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fidential : This reports and all contents herein are the sole property of Leenos Corp. Any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is documen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Leenos Corp. is prohibited. ⓒ 2017 Leenos Corp. 

( 2018년 6월 말 기준 ) 



Contents 

01  회사개요 

02  FnB 사업부문 

03  IT 사업부문 

04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본 재무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실적이며, 본 자료에 포함된 향후 전망은 현재의 사업환경과 당사의 경영전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환경 변화 및 전략의 수정 등에 따라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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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_About 리노스 

“ 사업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Best Value Creator 

1991년 출범이래 캐주얼 Bag, 무선통신솔루션, IT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추게 된 가치 창출 전문 기업 

FnB 사업 

캐주얼 백 

시장 점유율 1위 

IT 사업 

디지털 TRS 

무선통신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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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_About 리노스 

사업연혁 일반현황 

㈜ 리노스 

김  웅, 박 병 근 (각자대표) 

1991년 2월 1일 

189억 원(2018년 6월 30일 기준) 

FnB, 무선통신솔루션, IT서비스 

318명 (2018년 6월  30일 기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KIRA빌딩 2, 6층 

A- (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 

특허등록 3건, 상표등록 5건, 프로그램등록 29건 등 

2015.06 코스닥협회 최우수회원사 표창 

2014.12 디딤씨앗통장 후원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4.12 우리사주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표창 

2008.12 딜로이트 아태 고속성장 500대 기업 

2007.10 벤처기업대상 대통령 표창 

2006.11 정보통신중소기업 정통부장관 표창 

2003.04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2018.08 
 
2018.01 
 
2017.07 
 
2016.03 
 
2016.01 
 
2015.11 
 
2015.09 
 
2014.10 
 
2014.03 
 
2013.07 
 
2011.11 
 
2011.06 
 
2009.11 
 
2006.11 
 
2003.11 
 
2002.08 
 
1991.02 

㈜에스유알코리아 지분 매각 
 
김 웅, 박병근 각자대표 취임 
 
㈜오디텍, 티에스 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 변경 
 
㈜에스유알코리아 지분 인수(지분율 66.7%)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사업 계약 
 
앙골라 치안시스템 고도화사업 계약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매각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계약 
 
㈜드림씨아이에스 지분 인수(지분율 70%) 
 
벤처기업협회 주최 ‘2013 벤처천억기업’ 선정 
 
경찰청 ‘112 시스템 전국표준화 및 통합구축’ 
 
스페스 유한회사(SPC)로 최대주주 변경 
 
이스트팩(EASTPAK) 론칭 
 
구.컴텍코리아 / 구. 에이피테크놀로지 합병 
 
키플링(Kipling) 영업양수 
 
코스닥 상장 (매매개시일 2002년 8월 13일) 
 
㈜리노스 (구.컴텍코리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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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_리노스 성장스토리 

1991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패션 

(키플링 영업양수) 

IT 

(TRS무선통신) 

코스닥 상장 

방송 패션 IT 

“ 산업 트렌드를 기반으로 공격적 M&A를 통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확보 - 지속성장기업 ”  

패션 

(이스트팩 영업양수) 

설립 

바이오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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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_투자포인트 

 캐주얼 Bag 부분 1위 브랜드 (키플링, 이스트팩) 

 10개년 CAGR 8% (2008~2017) 

 전국 111개 프리미엄 유통망 보유 

 공공SI  시장 확대 

 앙골라 113프로젝트 등 해외시장 개척 

 열차무선통신 시장 확대 

 성장성 높은 보안 솔루션 시장 진출  

FnB 

IT 

Investor Relations 2018 



FnB 사업부문 
01  사업 현황 

02  사업 경쟁력 

03  사업 및 전망 

Chap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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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nB사업부문_사업 현황 

2  
14  17  18  18  18  

19  

24  24  20  20  19  

68  

70  67  70  75  74  

 569  

 679  
 706   690  

 64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H) 

프리미엄아울렛 
면세점/온라인 
백화점 
매출액 

사업 내용 영업 매장 및 매출 추이 

구     분 Kipling Eastpak 

설립/본사 1987년 / VF사(벨기에) 1960년 / VF사(미국) 

