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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반기 실적요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3.4% 성장한 618억

원의 사상최대의 반기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0.8% 성장한 수치입니다. 지난 해 동기에 1억원을 기록하

였던 경상손실은 흑자전환 하여 이번 상반기 동안 1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기업의 주요지표이자 회사의 성장성 및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EBITDA는 전년 동기 대비 

133.8% 성장한 259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2년 6개월동안 연속 성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매출내역으로는 인터넷광고 매출이 지난 해 동기 대비 113% 성장한 325억원, 인

터넷쇼핑몰 매출이 지난 해 동기 대비 127.5% 성장한 139억원 그리고 거래형 서비스 매출

이 지난 해 동기 대비 70.9% 성장한 154억원입니다. 

 

광고매출은 2분기부터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검색광고의 호조와 함께 1분기의 계절

성요인(Seasonality)으로부터 벗어난 배너광고의 2분기 성장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3% 성

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검색광고는 동기간동안 검색

서비스의 트래픽이 동기간동안 급속도로 증가하여 향후 검색광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으

며 검색서비스 부문에서도 Daum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쇼핑 사업부문인 다음쇼핑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체 소매시장의 소비 심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27.5% 성장한 13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는 전년 동기에 비해 전체 전자상거래시장이 22.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시장대비 약 5.7배  

성장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Daum 쇼핑이 인터넷 쇼핑선두업체로서 시장과점화에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음과 동시에 이번 상반기에도 약 70만 명의 신규 쇼핑고객이 늘어나는 등 

다음회원의 지속적인 상거래활동으로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의 인터넷 

쇼핑총거래금액은 1,19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8%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거래금

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 전년 동기 9.1%에서 11.7%로 2.6%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동기간 동안 통구조 간소화 정책으로 유통마진율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당 사의 원가배분 기준에 의한 인터넷 쇼핑 사업부문만의 매출은  140억원 그리고 영업이

익은 19억원으로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

습니다.  

 

거래형 서비스의 경우 종합 인터넷 미디어를 지향하는 당사 서비스의 다양성과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오픈 그리고 다음캐쉬와 같은 편리한 결제수단의 개발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70.9% 성장한 154억원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거래형 서비스 유료 회원

은 166만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성장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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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3.4% 증가한 반면 매출원가와 판관비 비용항목은 전년 동기 대

비 68% 증가하는데 그쳐 수익이 비용보다 1.5배정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가한 

비용항목은 주로 인건비와 당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마케팅비용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해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이래 이번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 29%, EBITDA 마진율 42%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및 현금흐름 구조를 갖추게 되

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465억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은 2003년 6월말 현재 680억원에 달해 

월평균 36억원의 순현금흐름을 보였고 향후 Daum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사업확장의 밑거

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설투자를 위한 리스차입금이 감소하고 2001년 5월에 발행했던 해외전환사채가 거의 

전환되어서(6월말 현재 잔액 34억원)  부채비율이 2002년 말 99%에서 이번 상반기에는 

72%로 감소하여 훨씬 건강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표1.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2003 1H 2002 1H % 

매    출    액 61,821,283 30,396,603 103.4

인 터 넷 광 고 32,450,041 15,234,379 113.0

 인터넷 쇼핑몰 13,925,793 6,122,336 127.5

 거래형 서비스 15,445,449 9,039,887 70.9

매  출  원  가 24,874,027 17,167,492 44.9

매 출 총 이 익 36,947,256 13,229,111 179.3

판매비와 관리비 19,066,201 8,979,766 112.3

영  업  이  익 17,881,056 4,249,344 320.8

경  상  이  익 14,566,724 -112,567 흑자전환

E B I T D A 25,937,075 11,092,77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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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2002년 상반기 매출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과          목 2003 2Q 2003 1Q 2002 2Q 

매    출    액 33,591,813 28,229,470 17,572,714

인 터 넷 광 고 17,697,191 14,752,850 8,914,144

 인터넷 쇼핑몰 7,904,144 6,021,650 3,292,181

 거래형 서비스 7,990,478 7,454,971 5,319,389

매  출  원  가 13,142,771 11,731,256 9,5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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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총 이 익 20,449,042 16,498,214 8,057,751

판매비와 관리비 11,024,090 8,042,111 5,590,794

영  업  이  익 9,424,952 8,456,103 2,466,957

경  상  이  익 5,416,221 9,150,504 (81,576)

E B I T D A 13,551,856 12,385,219 5,9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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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2002년 상반기 매출자료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표2. [사업부문별 상반기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2003 2Q   2003 1Q 
과          목 

포 털(Portal) 인터넷 쇼핑 포 털(Portal) 인터넷 쇼핑 

매    출    액 25,650 7,942 22,207 6,022

영  업  비  용 17,759 6,409 14,136 5,637

영  업  이  익 7,891 1,533 8,071 385

 상기 사업부문별 요약손익계산서는 당사의 원가배분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Daum 회원 현황 

 

이번 분기에도 다음회원들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

니다. 전체 월 고정사용자중 인터넷 쇼핑과 거래형 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

