.8% 1,066 20.1% 521(48.9%) 

  해외계열사 723 13.1% 1,084 20.4% -361(-33.3%) 

영업이익 353 6.4% 272 5.1% 81(29.9%) 

당기순이익 1,383 25.1% 88 1.7% 1,295(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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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매출 & 이익 

(단위:백만원) •본사 및 국내계열사 실적 향상에 따라 전체 매출 증가. 

•영업외수익에서 자회사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의 조합운영성과에 따른 

 지분법이익 약 8.8억원이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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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구분 
2015 3Q 2014 3Q 

증감액(증감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업비용 5,154 100.0% 5,038 100.0% 116(2.3%) 

  종업원급여 2,642 51.3% 2,373 47.1% 269(11.3%) 

  상품,기타구입비용 29 0.6% 46 0.9% -17(-37.0%) 

  지급수수료 692 13.4% 1,002 19.9% -310(-30.9%) 

  감가상각비,상각비 479 9.3% 470 9.3% 9(1.9%) 

  소모품비 35 0.7% 51 1.0% -16(-31.3%) 

  임차료 112 2.2% 107 2.1% 5(4.6%) 

  외주비 667 12.9% 473 9.4% 194(41.1%) 

  기타영업비용 499 9.7% 517 1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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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 종업원급여에는 급여, 퇴직연금급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기타영업비용은 광고선전비, 접대비, 통신비 등임. 

 

 

 
 



Chapter 03. 

Growth Strategy 핵심사업 다각화 

P 09 

Wire(초고속인터넷)  Wireless(스마트폰) 

- KT ‘자녀폰안심’ 2012. 06 런칭, LGU+ ‘자녀폰지킴이 2013.03 런칭 

- 2013.11 KT 키즈요금상품(키즈알115) 서비스 탑재 

B2C(개인용/가정용)  B2G, B2B (공공/기업망) 

- 초중고 전산망 유해차단 전국 확대 전망 (2011 경기도 10억 프로젝트 경험) 

- 망 구축형 웹트래픽 모니터링/관제 솔루션 ‘넷가드2.0’ 출시 – 학내 전산망 등 신 시장 

Domestic(국내)  Global (해외) 

- 말레이시아 Maxis & 대만 중화전신 모바일 서비스 런칭 예정 

- 유선차단보다 해외진출 용이한 구조 

新 사업 매장 배경음악/영상 서비스 등 호조 

- BGM 및 영상서비스 매년 30% 이상 성장, 일본은 연간 7천억~8천억 시장 형성  

- GS25, 카페베네, 엘지전자, 이마트 등 170여 브랜드/26,000여 개 매장 

4 

1 
2 

3 

핵심사업 다각화로 외형과 이익의 동반 확대 추구 



Chapter 04. 

Appendix 요약 연결재무정보 

P 10 

과  목  2014 2013 2012 

유동자산 30,805 37,506 32,911 

비유동자산 48,382 44,501 45,341 

자산총계 79,187 82,006 78,252 

유동부채 5,586 5,716 6,477 

비유동부채 473 546 752 

부채총계 6,059 6,262 7,229 

지배기업지분 68,812 71,749 66,940 

  자본금 4,480 4,480 4,480 

  자본잉여금 23,913 23,913 23,936 

  기타자본항목 -5,159 -4,118 -6,7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41 362 312 

  이익잉여금 44,837 47,112 44,912 

비지배지분 4,316 3,995 4,083 

자본총계 73,128 75,744 71,023 

자본및부채총계 79,187 82,006 78,252 

과  목  2014 2013 2012 

매출액 23,340 28,453 25,523 

영업비용 21,765 24,924 22,520 

영업이익 1,575 3,529 3,004 

기타영업외수익 79 166 260 

기타영업외비용 919 1,289 325 

금융수익 480 5,263 7,315 

금융비용 202 118 182 

지분법이익 150 - 52 

지분법손실 263 914 444 

관계기업투자 
처분이익 - - 678 

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 - - 1,080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899 6,637 9,277 

법인세비용 171 1,562 1,949 

당기순이익 728 5,074 7,327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Chapter 04. 

Appendix 주요 투자지표 

P 11 

과목  산식 2014 2013 2012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X 100 551.5% 656.1% 508.1%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기자본 X 100 8.3% 8.3% 10.2% 

유보율 잉여금 / 납입자본금 X 100 1534.6% 1585.4% 1536.8% 

과목  산식 2014 2013 2012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매출액  X 100 6.7% 12.4% 11.8%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매출액 X 100 3.1% 17.8% 28.7% 

※ 위 산식 중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금액은 기말잔액이며, 자본은 당기순이익이 가산된 것입니다.. 

안전성 지표 

수익성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