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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에스앤케이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01. Investment Highlights
02. Company Overview
Appendix

Table of Contents



01
Investment Highlights

1. 결과로 검증된 SNK의 IP Power
2. 신작 Pipeline으로 매출 성장 본격화
3. 매출의 성장은 곧 수익의 성장
4. 출시된 게임을 통해 확인 가능한 매출 안정화
5. IP 라이선스 게임의 글로벌 확장
6. 글로벌 게임업체와 차별화된 성장성
7.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
8. 지속가능 성장전략



04Investor Relations 2019

1. 결과로 검증된 SNK의 IP Power
SNK의 주요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의 지속적인 글로벌 흥행

The King of Fighters ‘98 Ultimate Match Online

'15년 7월 중국 출시
The King of Fighters� Destiny

'18년 5월 중국 출시
The King of Fighters ALL STAR

'18년 7월 일본 출시
사무라이 스피리츠� 롱월전설

'18년 12월 중국 출시

애플 매출 순위

2위
애플 매출 순위

3위
구글 매출 순위

7위
애플 매출 순위 3위
위챗 매출 순위 1위

첫년도 누적 매출액 

4,565억원
출시 첫월 신규유저 유입

780만명
구글 다운로드 순위

1위
애플 다운로드 순위 

1위
※ 매출액은 총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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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로 검증된 SNK의 IP Power
기계약된 게임들의 본격적 출시와 높은 Hit Ratio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 전망

SNK IP라이선스 연도별 계약 현황

~ '15.07 '16.07 '17.07 '18.07 '19.07�E�

계약건수 LF•MG 수익
�단위� 건, 억원�

※ IP계약� 게임 IP 사용 계약 기준
※ 계약금액� 체결 기준 LF�License Fee�, MG�Minimum Guarantee� 합계, 지역 확장 계약 포함 
※ 히트게임 기준� 플랫폼별 매출 순위 10위 이내 달성 

'16.08 이후 IP 계약  28건

현재까지 출시게임 5건 �'19.03 기준�

평균 건당 계약 금액  14% 상승

'16.07 이전 IP 계약  10건

계약 게임 중 출시 게임 7건

글로벌 히트 게임  3건

81 94 106

249 1H
2646

4
6

14

'16.08 계약 / '18.12 출시

상반기 계약 8건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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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16.07 '17.07 '18.07 '19.07�E� '20.07�E�

2. 신작 Pipeline으로 매출 성장 본격화
계약된 IP 라이선스 게임의 출시가 이어지며 높은 매출 성장률 시현

매출 추이 및 게임 출시 계획

※ 연결 재무제표 기준 �7월 결산 법인�
※ 서울외국환중개 2019년 1월 31일자 엔화 매매기준율 적용

IP신작
5종

IP신작
9종

IP신작
9종+α

3개년 매출 CAGR

55.6%

186

428

552

700

�단위� 억원�

1H
618

IP 라이선스 게임 출시 시작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
업그레이드된 자체 개발 게임 출시

IP 라이선스 게임 출시 가속

자체 개발 콘솔/PC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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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의 성장은 곧 수익의 성장
IP 라이선스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독보적인 수익성 실현

안정적인 고마진 지속 실현

영업이익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5.07 '16.07 '17.07 '18.07 '19.07�E� '20.07�E�

개발 비용
無

마케팅 비용
無

대규모 인력 투자 
無

High Pro�t

�단위� 억원�

※ 연결 재무제표 기준 �7월 결산 법인�
※ 서울외국환중개 2019년 1월 31일자 엔화 매매기준율 적용 

41 30

259

118

339

382

256

1H
320

1H
2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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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시된 게임을 통해 확인 가능한 매출 안정화
사무라이 스피리츠 신작의 매출 지속 가능성은 KOF '98UM 출시 후 발생된 매출을 통해 검증

