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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투자자유의사항)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영업실적입니다.

2022년 3분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 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위메이드플레이(이하 “회사”) 및 그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의 재정상황, 운영, 영업성과 및

회사 경영진의 계획∙목표와 관련된 향후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전망은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시점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회사는 향후 변경되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현행화할 책임이 없으며 실제 회사의 미래 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플레이연결대상기업

㈜플레이링스, ㈜플레이메타체인, ㈜플레이매치컬, ㈜케이원제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람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2호, 유나이티드파트너스국내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총 6개사)

※ 2022년 7월 1일 ㈜플라이셔는 ㈜플레이링스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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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성과및계획

2022년 3분기 사업성과 및 변화

• 7/1 자회사 플레이링스-플라이셔 흡수 합병 후 ‘플레이링스’로 출범. 이후 P&E 소셜 카지노 게임 출시에 주력

• 7/5 자회사 플레이링스, ‘슬롯메이트‘ 앱 버전 아시아 4개국(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시 완료

• 8/23 ‘니모의 아쿠아팝‘ 한국, 중국 제외 아시아 전역 출시

• 기 출시 게임 업데이트 및 이벤트 진행

- 8/3 애니팡3, 신규 이벤트 ‘아리의 풍선 파티‘ 오픈

- 8/18 위베어베어스더퍼즐, 신규 경쟁 콘텐츠 ‘도전! 낚시왕‘ 업데이트

- 8/25 애니팡4, 소셜 스퀘어 콘텐츠 2종 추가 - '랭킹의 섬', '데일리 금고’ 

- 9/21 애니팡3, 6주년 기념 '펫 시스템' 도입

• 9/21 자회사 플레이토즈, ‘플레이메타체인’으로 사명 변경

• 9/28~29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TOKEN2049’에서 P&E 게임 신작 '애니팡 매치', '애니팡 블라스트' 2종 첫 선

2022년 4분기 현황 및 향후 계획

• 애니팡 IP 활용 NFT 멤버십 플랫폼 ‘애니팡 클럽‘ 홈페이지 오픈 및 NFT 판매 예정

- 블록체인 기반 P&E 게임 신작과 연계한 혜택 제공을 통해 NFT 판매와 신작 게임간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애니팡 시리즈 P&E 신작 ‘애니팡 매치’, ‘애니팡 블라스트’, ‘애니팡 코인즈’ 출시 예정

• 자회사 플레이링스, P&E 소셜 카지노 게임 신작 출시 예정

• 11/17~19일 ‘G-STAR 2022’ B2B 참가 예정



2. 2022년 3분기연결실적 요약

• 영업수익 (-1% QoQ, +20% YoY) :  기 출시게임의 매출 자연 감소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했으나, 

플라이셔 자회사 편입(2021.11), 플레이링스의 링스게임즈 합병(2021.06)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영업이익 (흑자전환 QoQ, -80% YoY)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 감소, 게임수수료 및 마케팅비 등 비용 감소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자회사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

•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QoQ, +26% YoY) : 지분법이익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단위: 백만원) 3Q 2022 2Q 2022 QoQ 3Q 2021 YoY 2022 누적 2021 누적 YoY

영업수익 33,474 33,909 -1.3% 27,819 20.3% 101,791 75,791 34.3%

영업비용 32,802 34,574 -5.1% 24,446 34.2% 100,551 67,885 48.1%

영업이익 671 -665 흑자전환 3,373 -80.1% 1,240 7,907 -84.3%

금융손익 202 -9,616 흑자전환 862 -76.6% -9,218 2,864 적자전환

기타손익 946 86 1,005.7% -9 흑자전환 1,053 2,383 -55.8%

지분법손익 1,942 -515 흑자전환 -27 흑자전환 1,478 1,620 -8.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762 -10,710 흑자전환 4,199 -10.4% -5,447 14,773 적자전환

법인세비용 -308 -1,768 82.6% 971 -131.7% -1,745 2,903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4,070 -8,943 흑자전환 3,228 26.1% -3,701 11,870 적자전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610 -8,729 흑자전환 3,111 16.0% -3,901 11,745 적자전환

