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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요약 

 매출액 전분기 대비 12.1% 증가한 425억원, 전년동기 대비 64.9% 증가, 

2003년 연간매출 1,423억원, 전년 대비 86.0% 증가 
 

 인터넷광고 매출 전분기 대비 8.0% 증가한 219억원, 전년동기 대비 

59.3% 증가, 2003년 연간매출 746억원, 전년 대비 86.5% 증가 

 

 거래형서비스 매출 전분기 대비 19.8% 증가한 100억원,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 2003년 연간매출 337억원, 전년 대비 59.7% 증가 
 

 인터넷쇼핑 매출 전분기 대비 14.1% 증가한 107억원, 전년동기 대비 

98.8% 증가, 2003년 연간매출 340억원 전년 대비 121.0% 증가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18.4% 증가한 799억원, 전년동기 대비 41.1% 증가, 

2003년 연간 거래액은 2,665억원, 전년 대비 62.4% 증가) 

 

 매출총이익 전분기 대비 14.5% 증가한 247억원, 전년동기 대비 72.5% 

증가, 2003년 연간 매출총이익 833억원, 전년 대비 123.3% 증가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106억원, 전년동기 대비 54.3% 증

가, 2003년 연간 영업이익 389억원, 전년 대비 155.4% 증가 
 

 경상이익 전분기 대비 38.7% 감소한 63억원, 전년동기 대비 180.6% 증

가, 2003년 연간 경상이익 313억원 전년 대비 587.4% 증가 

 

 EBITDA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152억원, 전년동기 대비 43.6% 증가, 

2003년 연간 EBITDA 559억원, 전년 대비 89.6% 증가 

 

 당기순이익 전분기 대비 73.1% 증가한 117억원, 전년동기 대비 

1160.3% 증가, 2003년 연간 당기순이익 267억원 전년 대비 877.9% 증

가 

 

(단위:백만원) 

과          목 4Q 03 3Q 03 4Q 02 
QoQ

(%) 

YoY 

(%) 
FY2003 FY2002 

YoY 

(%) 

매    출    액 42,533 37,938 25,800 12.1 64.9 142,293 76,489 86.0 

인터넷 광고 21,863 20,243 13,725 8.0 59.3 74,558 39,981 86.5 

거래형 서비스 9,971 8,321 6,693 19.8 49.0 33,737 21,126 59.7 

인터넷 쇼핑 

(거래액) 

10,699 

(79,919) 

9,374

(67,487)

5,382

(56,647)

14.1

(18.4)

98.8 

(41.1)

33,999 

(266,479) 

15,382 

(164,120) 

121.0

(62.4)

매  출  원  가 17,807 16,349 11,466 8.9 47.0 59,030 39,202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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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총 이 익 24,727 21,589 14,334 14.5 72.5 83,263 37,287 123.3

판매비와 관리비 14,136 11,169 7,468 26.6 89.3 44,371 22,059 101.2

영  업  이  익 10,591 10,420 6,866 1.6 54.3 38,892 15,228 155.4

경  상  이  익 6,346 10,345 2,262 -38.7 180.6 31,256 4,547 587.4

E B I T D A 15,155 14,769 10,553 2.6 43.6 55,861 29,460 89.6 

당기 순이익  
11,674

주1) 
6,745 926 73.1 1160.3 26,667 2,727 877.9

                              

주1) 2003년 4분기의 당기순이익은 과거 회계연도의 세무상 유보된 지분법평가손실 등이 당기에 세무상 법인세 

절감으로 나타난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주2) 상기 2003년 4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I. 재무실적 

1. 2003년 4분기 및 연간 재무실적 

 

매출액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12.1%,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한 

4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매출액은 1,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6.0% 성장하여 

분기기준, 연기준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한해동안 분기평균 13.3% 성장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포탈부문 

인터넷 광고는 지난 분기 대비 8.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9.3% 성장한 219억원의 매출을 기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매출액은 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 성장하였습니다.  

거래형 서비스의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19.8% 그리고 지난해 대비 49.0% 성장한 100억원의 매출

을 달성하여 분기별 최고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매출액은 337억원으로, 전년 대

비 59.7% 성장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부문 

온라인쇼핑(d&shop)의 거래액은 799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18.4%, 전년 동기 대비 41.1% 성

장하여 2003년도 분기별 최고의 성장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거래액은 2,665억원으

로, 전년 대비 62.4%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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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와 98.8% 성장한 10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 연간 매출액은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0%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 

이번 분기 매출총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14.5%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72.5% 증가한 247억원을 기

록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매출총이익은 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3%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  

2003년도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1.6%, 전년도 동분기 대비 54.3% 증가한 106억원을 기

록하여, 전분기의 분기기준 최고실적을 또 한번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매분기 평균 11.4% 성

장한 연간 영업이익은 389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155.4% 증가하였습니다.  

