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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3분기 실적요약 
 매출액 전분기 대비 12.9% 증가한 379억원, 전년동기 대비 87.0% 증가 

3분기 누적매출 998억원, 전년 대비 96.8% 증가 
 

 인터넷광고 매출 전분기 대비 14.4% 증가한 202억원, 전년동기 대비 

83.7% 증가, 3분기 누적매출 527억원, 전년 대비 100.7% 증가 
 

 거래형서비스 매출 전분기 대비 4.1% 증가한 83억원, 전년동기 대비 

54.3% 증가, 3분기 누적매출 238억원, 전년 대비 64.7% 증가 
 

 인터넷쇼핑 매출 전분기 대비 18.6% 증가한 94억원, 전년동기 대비 

141.8% 증가, 3분기 누적매출 233억원 전년 대비 133.0% 증가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10.1% 증가한 675억원, 전년동기 대비 66.4% 증가, 3

분기 누적 거래액은 1866억원, 전년 대비 73.6% 증가) 
 

 매출총이익 전분기 대비 5.6% 증가한 216억원, 전년동기 대비 122.0% 

증가, 3분기 누적 매출총이익 585억원, 전년 대비 155.0% 증가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0.6% 증가한 104억원, 전년동기 대비 153.3% 

증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83억원, 전년 대비 238.4% 증가 
 

 EBITDA 전분기 대비 9.0% 증가한 148억원, 전년동기 대비 89.0% 증가, 

3분기 누적 EBITDA  407억원, 전년 대비 115.3% 증가 
 

 경상이익 전분기 대비 91.1% 증가한 103억원, 전년동기 대비 331.6% 

증가, 3분기 누적 경상이익 249억원 전년 대비 990.0% 증가 

(단위:백만원) 

과          목 3Q 03 2Q 03 3Q 02 
QoQ

(%) 

YoY 

(%) 

1Q~3Q 

/03 

1Q~3Q 

/02 

YoY 

(%) 

매    출    액 37,938 33,592 20,293 12.9 87.0 99,760 50,689 96.8 

인터넷 광고 20,243 17,697 11,022 14.4 83.7 52,693 26,256 100.7

거래형 서비스 8,321 7,990 5,393 4.1 54.3 23,767 14,433 64.7 

인터넷 쇼핑 9,374 7,904 3,877 18.6 141.8 23,300 10,000 133.0

매  출  원  가 16,349 13,143 10,569 24.4 54.7 41,223 27,736 48.6 

매 출 총 이 익 21,589 20,449 9,724 5.6 122.0 58,537 22,953 155.0

판매비와 관리비 11,169 11,024 5,611 1.3 99.1 30,235 14,590 107.2

영  업  이  익 10,420 9,425 4,113 10.6 153.3 28,301 8,363 238.4

경  상  이  익 10,345 5,414 2,397 91.1 331.6 24,910 2,285 990.0

E B I T D A 14,769 13,552 7,814 9.0 89.0 40,706 18,907 115.3

 상기 2003년 3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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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실적 

 

매출액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3분기, 전반적인 내수침체와 전통적인 비수기인 분기임을 고려

하여 성장둔화를 예상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12.9%, 전년도 동 분기 대비 87.0% 증가한 3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분기에 이어 최고치 경신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8% 성장하였습니다.  

 

포탈부문 

인터넷 광고는 전체 광고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14.4%, 그리고 전년도 동 분기 

대비 83.7% 성장한 20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527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00.7%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뉴스서비스의 광고 기여 증가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검색서비스의 호조에 따른 것입니다.  

 

거래형 서비스의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4.1% 그리고 지난해 동 분기 대비 54.3% 성장한 8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7% 성장하였습

니다. 이는 당사의 질 좋은 컨텐츠로의 유료사용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부문 

다음쇼핑 d&shop은 전문 쇼핑몰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거래액 기준으로 675억원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10.1%, 전년도 동 분기 대비 66.4%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거래액은 1,8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6%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전 분기 및 전년도 동 분기 대비 각각 

18.6%와 141.8% 성장한 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0% 성장하였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거래액 대비 매출액도 지난 2

분기 12.9%에서 13.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출총이익 

이번 분기 매출총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5.6% 그리고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22.0% 증가한 216억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매출총이익은 5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0% 성장하였습

니다. 광고 매출증가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의 증가와 뉴스서비스 등 지속적인 시설/서비스 업그레이

드 및 “d&shop” 등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른 중장기 투자비용이 매출원가 증가의 주된 부분을 차지 

하였습니다.  