리노스 론칭 2003년 2009년 

Main Target 18-25세 여성 15-25세 Unisex 

유통망 
백화점(74개), 아울렛(18개), 면세점(16개), 온라인(3개) 등  

총 111개 매장 운영 

계약형태 국내 독점 총판 

(단위:억원,점) 

Investor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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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U 매출 비중 증가 

* Special Make Up: 국내에서만 판매되는 특별 주문제작 디자인 상품 

SMU 아이템 발굴 
본사 

특별주문 
국내 특화 
프로모션 

SMU 

제품 

기타 일반 제품 

0% 

50% 

100% 

2013 2014 2015 2016 

  면세점 내 한국형 SMU의 판매비율 
 

• 2014년 : 40%  2016년 : 50%로 증가 추세 

• 중국 관광객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PPL 영향이 매출로 연계 

62 

39 

18 15 

Kipling A B C 

경쟁 브랜드간 백화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 수 비교 

*자료 : 국내 3대 백화점 홈페이지 (‘15.2.28 기준) 

  타사 대비 다수의 유통망 보유  
 

• 경쟁 브랜드 대비 압도적인 백화점 매장 수 보유로 다수의  

    고급 유통망 보유 

02 FnB사업부문_사업 경쟁력 

브랜드 파워에 의한 입점력  

Investor Relations 2018 



690  644  

289  

2016(A) 2017(A) 2018(H) 

매출액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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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확대 전략 

   : 전략적 상품 개발 확대 

   : 효율성 높은 매장 확대 

   : 유통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통합몰 구축 

FnB사업부문 실적 중장기 주요 사업 전망 

02 FnB사업부문_사업 및 전망 

구     분 2015년(A) 2016년(A) 2017년(A) 2018년(H) 

매       출 70,556 69,007 64,403 28,921 

영 업 이 익 6,927 3,934 1,637 1,062 

(단위:백만원) 

Investor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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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사업부문 
01  사업개요 

02  SI (System Integration) 

03  무선통신 솔루션 

04  보안솔루션 

05  실적 및 전망 

Chap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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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사업부문_사업개요 

 ·  

Investor Relations 2018 

보안솔루션 

· 보안솔루션 공급 
·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SI  (System Integration) 

· 시스템 구축 
· IT 컨설팅 

· 통합유지보수 

무선통신솔루션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 열차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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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사업부문_SI (System Integration) 

시스템 구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 주요분야 : 서울산업진흥원 등 
교육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분야 : 국민안전처, 경찰, 검찰, 지자체 등 

공공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금융 시스템 구축 
 

· 주요분야 : 신협중앙회, 단위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 

상황실 구축 및 인테리어 
 

· 주요분야 : 국민안전처, 경찰,  지자체 등 
상황실 

IT 컨설팅 

계획수립 목표설계 
인프라 
구축 

솔루션 
구축 

운영방안 
유지보수  

방안 

▣ 경찰청 112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프로젝트 
 

▣ 112 시스템 수출 “ 앙골라 통합지령센터 구축사업”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112 신고 시스템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단위로 통합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전국 경찰청 단일  

시스템으로 표준화 

112 시스템 전국표준화 

및 통합구축 

수배차량 검색체계 

시스템구축 

시기 2015년 ~ 2018년 

규모 
410억 원 / 리노스 수주 79억원  

(2017년 29억 추가 계약 체결)  

컨소시엄 KT 

의의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민관 합동 

고용 및 수익 창출 창조경제 표준모델 

수출계획 
중남미ㆍ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 경찰청에  

추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Investor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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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반시설 
(철도/지하철/경전철) 

민간사업자 
(철강·제철/조선/정유) 

디지털 

TRS  

정부공공기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경찰/소방/군/산림/의료) 

TRS 
TRS 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관리 

TRS 사업 영역 목표 시장 

시스템 / 교환기  기지국 / 중계기 단말기 

TRS 
(Trunked Radio System)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한 무선이동통신 솔루션 (주파수 공용통신) 

TRS 특징 • 일대 다수의 그룹ㆍ지령 통신 방식, 빠른 접속, 망 확장 용이 

Tetra TRS 우수성 
•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의 디지털 무선통신표준 

• 무선통신의 필수기능인 보안/생존성/안정성 탁월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Tetra TRS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03 IT사업부문_무선통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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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사업부문_무선통신 솔루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 평상시 > < 재난망가동시 > 

 

 

 

 

 

 

 

