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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O VALUE! 

- 2002년 실적보고 및 2003년 사업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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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실적요약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한 해 동안 전년 909억원 대비 148% 성장한 2,252억원의 매

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15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3억

원 대비 5,800% 성장한 수치입니다. 또한 미디어기업의 주요지표이자 회사의 성장성 및 현

금흐름을 보여주는 EBITDA는 전년 116억원대비 156%성장한 29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매출내역으로는 인터넷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12% 성장한 400억원, 인터넷쇼핑

몰 매출이 전년 대비 146% 성장한 1,641억원 그리고 거래형 서비스 매출이 211억원입니

다. 

 

당 사가 200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시장의 2002년 예측매출액이 1,700억원~2,100

억원 그리고 예측 영업이익이 60~1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기대치를 상회한 실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광고매출은 2002년 한 해 동안 분기평균 20%가 넘는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성

장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졌듯이, 갈수록 더해가는 인터넷의 

매체영향력 증대와 함께 선두업체로서의 집중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

라 광고주수는 2001년 574업체에서 2002년 4,305업체로 증가하였고 2002년 7월에 단행

된 광고단가인상과 내부영업조직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은 광고매출이 당사의 안정적이고 성

장성 있는 매출원으로서 자리잡도록 해주었으며 회사의 수익성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

다. 

 

전자상거래사업부문인 다음쇼핑은 2002년 하반기 전체 소매시장의 소비 심리 하락에도 불

구하고 작년 대비 146%, 분기 평균 21% 성장한 1,64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는 소비심리하락시 가격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고객이 이동하는 현상과 함께 

4사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 그리고 다음회원의 지속적인 상거래활동으로의 유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2003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 매출인식에 관한 회계기준

의 변경으로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를 받는 영업방식에 대해서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2002년의 쇼핑몰 매출을 개정된 회계기준으로 인식하면 154억원이 됩니다.  

 

2002년 3사분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폭의 성장에 그쳤던 거래형 서비스의 경우 4사분기

에 기존의 성장속도를 회복하여 연간 211억원의 매출을 기록 분기별 평균 22%의 높은 성

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 인터넷 미디어를 지향하는 당사 서비스의 다양성과 경쟁력 있

는 새로운 서비스들의 오픈 그리고 다음캐쉬와 같은 편리한 결제수단의 개발로 인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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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해동안 거래형 서비스 유료 회원이 197%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8%증가한 반면 매출원가와 판관비 비용항목은 작년 대비 131% 증

가하는데 그쳐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5,800% 성장한 153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해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작년 0.3%에서 6.5%증가한 

6.8%이고 이를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보면 전년 0.9%에서 19.1%증가한 20.0%를 기록함으

로서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2년  2001년 2002년 4Q 2002년 3Q 2001년 4Q 

매    출    액 225,229 90,962 77,067 56,976 34,084

  인 터 넷 광 고 39,983 18,852 13,727 11,022 5,934

 인터넷 쇼핑몰 164,120 66,839 56,647 40,561 26,615

 거래형 서비스 21,126 - 6,693 5,393 -

기         타 - 5,271 - - 1,535

매  출  원  가 188,117 81,871 62,909 47,252 31,062

매 출 총 이 익 37,112 9,091 14,158 9,724 3,022

판매비와 관리비 21,832 8,832 7,241 5,611 3,221

영  업  손  익 15,280 259 6,917 4,113 -199

EBITDA 29,645 11,572 10,739 7,814 3,062

(상기 2002년 4사분기 실적 및 20002년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회계감사 후의 확정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um 회원 현황 

 

2002년은 다음회원들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

적인 성장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전체 월고정사용자중 인터넷 쇼핑과 거래형 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수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여 한 해동안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수가 전체 월고정사용자수의 14.8%에 이르렀고 유료회원의 ARPU(Average 

Revenues Per User) 역시 꾸준히 상승하여 연간 ARPU 62,816원을 달성하여 다음회원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부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우표제 시행 8개월째인 현재 월 고정사용자수가 19,892,000명으로 작년 보다 6.6% 

성장하여 ‘회원이탈’ 이 아닌 스팸메일 감소 등 부대효과로 회원들의 이용만족도와 충성도

(Loyalty)가 오히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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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2Q 3Q 4Q 