원수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여 이번 상반기 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수가 전체 

월 고정사용자수의 전년 동기 10.1%에서 15.4%로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다음의 회원들이 

상거래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1. [ARPU 증가추이](월 고정사용자 1인당 B2C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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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에 단행된 초기화면 개편으로 로그인한 후 보여지는 초기화면의 콘텐츠 배치를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편집해 보여줌으로써 한층 정교한 CRM을 통한 마케

팅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수고객관리프로그램, 쇼핑몰 추천상품프로그램 등 

고객차별화프로그램과 함께 Daum 초기화면의 우측에 배치된 다음쇼핑섹션에서 연령 및 성

별에 따라 다른 상품들이 보여지도록 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된 CRM프로그램을 통해서 

Daum사용자들의 ARPU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다음회원들의 보다 편리하고 활발한 온라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다음 포인트

(Daum Point)와 다음 캐쉬(Daum Cash)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로서 다음캐쉬(Daum Cash)는 

이번 상반기 동안 충전건수 7,100만 건에 충전금액은 13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디지털 아이템의 확대와 더불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서비스 

아이템 유료화 그리고 20여 가지에 이르는 여타 기존 거래형 서비스의 활용증가와 2003년

에 오픈 될 신규서비스들로 인해 다음캐쉬(Daum Cash)의 사용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음의 서비스 매출의 증가와 함께 현금흐름(Cash Flow)개선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표3. [트래픽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성장률) 

(단위 : 천PVs, 천명, 천개) 

일일평균페이지뷰 월고정사용자 커뮤니티수 

546,078 20,833 2,965 

32.9% 10.0% 120.7% 

 (자료 : 2003년 6월, 다음커뮤니케이션) 

 

표3-1. [트래픽 현황] 

순방문자수 

(천명) 

도달률 

(%) 

월페이지뷰 

(천) 

평균방문일수 

(일) 

평균체류시간 

(분) 

22,841 93.2 20,904,593 14.7 313.4 

(자료 : 2003년 6월, 코리안 클릭 넷서베이) 

 

서비스 현황 및 전략 

이번 상반기 다음의 서비스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검색, 뉴스, 등 포탈의 기반 서비

스이자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난 97년 무료이메일서비스인 한메일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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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음 시작한 이래 동호회 서비스인 카페, 금융플라자, 다음쇼핑, 모바일 등 여러가지 서

비스를 업계선두권으로 발돋움 시켰고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중

에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검색서비스와 뉴스/미디어 서비스를 선두권으로 성장시

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전략이었습니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말부터 진행되었던 초기화면 개편을 통한 검색서비스 강조, 오

버츄어(Overture) 및 구글(Google)과의 제휴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트래픽의 현

저한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3월에 3위 권이었던 순방문자수는 6월에 업계 1위가 되었고 

4위 권이었던 페이지뷰는 업계 2위로 성장하였습니다.  

 

우수 해외업체와의 서비스적인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제휴와 함께 2년여 동안 쌓여온 인터

넷광고 영업 노하우의 적극적 활용으로 검색분야에서도 연내에 시장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래프2. [검색서비스 순방문자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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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코리안클릭 2003.06) 

 

 

그래프3. [검색서비스 페이지뷰 변화추이] 

(단위 : 천 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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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코리안클릭 2003.06) 

 

지난 해 말부터 뉴스섹션을 강화해온 다음은 이번 상반기에 ‘미디어 다음’섹션을 

오픈하였습니다. 토론과 참여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미디어다음’은 

네티즌의 뉴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 풍부한 정보 컨텐츠를 빠르고 보기 쉽게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익숙하게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고, 

언론 제휴사를 22 개사로 대폭 확대, 뉴스 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프 4. [뉴스서비스 순방문자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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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뉴스서비스 페이지뷰 변화추이] 

(단위 : 천 P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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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 많은 방문자와 높은 페이지뷰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네티즌들의 호의적인 이미지는 다음의 미디어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사업의 강화는 다음의 매체파워를 증가시켜줄 것이며 이는 궁극적

으로 광고매출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 사업현황 및 전략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시장은 1분기의 계절적인 요인(Seasonality)에서 벗어나 2분기에 본격적인 성장

을 시작하였습니다. 당 사의 초기화면 광고예약률도 4주동안 100%를 기록하고 있어서 하반

기 광고매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광고시장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부 영업인력을 통한 광고영업

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내부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광고매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이번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광고대행사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하반기

에는 광고매출의 마진율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광고분야에서는 1사분기에 다음이 한국코카콜라의 신제품에 대한 브랜딩(Branding)

을 독점함으로써 브랜딩 마케팅 도구로서의 인터넷광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이래 현

대모비스, 나이키 등의 새로운 광고주가 이브랜딩(E-branding)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칠성과 온/오프 연계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광고기법 면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통해 온라