 

영업이익과 EBITDA  

2003년도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분기 대비 10.6%,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53.3% 증가한 104억원을 

기록하여, 전분기의 분기기준 최고실적을 지속적으로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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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4% 증가하였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률 27.5%, 3분기 누적 영업

이익율은 28.4%를 기록하며 작년도 누적 영업이익율의 16.5%보다 크게 향상된 영업이익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올해 목표였던 30%의 영업이익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 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을 통한 순 현금흐름 즉 EBITDA는 2003년도 3분기 

148억원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9.0%, 지난해 동분기 대비 89.0% 증가하여 11분기 동안 연속 증가

세를 나타내며 향후 지속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EBITDA 마진율은 38.9%를 기록하여 

지난 3분기 동안 꾸준히 40% 대에 가까운 EBITDA 마진율을 기록하며 이제 영업을 통한 현금창출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상이익 

지난 분기 지분법평가손등에 의한 영업외비용의 증가로 다소 악화되었던 경상이익은 영업외비용의 큰

감소로 103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91.1%,전년도 동분기 대비 331.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분

기 누적 경상이익은 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0.0%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실적 

 

트래픽 현황  

이번 분기에도 높은 트래픽을 유지한 다음은 3분기 평균 전체 월페이지뷰는 206억8천5백만 페이지뷰

로 전체 포탈 최고의 페이지뷰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다음회원 1인당 유료사용액을 나타내는 월 고정사용자 1인당 B2C 거래금액은 3,499원으로 전분기 

대비 5.2%, 전년 동기대비 49.5% 증가하여 유료사용자 및 유료사용액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

니다.  

(참조 : APPENDIX 표4, 그래프1) 

 

광고부문 

이번 분기 광고 사업분야에서는 젊은층의 감성고객을 겨냥한 BMP(Brand Marketing Project)광고 마케

팅 전략이 나이키, 현대모비스, 코카콜라, 엘지싸이언, 롯데칠성 등의 주요 광고주의 유입을 지속시키

며 인터넷광고의 특징인 타겟마케팅의 효과를 광고주에게 널리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부문의 커다란 성공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업계 1위의 자리를 굳

건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는 이번 분기 검색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어사전, 추천검색, 감성사전 등 차별화된 내용으로 서비스

의 질을 계속 향상시켜가고 있으며, 검색서비스 최종의 질을 좌우하는 DB의 질과 양의 확보는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인 카페, 뉴스 등의 DB를 활용하는 작업을 통해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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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서비스 

취업, 게임, VOD, 아바타, 운세 등의 생활/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거래형 서비스의 경우 유료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참조 : APPENDIX 표4)  

망개방에 발맞춰 다음은 무선 인터넷 플랫폼 강화 차원으로 웹투폰(web to phone)방식의 무선게임서

비스를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다음의 다양한 컨텐츠와 충성도 높은 회원은 망개

방 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퍼블리싱 게임은 3D 온라인 게임, ‘라키아’(www.laqia.com) 의 클로즈베타테스트와 1인칭 슈팅 게임 

‘바이탈싸인’(www.vasa.co.kr) 의 프리오픈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쇼핑부문 

당사는 이번 3분기가 경기침체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시장에 대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합고객센터의 확대 오픈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확대 개편해 기존의 주문상담 및 불만접수 업무뿐만 

아니라 주문에서 배송, 추적관리 기능까지 통합하여 고객응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 

“e-슈퍼마켓”의 오픈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온라인 쇼핑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말 “d&shop(디앤샵, www.dnshop.com)”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를 도입하여, 브랜드 파워 강화차원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쇼핑몰 이미지로 부각시키는 대대적인 사이

트 개편을 하였습니다.  