월고정사용자수 18,660,000 18,933,000 19,638,000 19,892,000

분기별유료 

서비스사용자수 

817,654 1,093,671 1,153,938 1,368,649

% 4.38 5.78 5.88 6.88 

B2C매출(백만원) 35,103 40,849 45,954 63,340

ARPU(원) 42,931 37,350 39,824 46,279

 

[ARPU(Average Revenues Per User) 추이]                              

 

 2001  2002 

월고정사용자 

(연말기준) 
18,092,000 19,892,000

연간유료사용자

(Unique) 
992,300 2,949,047

B2C매출(백만원) 66,839 185,246

1인당B2C매출(원) 37,358 62,816

 

이러한 현상은 각종 결제수단의 발달과 온라인상품의 유용성으로 인해 소비자들 경제생활이 

급속하게 온라인화(化)하고 있다는 점, 한 번 온라인 거래를 시작하면 충성고객이 되는 온

라인 거래의 특징 그리고 아바타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소비

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거래형 서비스의 성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원들의 다음캐쉬(Daum Cash) 사용현

황을 살펴보면 2002년 한 해 동안 충전건수 400만 건에 충전금액은 101억원에 이르고 있

습니다. 

 

2002년 9월에 진행된 무선인터넷 메일과 카페서비스의 유료화와 더불어 올 해 게임 서비스 

아이템 유료화 그리고 20여가지에 이르는 여타 기존 거래형 서비스의 활용증가와 2003년에 

오픈될 신규서비스 오픈으로 다음캐쉬(Daum Cash)의 사용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다음의 서비스 매출의 증가와 함께 현금흐름(Cash Flow)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래픽 현황(2002년말 현재, 2001년말 대비성장률) 

(단위 : 천PVs, 천명, 천개) 

일일평균페이지뷰 월고정사용자 커뮤니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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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20,352 2,000 

37.7% 13.1% 100% 

 (자료 : 2002년 12월, 다음커뮤니케이션) 

 

순방문자수 

(천명) 

도달률 

(%) 

월페이지뷰 

(천) 

평균방문일수 

(일) 

평균체류시간 

(분) 

20,981 91.7 15,894,911 14.85 310.8

(자료 : 2002년 12월 코리안클릭 넷서베이) 

서비스 현황 및 전략 

 

 

2002 년 한해동안 다음이 서비스분야에서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룬 해였습니다. 

2002 년에 새로 오픈한 서비스로는 ‘아바타’, ‘사고팔고(인터넷직거래서비스)’, ‘비즈니스센터’, 

‘건강’, ‘어린이’, ‘웨딩(wedding)’, ’법률서비스’ 그리고 어린이 포털서비스인 ‘다음 꿈나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2 년 말 현재 5,000 여개의 CP(Contents Provider)를 

보유하면서 70 여개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미디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들 개별 서비스들은 향후 거래형서비스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2 년 미디어사업강화를 위해 ‘다음 기획특집’ 등을 통한 네티즌들의 의견 개진 

및 각종 폴(poll)을 통한 여론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선거참여 확대 캠페인을 포함한 각종 

대선 특집 서비스 등 기존 미디어와는 차별적인 컨텐츠를 직접 생산 및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커뮤니티, 많은 방문자와 높은 페이지뷰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네티즌들에게의 호의적인 이미지는 다음의 미디어로서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시사저널의 한국의 영향력있는 매체평가에서 1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사업의 강화는 다음의 매체파워를 증가시켜줄것이며 이는 궁극

적으로 광고매출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사업전략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기 위한 마케팅활동 강화노력이 이루

어 질 것입니다. 

 

인터넷 광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한 해 동안 내부 영업인력을 통한 광고영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2003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선도자로서 인터넷 광고 시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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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새로운 영업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고 채택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3일에 이루어진 오

버츄어와의 제휴 역시 검색광고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색광고시장 개척을 위한 영

업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영업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광고주와의 일대일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영업활동 강화로 전체 광고매출 중 내부영업을 통한 광고매출의 비중이 증가하

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3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광고매출의 수익성 개선

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음의 내부 영업인력들이 인터넷 광고집행 경험이 없는 광고주에 대

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체 인터넷 광고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 가

는데 도움울 줄 것입니다. 또한 오버츄어와 같은 새로운 영업전략의 시도 뿐 아니라 각 계

절별 패키지상품 개발, e-branding상품, 그리고 새로운 솔루션 상품 등 지속적인 신상품 개

발과 같은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써 시장의 흐름에만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시장확대 

노력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마케팅 효과의 구체화 작업으로 산학협동

연구프로젝트와 시험적 브랜딩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며 ,인터넷마케팅 저변확대를 위해 기

존 마케터 및 광고업계 종사자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

니다.  