2015.07

2018.12.04

2015.12

2018.12.24

2016.05

2019.01.13

2016.10

2019.02.02

2017.03

2019.02.22

2017.08

2019.03.14

2018.01 2018.06 2018.11

[ The King of Fighters '98 UM 출시 이후 월별 매출 추이 ]

[ 사무라이 스피리츠: 롱월전설 중국 출시 이후 매출 순위 추이 ]

텐센트
‘KOF� Destiny’ 출시
�2018.5 출시�

넷마블 
‘KOF 올스타’ 출시
�2018.7 출시�

'18.12.03 출시  
App Store 매출 순위  

3위

2018.12  중국 출시 2019.03  한국 출시 2019  일본 출시예정 2019  대만 출시예정

레도
‘KOF '97 OL’ 출시
�2015.9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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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 라이선스 게임의 글로벌 확장
검증된 IP로 성공 가능성 높은 퍼블리셔와 함께 한-중-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확장

※ 계약일자 기준

중국 + 글로벌 계약

중국 계약

글로벌 계약 �‘18.07월 일본 출시 → ’19.1H 한국 출시 예정�

중국 계약

중국 계약

글로벌 계약

일본, 대만 계약
’19.01

’18.12

’18.06

’17.07

’16.08

’16.03

’16.01

’14.04

글로벌 계약

홍콩, 마카오, 대만 + 글로벌 계약

한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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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게임업체와 차별화된 성장성
주요 글로벌 게임업체는 2016년 대비 2017년 ROE 하락, 그러나 SNK는 높은 성장 시현

글로벌 게임 기업 ROE 비교

※ 자료� Bloomberg
※ ROE – 글로벌 업체는 연결 기준,  SNK� '16.08 ~ '17.07, '17.08 ~ '18.07 2개년 기준

Average
0

10

100

80

90

70

60

50

40

30

20

52.7

21.9

14.7

90.2

업계 평균 대비

 6.14배↑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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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
글로벌 거점 설립을 통한 신규 지역 IP 라이선스 사업 확장 및 현지화 전략 실행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 

한국 사업 
본격 진출

중국 사업
강화

신규 글로벌
거점 설립

누적 계약
233억원 달성

메이저 퍼블리셔와
협업 강화

· 베트남, 태국, 대만 지역 거점 확대
· 신흥 시장 IP 라이선스 사업 진출

· IP 라이선스 계약 확대
  - 넷마블 ‘KOF 올스타’
  - 조이시티 ‘사무라이 쇼다운M’
  - 엔드림 ‘KOF�TBD�’ 등

· IP 라이선스 계약 가속화
  - Yinhan/Tencent ‘KOF� Destiny’
  - Ledo/Tencent ‘사무라이 스피리츠� 롱월전설’
  - Dragon Punch ‘KOF�TBD�’
  - Tencent ‘메탈슬러그�TBD�’

한국 법인 설립

법인
설립 후

법인
설립 전

계약  건수의
확대

계약 금액의 
증가

2건 45
억원

8건 187
억원

※ 계약금액� 체결 기준 LF�License Fee�, MG�Minimum Guarantee�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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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속가능 성장전략
IP 라이선스 및 게임 개발•판매의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신규 M&A 등 추가 성장확대

In-Organic
Growth
②

In-Organic
Growth
①

Organic
Growth
②

Organic
Growth
①

게임 개발사 M&A를 통한 수직 계열화

IP Holder M&A를 통한 IP Power 극대화

신규 IP 라이선스 및 자체 개발 게임

라이브 게임의 기존 안정적 IP 라이선스 Cash-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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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SNK Corporation