거래액은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의 결과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 4분기 사업전망 

 

당사는 2003년 3분기까지의 누계기준으로 매출액 998억원, 영업이익 283억원, EBITDA 407억원을 기

록하였습니다. 4분기는 방학, 크리스마스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가 예상되어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연초 2003년 사업계획에서 발표한 각 증권사들의 당사 2003년 실적 

예상치(매출액 1,000~1,400억원, 영업이익 250~400억원, EBITDA 420~570억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4분기를 맞는 당사의 전략은 현재의 고르고 안정된 매출-수익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각의 성장율을 견고하게 유지 또는 증가 시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비수기를 벗어난 4분기에는 브랜드 마케팅 등 차별화된 기법의 광고를 늘리고, 

초기화면을 비롯한 메일, 카페, 쇼핑, 미디어의 TOP 화면을 개편하여 500대 광고주를 주요 대상으로 

한 매출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타 SUB TOP페이지의 개편을 통한 신규 판매가능 페

이지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검색 광고 강화의 일환으로 10월부터 감성검색 및 캠퍼스검색, 툴바, 카페 게시글 서비스 강화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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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등 검색과 연계된 신규서비스의 런칭 또는 기존검색 서비스의 확대 및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쇼핑은 ‘d&shop’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도입과 함께 4분기 계절적 특수에 맞춰 공격적인 마

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분기 거래형 서비스는 멀티미디어센터 “큐브(CUVE)”와 웹투폰(web-to-phone) 방식의 무선게임 서

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큐브(CUVE)”는 공중파 3사의 드라마, 뉴스 등의 방송 및 최근 개봉영화 등을 월

정액 9,900원으로 1만 여편까지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웹투폰(Web-to-Phone) 방식의 무선게임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단말기용 게임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 맞는 무선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지난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한 온라인자동차보험 자회사는 10월 17일 예비허가를 득하였고, 12

월 중 본허가를 득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연내에 사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는 또한 사내벤처를 통해 취업 (www.workey.net) 및 게임 퍼블리싱, 관계사인 오이뮤직과 플럭서

스를 통한 음악, 관계사인 투어익스프레스를 통한 여행 서비스 등 인터넷 산업에서 성장 유망한 분야

들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조직적 유연성을 기하기 위함

이며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실행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계속남아 한국 기업문화의 새로운 모범이 됨

으로써 주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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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표1.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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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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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Q) 27.8 37.0 15.5 27.1 9.4 19.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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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Q) 5.7 42.8 23.0 24.5 7.5 20.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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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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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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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Q) 10.2 16.3 17.8 38.8 11.9 31.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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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이익 5,171 8,058 9,724 14,344 16,498 20,449 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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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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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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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율(%) 13.9 14.0 20.3 26.6 30.0 28.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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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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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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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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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2003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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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61,296  54,368 71,205 79,470 85,399 106,130  1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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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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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140,907  141,465 156,922 158,635 167,830 189,087  206,915

유동부채 35,860  33,548 37,822 47,966 52,189 69,094  7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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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76,485  67,557 77,885 78,758 80,416 81,139  8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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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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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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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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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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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2003년 3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표3. [사업부문별 3분기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QoQ   
3Q03 2Q03 1Q03 

Q3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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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업  비  용 18,930 17,769 14,136 6.5% 25.7%
포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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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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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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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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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부문별 요약손익계산서는 당사의 원가배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상기 2003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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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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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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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률 90.4  88.6 89.3 91.7 91.4 93.2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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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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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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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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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쇼핑 

구매자수 
199  232 250 291 338 370  409

월평균최초  

쇼핑구매자수 
106  113 120 110 125 117  119

입점업체수(개) 222  250 271 318 439 474  660

상품수(개) 151,357  164,369 170,258 178,193 193,117 210,089  240,456

(출처: 코리안클릭, 다음커뮤니케이션, 2003년 9월)  

 상기 유료 고객수는 당사의 온라인 쇼핑 및 거래형 서비스를 유료로 경험한 회원수 입니다. 

 

 

그래프1. [월 고정사용자 1인당 B2C 거래금액] 

 

 B2

 월 
1,880
2,154

2,340

3,112 3,163
3,327

3,499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2002 1Q 2002 2Q 2002 3Q 2002 4Q 2003 1Q 2003 2Q 2003 3Q

 

(원) 

(출처: 다음커뮤니케이션, 2003년 9월) 

C 거래금액 = 쇼핑구매액 + 거래형서비스 사용액 

고정사용자 : 월 1회 이상 로그인 한 다음 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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