4분기의 영업이익률 24.9%, 2003년 연간 영업이익율은 27.3%를 기록하며 건강한 영업이익구조를 보

여주었습니다.  

 

경상이익 

경상이익은 영업외비용 중 지분법평가손실 25억, 투자자산처분손실 15억 등이 반영된 63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38.7%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80.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경상이익은 

3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7.4%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BITDA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을 통한 순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EBITDA는 2003년도 4분기 152억원을 기

록하여 전분기 대비 2.6%, 지난해 동기 대비 43.6% 증가하여 12분기 동안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향후 지속성장의 재원을 계속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EBITDA 마진율은 39.3%를 기록하여 지난 

4분기 동안 꾸준히 40% 대에 가까운 EBITDA 마진율을 기록하며 영업을 통한 현금창출 구조가 안정

화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117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73.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160.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7.9%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2003년 재무실적 개관 

 

2003년은 여러면에서 향후 Daum이 성장할 수 있는 재무적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한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경영을 시작한 Daum은 2003년에도 가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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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계속하여 389억원의 영업이익과 313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 2002년도 대비 각각 155.4%와 

587.4%의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Daum의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이제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Daum은 이러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향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사업,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어떻게 추가적인 성장을 이루느냐에 경영의 초점

을 맞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 

것이 그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강화 

2003년 Daum은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우선 총매출은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매분기 평균 약 13.3%의 성장을 기록하며 2002년 765억원 대비 86.0% 성장한 1,423억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온라인광고가 약 52.4%를 차지하고 거래형서비스와 온라인쇼핑 부문이 각

각 23.7%와 23.9%를 차지하며 매출형태별로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급속한 신장에 따라 비용도 2003년 증가하여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합하여 전년도 대

비 68.8% 늘어난 1,0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올해의 신규서비스 출

시 및 기존서비스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존서비스의 확대, 개편등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Daum의 

사업의 역동성을 잘 나타내주는 건강한 비용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당사의 주요 비용항목으로는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광고대행수

수료 등으로 각각 152억원, 98억원, 151억원, 140억원을 사용하였으며 판관비에는 마케팅 관련 비용

인 광고선전비와 판매수수료 등으로 각각 115억원, 24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

건비는 171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거래형서비스의 CP(Contents Provider)관련 비용인 외주가공

비와 당사의 배너 및 검색광고의 대행사들에게 지급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증가는 당사의 건강한 성

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주체인 인원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트래픽을 처

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용회선료가 주 내용인 매출원가중의 지급수수료의 증가도 당사의 성장을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온라인쇼핑의 새로운 브랜드인 “d&shop”의 

론칭과 함께 TV 광고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쳐 4분기에만 2003년도 전체 마케팅비의 약 39.4%의 

광고선전비와 판매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율은 2003년 하반기 “d&shop”의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27.3%를 기록하여 

2002년도 19.9%의 영업이익율과 비교할 때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의 증가

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의 규모가 매분기 큰 변동없이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익성과 이익의 규모가 매분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Daum이 다른 

인터넷 기업과 같이 어느 한 사업 분야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사업분야를 고르고 균형있게 

성장시키면서 각 사업부문별로 꾸준히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들이 Daum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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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재투자를 위한 안정된 재무구조의 확보 

기업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항상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

업의 수익성 이외에도 기업의 안정된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들은 시설투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이외에도 단기적으로는 해당기업 수익구

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

는 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Daum은 CapEx로 작년 약 13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메일 및 카페 등의 무료용량증가와 

같은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및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 확충에 대한 투자 등

이 대부분입니다. 2002년의 132억원의 CapEx와 비교할 때 4.3% 증가한 것으로서 이제는 현재의 트

래픽 유지 및 서비스의 개선이 큰 투자비용의 증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

습니다. 