 

결국, 다음은 기존 인터넷 광고 시장의 확대와 시장 점유율 제고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어 내기 위해 선도자로서의 앞서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인터넷 쇼핑 

2003년부터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매출에 대해

서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대고객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제삼자물류시스템(TPL)과 배송추적시스템 등을 도

입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며 ‘다음쇼핑’의 브랜드 강화를 통해 종합쇼핑몰로서

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직소싱을 강화하고 현재 시장수위를 달리고 있는 공동구매상품수를 증가시켜 유통마진율을 

개선하고 CRM과 우수고객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객충성도를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월고정사용자(Active User)의 11%정도에 이르고 있는 쇼핑경험자수를 더욱 

늘려나갈 예정이며 기존고객의 객단가 향상과 서비스 충성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표] 인터넷 쇼핑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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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Q 2002 2Q 2002 3Q 2002 4Q 

일평균 

페이지뷰 
6,494,229 6,864,699 6,723,456 8,051,628

일평균 

방문자수 
731,649 797,273 882,180 1,152,046

객단가(원) 44,642 41,247 42,666 50,511

입점업체수 222 250 271 318

상품수 151,357 164,369 170,258 178,193

마진율 9.0% 9.3% 9.6% 9.3%

 

거래형서비스 

2002년 국내인터넷시장에서의 커다란 변화중의 하나가 거래형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터넷 시장의 발전은 쇼핑몰 뿐 아니라 각종 거래형 마케팅 서

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전문포탈(Vertical Portal) 혹은 종합포탈(Horizontal 

Portal)들이 보여준 최근의 거래형 서비스의 매출증가가 이를 증명해 주고있습니다. 

 

2003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2002년에 다져진 시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노력

을 할 것입니다. 각 개별 서비스들의 온/오프라인 광고, 이벤트 및 캠페인을 통해 제품마케

팅(Product Marketing) 혹은 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을 강화하여 20여개에 이르고 

있는 각 서비스들의 골고른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의 골고른 

성장은 특정산업에 대한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종합포털로서 전반적으로 안정

적인 그리고 예측가능한  매출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말에 게임과 취업 그리고 웹하드사업 등을 위한 사내벤처제도를 도입하였습

니다. 이는 원천컨텐츠 확보를 위한 서비스 내부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설투자 

2002년에 인터넷사용자시장이 포화기에 들어서고 온라인 우표제시행으로 인한 시설투자부

담의 감소로 2001년 294억원 대비 47% 감소한 132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는 연초 다음이 예상했던 150억원을 하회하는 것이며, 2003년 역시  2002년 수준의 시설

투자집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는 지속적인 비용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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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2003년에는 장기적 매출증대를 위한 신규고객확대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서비

스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통합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는 

Daum이라는 브랜드를 파워브랜드로 카워나감과 동시에 Brand Equity를 강화할 것이며 이

는 궁극적으로 ARPU의 증가를 통한 고객가치 극대화로 이어 질 것입니다. 

 

자회사 

 

인터넷 미디어 사업에 시너지(Synergy)를 줄 수 있는 관계회사와의 관계는 더욱 공고히 하

여 보다 양질의 다양한 컨테츠를 제공하는 종합 인터넷 미디어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며 시너지(Synergy)가 감소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및 지

분율 감소 정책을 실행하여 지분법평가손실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여 순이익률개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03년 사업전망 

2003년 경기의 불투명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터넷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사업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시장

도입기의 성장사업들이고 또한 각 사업분야에서 상위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커질 것이

기 때문입니다. 

 

2003년 1월 16일 기준으로 발간되어있는 국내 9개 증권사들의 당사에 대한 2003년 매출

예측치는 매출 1,000억원~1,40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50억원~400억원입니다. 당사가 예

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이 범위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2003년 매출은 

2002년 대비 30%~85%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002년 대비 60%~160% 성장 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출의 성장속도보다 영업이익의 성장속도가 2배정도 빠른 레버리지

효과가 가속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가

치 고평가에 대한 우려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던 영업현금흐름(EBITDA)은 올 해도 작년 증가분 이상의 

큰 증가를 보여 약 420억원~570억원을 기록, 다음이 앞으로도 향후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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