인 광고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의 경우,상반기에 다져진 서비스 질의 향상과 트래픽의 증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는 이미지 검색, 사전 검색, 카페글 검색 등의 기존서비스의 강화와 더불어 블로그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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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향후 트래픽 뿐만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연내 선두업체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이번 상반기부터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반기에는 다음인터넷 쇼핑몰에 입점되는 상품들의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유통 마진율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거래금액 대비 매출액 비중이 지난 해 말 9.1%에서 

11.7%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명품관, 디지털 카메라 샾( Digital Camera Shop) 등 다음 카페와 연계된 테마 샾

(Theme Shop)에서 발생되는 매출비중이 확대되어 커뮤니티(Community)와 커머스

(Commerce)가 효과적으로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고객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한솔 CSN과 제삼자물류시스템(TPL)제휴와 배송추적시스템 도

입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다음쇼핑’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상품의 수를 대폭 

증가하여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은 “다음공동구매”는 상품의 수를 더욱 늘려 보다 많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킴은 물론 유통마진율을 증가하여 수익성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초기화면 개편으로 더욱 정교해진 CRM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 회원들의 재구매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표4. [인터넷 쇼핑몰 통계] 

구  분 2002 2Q 2003 1Q 2003 2Q 

일 평 균  페 이 지 뷰 6,864,699 8,386,970 11,532,067

객   단   가  ( 원 ) 41,247 46,167 48,339

월 평 균  구 매 자 수 232,123 338,000 370,491

월평균최초구매자수 113,499 124,700 117,014

입  점  업  체  수 250 439 474

상     품     수 164,369 193,117 210,089

매 출 / 총 거 래 금 액 9.81% 10.3% 12.9%

 

거래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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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반기 동안 거래형 서비스 매출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강화는 물론 신규사업에 대

한 준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당 사가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

업기회를 포착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다져진 시장을 더욱 확장 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LG화재와의 합작사 ‘다음다이렉트라인’을 설립 향후 온라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보험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다음의 마케팅플랫폼과 LG가 보유하고 

있는 보상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초기 시장진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에 적합한 

가격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향후 온라인 자동차 보험 시장을 주도해나가겠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부터 웹투폰(Web To Phone) 방식의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은 핸드폰으로 무선컨텐츠를 검색 및 다운로드해야 했던 고비용 구조

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웹으로 이루어지는 저비용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 보드게임 서비스의 경우 포커와 함께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스톱 서비스가 5

월에 오픈하였고 3사분기가 되면 15개 이상의 서비스 풀(Pool)을 갖춘 새로운 게임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며 매출 역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취업서비스의 경우, 다음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 오던 온라인 취업 서비스를 

다음취업센터(http://job.daum.net)로 확대 오픈 하여, 다량의 채용정보와 전문화된 취업 콘

텐츠를 갖추게 됨으로써 대형 취업 전문 사이트로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으며, 기존 취

업 전문 사이트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설투자(CAPEX) 

 

당사가 2003년 상반기 동안 집행한 시설투자 금액은 54억원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연초

에 당사가 예측했던 2003년 시설투자 예상 금액인 150억원이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비용구조가 훨씬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케팅  

2003년 3분기에는 브랜드 파워 강화와 개별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는 고객의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미디어 영역(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미디어, 검색)과 상거래 영역(쇼핑, 엔터인먼트, 금융플라자)에 맞는 단일 혹은 

개별 브랜딩을 통해서 미디어 영역에서는 트래픽을 극대화 시키고 상거래 영역에서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이미 양자구도가 형성된 검색 서비스의 연내 

1위를 위하여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서비스의 질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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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절대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일, 카페, 미디어 등의 

사업 영역에서도 선도기업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소비자가 느끼는 

새로운 가치를 커뮤니케이션 하여 시장 우위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상거래 영역에서는 한층 사용자별로 차별화 된 초기화면 디스플레이, 우수고객관리프로그램

쇼핑몰 추천상품프로그램 등 기존의 CRM을 더욱 정교화하고 새로운 CRM기법을 도입하여 

Daum회원의 최초구매자수 증가 및 기존 구매자의 ARPU 증가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자회사 

2002년부터 시너지(Synergy)가 감소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

조정 및 지분율 감소 정책을 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61억을 기록하였던 지분법평가손이 

이번 1분기에는 5억원 지분법평가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

의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하여 지분법평가손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이번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향후 안정적인 경상이익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매출합계는 123억원이고 지분법적용 대상 자

회사들의 매출합계는 288억원입니다.  

 

2003년 하반기 사업전망 

 

인터넷 광고 사업부문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광

고주들의 영입과 더불어 전체 시장의 여건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배너광고단가 인

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광고주당 광고금액의 증가로 인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

습니다.  

 

휴가철이 있는 3사분기에는 B2C사업부문 인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형 서비스 부문에서 완

만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 B2C사업부문은 4사분기에 성장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상반기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당사의 하반기 매출이 전체 연간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도 반복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

의 연말 실적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난 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5명의 사외 이사 중 4명을 중국, 프랑스, 미국, 독일 출

신의 외국인들로 구성한데 이어 7월에 기존의 감사위원회에 이외에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위원들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은 그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 전문적이고 투명한 당사의 경영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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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주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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