또한, Daum은 사내벤처로 운영되고 있던 다음취업과 온라인 퍼블리싱 게임부문의 보다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해 이들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회사에 46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

장일로에 있는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 시장의 빠른 진입을 위하여 180억원을 투자, 온라인자

동차 보험회사를 LG화재와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였던 것도 당사의 현금창출 능력과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확립되지 못했

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02년 말에 98.6%였던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은 2003년도 말에 

59.1%로 감소하여 한층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 약 465억원의 현금성 자

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당사는 2003년 말 현재 이러한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가능증권)의 보유 수준을 유지하여 약 512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현금관리능력은 위에서 언급한 2003년도의 

투자를 가능케 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2004년에도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의 CapEx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의 이익

규모는 분기별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올해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은 계속 

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다음의 현금창출능력은 향후 다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Ⅱ. 영업실적 

 

당사는 2003년 한해 동안 당사의 주요 수익모델의 지속적인 성장 실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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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와 기존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수익창출로 이어졌으며, 한편으로는 일

부 유망 사내벤처를 독립시키거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하여 사업영역을 확장 시키는 등 역시 미래

의 성장모멘텀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신규서비스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립 

 

2003년 한해는 당사로서 새로운 서비스의 계속된 출시/개편을 통하여 e-Life의 보편화를 더욱 심화 

시켰던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오픈한 ‘미디어 다음’의 폭발적인 인기는 기존 매스미디어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높

은 트래픽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리안클릭’의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다음’은 2003년 12월 기

준 21억9백만 페이지뷰와 순방문자수 17백만명으로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서비스 개시 9개월 

만에 국내 최고의 온라인 매스미디어 매체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의 

광고매출 증가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 짧은 기간에 당사의 배너광고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게 되었

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강화된 다음의 검색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검색엔진 ‘Google’과 제휴하는 한편

‘Overture’와도 영업관련 전략적제휴를 맺어 빠른 기간내에 검색시장에서 높은 트래픽을 시현하며 당

사 온라인광고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형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개편이 진행된 한해였습니다. 이 중 2003년 10월초

에 오픈한 ‘CUVE’는 TV와 영화관을 인터넷 안으로 본격 유입,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2003년도 4분기 거래형서비스의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선망 개방에 발맞춰 KTF, SK 

텔레콤 등과 제휴한 핸드폰게임 다운로드 서비스, MMS 등은 무선시장과의 접목에도 성공하여 인터넷 

산업의 폭과 깊이를 한층 심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의 게임부문도 꾸준히 성장하여 현

재 다음의 웹보드게임의 동시접속자수가 42,000명을 넘어서는 등 당사는 향후 거래형서비스의 성장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통합고객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배송추적시스템의 도입으로 고객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상반기 ‘명품관’, ‘디카샾’의 오픈에 이어, 기존의 ‘사고팔고’를 확대/개편한 ‘오

픈마켓’을 새로이 선보여 2,683만명 카페 회원간의 보다 편리한 상거래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생활 곳곳, 산업 곳곳에서 당사는 지난 한해 오프라인 분야를 인터넷화 함은 물론 인터넷 내

에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수익모델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분기 두자릿수의 놀라운 재무적인 성과를 일궈냄과 동시에 향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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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그 수익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실현 

 

또한 2003년 한해동안 당사는 Daum의 22백만 액티브 유저들이 항상 Daum안에서 생활의 모든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즐길 수 있게 Daum서비스의 계속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 ‘다음메신져3.0’ 오픈, ‘한메일 스팸제로 시스템’ 오픈, 6월 ‘폰세상’ 오픈, 7월 ‘비즈카페’ 오픈, 

8월 한메일 무료용량추가, 11월 카페 Top/섹션 개편, 12월 메일 전면 개편, 카페 대용량 자료실 오픈 

등 Daum 사용자들에게서 얻은 수익을 다시 Daum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습

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한해도 인터넷 포탈의 주요 활동성 지표인 일평균페이지뷰와 순방문자수가 

전년 대비 각각 30.8%, 7.1% 증가한 654백만 페이지뷰와 2,247만명을 기록(출처:코리안클릭,2003년

12월)하여 2003년의 실적과 향후 지속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높은 트래픽은 전세계 웹사이트중 4위(출처:alexa.com)의 트래픽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는 대한민국 포탈의 글로벌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당사만이 가진 인터넷 포탈산업의 know-how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벤처의 독립 및 계열사 설립을 통한 성장모멘텀 확립 

한편, 2003년에는 당사의 폭 넓은 서비스와 높은 트래픽, 충성도 높은 회원을 기반으로 미래의 새로

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특정분야의 사업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경영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

다. 