지하철/경전철 고속철도 PS-LTE/LTE-R 

사진 출처 : 모토로라솔루션 

열차무선통신 시스템 

리노스 경쟁력 

다수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 

특허기반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112IDS, KNMS 등) 

단순 장비 공급이 아닌 통합 무선통신 솔루션 SI 기술 보유 

전국 11개 지사를 통한 디지털 TRS 솔루션에 대한  
즉각적인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제공 

•   정부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던 무선통신망을  

    하나의 전국망으로 구축  

•   평상시에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용으로 사용 

•   테러나 대형 재난 발생 시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이 무선통신망을 통합하여 활용 

•   평상시에는 원활한 수송안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망으로 활용 

•   비상상황 발생 시 수송매체(기차, 지하철 등)와 관련 통신관제시스템 

    (역무원, 기관사 등) 간 무선통신 지원 

Investor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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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사업부문_보안 솔루션 

Investor Relations 2018 

리노스 – 시큐아이 솔루션 판매  절차 

제품소개 

SECUI MF2 : 통합네트워크 보안제품 
개인정보 및 기업 기밀 유출 방지, Anti-Virus 솔루션, 악성 
URL 및 악성 파일 차단 

SECUI MFI : 침입방지 시스템 (IPS) 
네트워크의 실시간 탐지, 비정상적인 요청 차단, 암호화된 
공격 탐지 

SECUI TMS : Integrated monitoring of SECUI 
통합모니터링, 백업 및 복구, 통합패치  

SECUI MFD : DDos harmful traffic blocking solution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실시간 대쉬보드 및 리포트, 특정 
도메인 및 프로파일 보호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 

제조사 협력사 고객사 

· 보안 솔루션 공급 · 보안 솔루션 공급 
· 보안 솔루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리노스만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경쟁력의 강화되는 보안시스템 제공 



276 252 

101 

2016(A) 2017(A) 2018(H) 

매출액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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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사업부문_실적 및 전망 

(단위:억원) 

(단위:백만원) 

“ 무선통신 사업자 도약을 위한 시장 확대 ”  

IT사업부문 실적 중장기 주요 사업 전망 

구     분 2015년(A) 2016년(A) 2017년(A) 2018년(H) 

매       출 23,267 27,577 25,238 10,128 

영 업 이 익 210 373 1,903 473 

Investor Relations 2018 

▣ 공공SI : 112 시스템 및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 앙골라 113사업 이후 연계사업의 확장            

▣ 열차무선통신 :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외  

    철도시장에서 무선통신 분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 신규 사업 확대 : 성장성 높은 보안솔루션 및 AI,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영입 등 지속적인 신사업 추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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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_년도별 

[요약] 손익 계산서  

(단위:백만원) 

매출 

1,003  1,015  

396  

2016(A) 2017(A) 2018(H) 

영업이익 

41  38  

10  

2016(A) 2017(A) 2018(H) 

(단위:억원) (단위:억원) 

구     분 2015년(A) 2016년(A) 2017년(A) 2018년(H) 

매     출 93,896 100,300 101,492 39,601 

매 출 상 승 율 3% 7% 1% - 

매 출 이 익 45,755 42,839 41,685 17,852 

매 출 이 익 율 49% 43% 41% 45% 

영 업 이 익 7,137 4,112 3,840 990 

영 업 이 익 율 8% 4% 4% 2% 

Investor Relations 2018 

* 2015년 : 별도기준 / 2016, 2017, 2018년 : 연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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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182 

21 

528 

256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2017년(A) 2018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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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_재무비율 및 주주현황 

(단위: %) 

2017 재무비율 분석 

[요약] 대차대조표 [연결기준] 

(단위:억원) 

* 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구        분 2017년(A) 2018년(H) 증감액 

자산총계 965 892 (73) 

부채총계 235 154 (81) 

자본총계 730 738 8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리노스  
신용등급 

A- A- A- 

30.3 

2.2 
67.5 

최대주주 

리노스 자사주 

기타 및 

일반투자자 

주주현황 

주주구분 보유주식수 

최대주주 
(㈜오디텍, 티에스 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 

11,458,098 

리노스 자사주 819,330 

기타 및 일반 투자자 25,477,566 

합계 37,754,994 

(단위: 주) (2017년 12월 31일 기준)  

Investor Relatio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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