일본 오사카부 스이타시 에사카쵸 1-16-17

www.snk-corp.co.jp

갈 지 휘 �葛志輝, Ge ZhiHui�, 토야마 코이치대표이사

토야마 코이치, 전세환공동 CEO

2001년 8월 1일 �舊 SNK, 1978년 설립�설립일

17,391백만원 �제18기 반기 기준�

182명 �제18기 반기 연결 기준�

자본금

임직원수

본사주소

홈페이지

1. 회사 개요 
Multi-Platform 게임 전문가인 최고경영자와 게임비즈니스 경력의 공동 CEO

대표이사 소개

회사 소개

갈 지 휘 대표이사, 회장 전 세 환 공동 CEO
葛志輝, Ge ZhiHui 全世环, Dean Jeon

- 2007년 ~ 2008년 NetEase Interactive Entertainment
- 2008년 ~ 2009년 Giant Interactive Group
- 2010년 ~ 2014년 Perfect World Co., Ltd 게임 개발 본부장
- 2014년 ~ 2018년 Ledo Interactive Co., Ltd
- 2015년 9월 ~ �現� SNK 대표이사, 회장

- 2005년 ~ 2006년 NHN CHINA 
- 2006년 ~ 2014년 GPAX Co., Ltd CEO
- 2008년 ~ 2014년 BAIYE Technology 겸임 대표
- 2014년 ~ 2016년 KAKAO CHINA VP 
- 2016년 ~ 2017년 Four Thirty Three Inc. CHINA CEO
- 2017년 7월 ~ �現� SNK 공동 CEO

- 게임 IP 라이선스 사업
- 콘솔 / PC /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 IP 기반 머천다이징 �NEOGEO mini, 캐릭터 상품 등�

SNK Entertainment, SNK Interactive, SNK Asia, 
LEDO SNK, SNK Beijing Corporation,
SNK PLAYMORE USA Corporation, Tera Fiesta

사업분야

자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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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사업 현황
글로벌 메이저 파트너들과의 협업으로 SNK IP 가치 증대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

SNK USA

· IP 마케팅 �미주�
· 콘솔 / PC게임 유통

SNK Corporation

· IP 관리 및 마케팅
·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SNK KOREA

· IPO / M&A / IR
· IP 마케팅 �한국�

SNK CHINA

· 판권보호감독
· 애니메이션

SNK ASIA

 · IP 마케팅
  �중국 및 아시아�

SNK Entertainment

· IP 상품개발 / 판매
· 머천다이징

주요 파트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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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영역
파워풀한 IP를 기반으로 한 IP 라이선스 사업 및 게임 개발•판매 사업 영위

IP 라이선스 사업

게임 및 캐릭터 IP 사용계약

IP 기반 컨텐츠 사업 게임기 개발 및 판매 사업

콘솔/PC/모바일게임 개발 및 판매

자체 개발 / 판매 사업 등

자사게임 IP로 타사 게임 제작에 사용 허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피규어 등 SNK의 인기게임 40종을 탑재한
NEOGEO Mini 출시

게임 IP

컨텐츠 사업  게임기 판매

콘솔/PC게임

캐릭터 IP  
모바일게임

자사 게임 내 캐릭터를 타사 게임에 
채용하도록 제공 자체 제작한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

 - 메탈슬러그 어택, 메탈슬러그 디펜스 등

고퀄리티 콘솔/PC게임을 제작하여 유통
 - KOF XIV, SNK Heroin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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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Lineup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200개 이상의 IP 보유

METAL SLUG

용호의 권 BEAST BUSTERS

DAYS OF MEMORIES

THE KING OF FIGHTERS

BURIKI ONE 두근두근 마녀신판

너는 영웅
SNK HEROINES

SAMURAI SPIRITS

아랑전설

월화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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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K’s History and Future
현 경영진의 SNK 인수와 성장스토리,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대