비지배지분 460 -214 흑자전환 118 291.1% 200 125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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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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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 (-1% QoQ, +18% YoY) : 기 출시 게임 매출 자연 감소로 전분기 대비 하락, 플라이셔 자회사 편입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광고 등 (-3% QoQ, +27% YoY) : 기 출시 게임 유저 자연 감소로 전분기 대비 하락, 플라이셔 편입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국내 (+1% QoQ, -0.2% YoY) : 애니팡 시리즈 등 국내 기 출시 게임이 견고한 매출 유지 중

• 해외 (-3% QoQ, +47% YoY) : 기 출시 게임 매출 자연 감소로 전분기 대비 하락, 플라이셔의 소셜카지노 매출 반영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단위: 백만원) 3Q 2022 2Q 2022 QoQ 3Q 2021 YoY

모바일게임 25,733 25,960 -0.9% 21,715 18.5%

광고 등 7,741 7,949 -2.6% 6,104 26.8%

합계 33,474 33,909 -1.3% 27,819 20.3%

3Q’21 3Q’22

모바일게임

217 

61 

226 

73 

270 

74 

260 

79 

257 

77 

(단위: 억원)

3Q’21 3Q’22

광고 등

(단위: 백만원) 3Q 2022 2Q 2022 QoQ 3Q 2021 YoY

국내 15,788 15,645 0.9% 15,827 -0.2%

해외 17,686 18,263 -3.2% 11,992 47.5%

합계 33,474 33,909 -1.3% 27,819 20.3%

해외, 

62%

국내, 

38%

해외, 

24%

국내, 

76%



4. 영업비용

• 영업비용 (-5% QoQ, +34% YoY) 

- 인건비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 감소로 전분기 대비 하락, 플라이셔 자회사 편입(2021.11)에 따른 인력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광고선전비 : 자회사 플레이링스의 소셜 카지노 게임 및 신작 ‘니모의 아쿠아팝’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 집행

- 감가상각비 : 부동산 리츠 연결 편입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단위: 백만원) 3Q 2022 2Q 2022 QoQ 3Q 2021 YoY 2022 누적 2021 누적 YoY

인건비* 8,890 10,077 -11.8% 7,623 16.6% 28,491 21,840 30.5%

게임수수료 11,137 11,254 -1.0% 10,552 5.5% 33,954 30,461 11.5%

광고선전비 7,112 7,628 -6.8% 3,609 97.1% 22,690 7,321 209.9%

감가상각비 2,546 2,862 -11.1% 720 253.4% 7,152 2,106 239.6%

지급수수료* 1,965 2,063 -4.8% 1,496 31.3% 5,885 4,881 20.6%

기타 1,153 690 67.2% 447 158.3% 2,379 1,275 86.5%

합계 32,802 34,574 -5.1% 24,446 34.2% 100,551 67,885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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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 연구개발비 포함

*  지급수수료는 서버비, 용역비, 기타수수료 포함



5. 요약연결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3Q 2022 2Q 2022 3Q 2021

자산총계 399,293 417,961 180,765

유동자산 86,299 134,921 153,294

비유동자산 312,994 283,039 27,470

부채총계 180,619 205,047 20,354

유동부채 21,993 51,058 13,854

비유동부채 158,627 153,989 6,500

자본총계 218,674 212,913 160,411

지배회사지분 209,693 204,648 158,247

자본금 5,735 5,735 4,785

기타자본구성요소 51,601 50,416 675

이익잉여금 152,357 148,498 152,787

비지배지분 8,981 8,265 2,164

부채와 자본총계 399,293 417,961 180,765

(단위: 백만원) 3Q 2022 2Q 2022 3Q 2021

영업수익 33,474 33,909 27,819

영업비용 32,802 34,574 24,446

영업이익 671 -665 3,373

금융수익 836 1,164 819

금융비용 634 10,780 -44

기타수익 1,306 422 192

기타비용 360 336 201

지분법이익 1,942 -515 -27

지분법손실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62 -10,710 4,199

법인세비용 -308 -1,768 971

당기순이익 4,070 -8,943 3,228

•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