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 Presentation

WE WILL RULE THE OCEAN



본 자료는 투자자에게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넵튠(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반출/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열람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

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

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 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목표”, “예정“, “추정“, “기대”와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예측정보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 , 회사의 향후 경영상황 및 재무실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

기타 경영 환경 및 재무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외 변수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시장변화 및 경영환경의 변화와 전략 변경 등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경영진들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및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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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특관자 포함)

49.7%

크래프톤 4.5%
넥슨코리아 2.9%

자기주식 0.2%

기타 42.7%

1. 회사 개요

회사 개요 경영진

설립일 2012년 1월 31일

대표이사 정욱, 유태웅

최대주주 ㈜카카오게임즈(34.8%)

발행주식수 33,008,224주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9층
(수내동, 도담빌딩)

지분구조

‘게임’ 모두가 즐기는 ‘문화 콘텐츠’

넵튠은 새로운 시대의 ‘놀이문화’ 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정욱

유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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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일스톤 : 성장 & 전략

2018~

20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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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현재

(종속회사 8개사, 주요 관계사 2개사)

100% 100%

마그넷

이스포츠, MCN 

넥스포츠

퍼즐

님블뉴런온마인드

디지털 휴먼 캐주얼

트리플라

40.0%
(*53.3%) 51.2%

34.8%

69.1%

MOBA

100%

소셜카지노

HNC게임즈

15.3%

30.1%

(*13.8%)

퍼즐

여성향 게임

프리티비지

58.3%

메타버스

맘모식스(55.7%)

캐주얼

플레이하드

52.2%

3. 지배구조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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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버스(44.3%)



(단위: 백만원) ‘2022.2Q ‘2022.1Q QoQ(%) ‘2021.2Q YoY(%)

영업수익 6,189 4,696 +31.8% 5,344 +15.8%

캐주얼 2,002 1,504 +33.1% 1,123 +78.3%

소셜카지노 839 1,050 -20.1% 2,174 -61.4%

MOBA 2,821 1,817 +55.3% 1,192 +136.7%

기타 527 325 +62.2% 855 -38.4%

영업비용 12,651 14,435 -12.4% 9,972 +26.9%

인건비 6,021 6,682 -9.9% 5,956 +1.1%

광고비 3,686 739 +398.8% 817 +351.2%

지급수수료 1,015 5,087 -80.0% 2,740 -63.0%

기타 1,928 1,288 +49.7% 459 +320.0%

영업이익(손실) (6,462) (9,738) 적자지속 (4,628) 적자지속

영업외손익 (30,587) (81,004) n/a 146,080 n/a

법인세차감전순손익 (37,049) (90,743) 적자지속 141,451 적자전환

당기순이익(손실) (30,600) (69,903) 적자지속 109,173 적자전환

4.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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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터널 리턴(Eternal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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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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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 디지털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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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 – MCN

플랫폼

(45.1%)
광고

(30.1%)
커머스

(6.6%)

콘텐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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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NFT)

(14.0%)



7. 투자 – 여성향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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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2022.1H 2021 2020

I. 유동자산 45,821 45,132 42,817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38,787 38,190 38,52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690 3,981 2,419

기타 3,344 2,961 1,874

Ⅱ. 비유동자산 292,222 420,942 118,43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3,950 340,211 91,160

관계기업및 공동기업투자주식 37,320 38,916 11,326

유형자산 2,288 2,267 739

무형자산 33,652 33,525 12,584

기타 5,012 6,023 2,629

자 산 338,043 466,074 161,254

I. 유동부채 15,745 25,201 31,544

전환사채 593 10,577 17,977

기타지급채무 4,810 1,535 2,554

단기차입금 675 175 1,500

기타 9,667 12,914 9,513

Ⅱ. 비유동부채 27,739 53,576 21,107

전환사채 2,811 3,812 -

기타 24,928 52,064 21,107

부 채 43,484 78,777 52,651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2,170 393,269 116,287

자본금 16,504 15,877 11,854

기타불입자본 286,070 279,122 84,109

기타자본구성요소 (1,875) (1,850) (1,971)

이익잉여금(결손금) 1,471 100,121 22,294

II. 비지배지분 (7,611) (5,972) (7,684)

자 본 294,559 387,297 108,603

(단위: 백만원) 2022.1H 2021 2020

I. 영업수익 10,885 20,287 19,640

II. 영업비용 27,085 44,894 27,693

III. 영업이익 (16,200) (24,607) (8,053)

IV. 영업외손익 (111,592) 120,197 63,885

1. 금융수익 1,112 132,339 67,597

2. 금융비용 (110,796) (13,825) (727)

3. 기타수익 356 7,329 871

4. 기타비용 (171) (4,788) (1,664)

5. 지분법이익(손실) (2,093) (858) (2,19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7,792) 95,590 55,832

VI. 법인세비용(수익) (24,046) 25,822 11,182

VIII. 연결당기순이익 (103,746) 69,768 44,030

IX. 연결기타포괄손익 (31) 3 -

X. 연결총포괄손익 (103,777) 70,067 43,308

X. 주당손익(단위: 원)

1. 기본주당손실 (3,058) 2,518 1,990

2. 희석주당손실 (3,058) 2,412 1,842

별첨 1. 요약 재무제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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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2022.1H 2021 2020

I. 유동자산 27,429 28,335 30,481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2,685 22,021 26,55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68 2,551 1,639

당기법인세자산 1,221 1,287 537

기타 2,155 2,476 1,752

Ⅱ. 비유동자산 336,259 444,426 142,23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11,615 324,770 81,204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35,448 34,926 541

종속기업투자주식 70,370 58,816 37,878

유형자산 1,357 1,377 219

무형자산 2,597 1,456 26

기타 14,872 23,081 22,365

자 산 363,688 472,761 172,715

I. 유동부채 2,864 13,063 24,235

전환사채 - 10,000 14,995

기타지급채무 227 359 1,088

단기차입금 500 - 500

기타 2,137 2,704 7,653

Ⅱ. 비유동부채 16,543 40,828 13,867

기타 16,543 40,828 13,867

부 채 19,407 53,891 38,102

자본금 16,504 15,877 11,854

기타불입자본 292,256 281,744 86,848

기타자본구성요소 (1,561) (1,561) (1,561)

이익잉여금(결손금) 37,082 122,810 37,472

자 본 344,281 418,870 134,613

(단위: 백만원) 2022.1H 2021 2020

I. 영업수익 1,800 5,035 7,493

II. 영업비용 3,420 8,506 8,467

III. 영업이익(손실) (1,620) (3,471) (974)

IV. 영업외손익 (108,099) 112,774 69,722

1. 금융수익 2,372 132,904 71,383

2. 금융비용 (110,549) (5,519) (3,301)

3. 기타수익 132 141 2,460

4. 기타비용 (53) (14,752) (82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09,719) 109,303 68,748

VI. 법인세비용(수익) (23,997) 24,004 11,369

VII. 당기순손익 (85,722) 85,299 57,379

VIII. 기타포괄손익 (6) 40 (330)

IX. 총포괄손익 (85,728) 85,338 57,049

X. 주당손익(단위: 원)

1. 기본주당손익 (2,657) 2,766 2,459

2. 희석주당손익 (2,657) 2,648 2,275

별첨 2. 요약 재무제표(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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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오픈형 메타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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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오픈형 메타버스(2)



16

별첨 3. 오픈형 메타버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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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메타월드 연동 예시

Web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앱 설치 없이 가상공간(메타월드)을 체험

브랜드사이트

SNS 채널

쉬운 접근성 외부 연동

별첨 3. 오픈형 메타버스(4)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