사업기회 공격적 인수 성장동력 글로벌 확대 신사업기회
• SNK 높은 IP가치 주목

• 확보한 중국 네트워크 
  기반의 IP – 중국 시장 접목 
  가능성 포착

• LEDO – SNK 협업추진

• LEDO와의 사업시너지
  극대화 가능성에 주목

• 2015년 8월 손실누적된 
  SNK에 과감한 투자집행

• 슬롯머신 사업 정리 등
  사업 구조조정

• IP 라이선스 사업 집중
  계약 증가 / 게임 흥행

• 게임 Quality 고도화
   → IP 가치 제고

• MD, 게임기 등 다각화

가치 있는 IP를 가지고 있으나 성장이 둔화된 기업 발굴
검증된 업력과 IP가치의 시너지 극대화로 제2, 제3의 SNK 투자 및 성공

• IP 라이선스 지역 확대

• 중국-일본-한국-글로벌
  순차적 계약 체결

• 글로벌 퍼블리셔와의
   Co-Work 확대

• IP 가치를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기업 
  신규 투자

• In-Organic 성장가속화

선순환적 성장구조의 완성

Valuable IP 사업 시너지 투자 Turn-Around 지속적인 성장       제2의 SNK

(-)113억원
‘15.07 당기순손실

+256억원
‘18.07 당기순이익

글로벌
One Source
Multi-Use

New IP
Value



Appendix

1. 공모 개요
2. 요약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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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개요

※ 주1� 주관사단 의무인수 수량은 공모희망가액 하단 기준이며,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그 외 기타 주요주주 등에는 주관사단 의무인수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공모주식수 4,200,000 DR

배정비율
기관투자자� 3,360,000 DR �80%�
일반투자자�     840,000 DR �20%�

공모희망가액 30,800 원 ~ 40,400 원

공모예정금액 1,294 억원 ~ 1,697 억원

예정시가총액 6,493 억원 ~ 8,509 억원 

수요예측일 2019년 4월 17일�수� ~ 18일�목�

청약예정일 2019년 4월 23일�화� ~ 24일�수�

납입예정일 2019년 4월 26일�금�

매매개시예정일 2019년 5월 7일�화�

주관사단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공동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구  분

주주명

 주식수 (DR)

주식수 (DR)

지분율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등 6,984,700 33.13% 1년

최대주주 등 6,984,700 33.13%

기존주주 9,815,300 46.56%

기관투자자
공모
주주

3,360,000 15.94%

일반투자자 840,000 3.98%

주관사단 의무인수1 81,100 0.38%

합 계  21,081,100 100.00%

그 외 기타 주요주주 등2   8,969,200 42.55% 1년

합 계  15,953,900 7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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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2. 요약 연결재무제표

과 목 과 목제16기
(2017년 7월 말) 

제16기
('16.08.01~'17.07.31)

제17기
(2018년 7월 말) 

제17기
('17.08.01~'18.07.31) 

제18기 반기
(2019년 1월 말) 

제18기 반기
(‘18.08.01~’19.01.31)

유동자산 69,008  101,300  117,344 매출액 55,186 69,952  61,791

비유동자산  7,772   5,613   11,419
매출원가 6,021 8,896  14,989

자산총계  76,780  106,913 128,763
매출총이익 49,165 61,056  46,802

유동부채  12,599   15,936   12,081

판매비와 관리비 15,348 22,900  14,768

비유동부채   372   1,736   3,073

기타수익 96 83 21

부채총계  12,971   17,671   15,154

기타비용 10 1 21

보통주자본금  17,391   17,391   17,391

영업이익 33,903 38,238  32,033

자본잉여금  16,366   16,366   16,366

금융수익 1,933 1,165  1,420

기타자본  2,072   2,072   2,072

금융비용 1,847 1,610 1,4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 �89� �14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3,989  37,793  32,019

이익잉여금 �결손금�  27,944 53,508   77,653

법인세비용 10,663 12,209    7,433

비지배지분 �25� �6� 268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23,327   25,584   24,586

자본총계  63,809  89,242  113,609

중단영업 당기순이익    6,826 - -

당기순이익   30,153   25,584   24,586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0,173   25,563    24,145

비지배지분 �20� 20 440

※ 서울외국환중개 2019년 1월 31일자 엔화 매매기준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