먼저 LG화재와 합작한 ‘다음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작년 12월26일 보험사업 본허가를 취득하고 올

해 1월5일 영업을 개시하여 그간 ‘다음 금융플라자’에서의 경험을 독립 자회사를 통하여 시행코자 본

격적으로 온라인자동차보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workey.net’ 등으로 온라인 취업시장에서의 작년 하반기 순방문자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다

음취업’은 전문취업사이트로의 강화를 위해 계열회사로 독립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유료화를 앞두고 

있는 ‘라키아’, ’바이탈싸인’ 등의 온라인 퍼블리싱 사업역시 보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작년 

10월 독립경영체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Ⅲ. 2004년 전망  

 

2003년 초 각 증권사에서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2003년 예상실적을 매출액 1000~1400억

원, 영업이익 250~400억원을 예상하였고 당사는 작년 한해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거나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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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당사의 예상실적에 대한 국내 9개 증권사의 매출 예측은 1,918억~2,141억원입니다. 당사는 

올 한해에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에는 무난히 부합할 수 있는 실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현재의 건강한 손익구조속에서 영업이익율 30%를 유지하는 전체 비용의 지출규모를 가져갈 계

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다양한 플랫폼을 보다 심화시키고 다양화해내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일

상생활은 물론 산업 곳곳에 깊숙히 뿌리내린 인터넷을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다양한 형식 및 

내용의 시도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배너광고는 작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대학, 출판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 신규 광

고시장의 선점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작년 한해 Daum 플랫폼만의 새로운 가능

성을 보여준 BMP(Brand Marketing Project)전략을 통한 새로운 광고기법의 계속된 출시를 통하여 신

규광고주를 지속적으로 유입함은 물론 기존 광고주들의 충성도를 계속하여 높일 계획입니다.  

더욱이 2004년에는 아테네 올림픽, 총선, 번호이동성 사업 등 광고특수가 가능한 굵직한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어 온라인광고에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색광고 역시 기존의 일반적인 키워드광고 위주의 시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생활광고(옐로우 페이지), 

감성지식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카페 등 Daum의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프리미엄 링

크 등과 같은 다양한 검색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매출 및 트래픽의 외형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내부조직의 운영역시 전문인력을 위주로 운영중심의 관리조직에서 빠른 실행조직으

로 개편하여 광고주를 위한 전문실행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래형서비스의 경우 게임과 멀티미디어 중심의 디지털 테마파크를 구축, 시장을 선도하는 앞선 인터

넷 엔테테인먼트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며, 디지털아이템(아바타)의 Daum서비스간 연동시스템 구축, 

플랫폼간의 연동시스템 강화, 영화/음악 서비스를 연예정보 미디어로 확대 개편 하는 등 당사의 다양

한 컨텐츠들의 질과 양을 보다 소비자 요구에 가까이 다가서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객들

과의 접점을 강화하여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의 경우 당사만이 가능한 CRM 베이스의 고객관리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올해에도 펼칠 계

획이며 트랜드 상품군의 다양한 전문몰화 작업, 배송서비스 및 콜센터의 퀄리티 향상으로 신규 고객

의 유입 및 재구매율 향상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한 자회사 ‘다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그간 ‘다음 금융플라자’의 높

은 트래픽,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세, 당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플랫폼마케팅으로 미래의  훌륭

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줄 것입니다. 

2004년 한해는 지분법평가손으로 당사의 손익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으나 이는 현재 당사의 

높은 성장율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성장의 견인차를 만들어 내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며 

이러한 투자의 재원은 지난 한해, 올 한해 안정적으로 축적되었고 ,축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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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창출하였듯이 주주,사회,직원의 

가치증대를 최우선시하는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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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표1.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1Q02 2Q02 3Q02 4Q02 1Q03 2Q03 3Q03 4Q03 

매출 12,824 17,573 20,293 25,800 28,229 33,592 37,938 42,533

%(QoQ) 27.8 37.0 15.5 27.1 9.4 19.0 12.9 12.1

인터넷 광고 6,273 8,961 11,022 13,725 14,753 17,697 20,243 21,863

%(QoQ) 5.7 42.8 23.0 24.5 7.5 20.0 14.4 8.0

거래형 서비스 3,720 5,319 5,393 6,693 7,455 7,990 8,321 9,971

%(QoQ) 142.6 43.0 1.4% 24.1 11.4 7.2 4.1 19.8

인터넷 쇼핑 2,830 3,292 3,877 5,382 6,022 7,904 9,374 10,699

%(QoQ) 10.2 16.3 17.8 38.8 11.9 31.3 18.6 14.1

매출원가 7,653 9,515 10,569 11,466 11,731 13,143 16,349 17,807

매출총이익 5,171 8,058 9,724 14,334 16,498 20,449 21,589 24,727

판매비와 관리비 3,389 5,591 5,611 7,468 8,042 11,024 11,169 14,136

마케팅 비용 195 1,286 1,173 1,665 1,353 3,841 3,260 5,496

영업이익 1,782 2,467 4,113 6,866 8,456 9,425 10,420 10,591

영업이익율(%) 13.9 14.0 20.3 26.6 30.0 28.1 27.5 24.9

경상이익 (30) (82) 2,397 2,262 9,151 5,414 10,345 6,346

EBITDA 5,119 5,973 7,814 10,553 12,385 13,552 14,769 15,155

EBITDA 

margin(%) 
39.9 34.0 38.5 40.9 43.9 40.3 38.9 35.6

감가상각비 3,337 3,506 3,701 3,687 3,929 4,127 4,349 4,564

당기순이익 (30) (566) 2,397 926 6,042 2,206 6,745 11,674

 상기 2003년 4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상기 마케팅비용은 판관비 항목중 광고선전비와 판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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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1Q02 2Q02 3Q02 4Q02 1Q03 2Q03 3Q03 4Q03 

유동자산 61,296  54,368  71,205 79,470 85,399 106,130  115,364 105,652

고정자산 79,611  87,097  85,717 79,165 82,431 82,957  89,398 106,731

CAPEX 4,853 3,415 981 3,976 2,600 2,816 5,393 3,009

자산총계 140,907  141,465  156,922 158,635 167,830 189,087  204,762 212,383

유동부채 35,860  33,548  37,822 47,966 52,189 69,094  71,946 67,227

고정부채 40,625  34,009  40,063 30,791 28,227 12,046  12,757 11,632

부채총계 76,485  67,557  77,885 78,758 80,416 81,139  84,704 78,859

자본금 6,672  6,796  6,947 6,947 6,967 7,207  7,355 7,413

자본잉여금 68,620  78,394  81,625 81,626 83,372 101,310  106,534 108,638

이익잉여금 (16,598)  (17,140)  (14,745) (13,813) (8,040) (5,565)  1,179 12,855

자본조정 5,728  5,858  5,211 5,117 5,114 4,995  4,990 4,618

자본총계 64,422  73,908  79,037 79,877 87,414 107,947  120,059 133,524

 상기 2003년 4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표3. [사업부문별 4분기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QoQ   
4Q03 3Q03 2Q03 1Q03 

Q4 Q3 Q2 

매    출    액 31,834 28,564 25,687 22,207 11.4% 11.2% 15.7%

영  업  비  용 21,310 18,930 17,796 14,136 12.6% 6.5% 25.7%
포 털

(Portal) 
영  업  이  익 10,524 9,634 7,891 8,071 9.2% 22.1% (2.2%)

매    출    액 10,699 9,374 7,904 6,022 14.1% 18.6% 31.3%

영  업  비  용 10,632 8,588 6,371 5,637 23.8% 34.8% 13.0%
인터넷 

쇼핑 
영  업  이  익 67 786 1,533 385 (91.5%) (48.7%) 298.2%

 상기 사업부문별 요약손익계산서는 당사의 원가배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상기 2003년 4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매출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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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회원현황] 

(단위:천명, 천PVs) 

 1Q02 2Q02 3Q02 4Q02 1Q03 2Q03 3Q03 4Q03 

전체회원수 32,500 34,000 49,131 52,183 54,802 57,338 60,198 63,228

커뮤니티수(천개) 1,248  1,333 1,470 1,924 2,530 2,965  3,537  4,080

도달률 90.4  88.6 89.3 91.7 91.4 93.2  90.8 89.9

일평균페이지뷰 367,350  410,981 450,000 500,000 503,658 526,130  603,403  654,382

월순방문자수 19,725  19,062 19,941 20,981 21,620 22,841  22,424 22,474

월고정방문자수 18,660  18,933 19,638 20,352 20,625 20,833  21,664 21,700

유료고객수 818 1,094 1,154 1,369 1,514 1,701 1,791 2,042

(출처: 코리안클릭, 2003년 12월)  

(출처: 다음커뮤니케이션, 2003년 12월) 

 상기 유료 고객수는 당사의 온라인 쇼핑 및 거래형 서비스를 유료로 경험한 중복자수를 제외한 회원수 입니

다. 

 

 

 

 

그래프1. [월 고정사용자 1인당 B2C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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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커뮤니케이션, 2003년 12월) 

C 거래금액 = 쇼핑구매액 + 거래형서비스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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