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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사분기 실적요약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1사분기동안 전년 동기 대비 202%, 지난 분기 대비 21%성장

한 4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매출내역으로는 인터넷 광고매출이 63억원, 인터넷쇼핑몰 매출이 314억원, 거래

형 서비스 매출이 37억원입니다. 

 

인터넷 광고매출은 계절적인 요인과 매출재분류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8%성장했으나 지

난분기 대비해서는 4% 상승한 6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전체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음회원의 실구매력 향상에 

따른 상거래 활동의 증가로 인해 314억원의 매출을 달성 작년 동기 대비 269%, 전분기 대

비 18% 성장하였습니다. 

 

2001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거래형 서비스는 이번 분기에도 아바타, 게임, 사고

팔고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며 

3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비용측면에서 매출원가는 인터넷쇼핑 매출증가에 따른 상품원가의 증가로 인해 작년동기 대

비 212% 증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36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매출 총이익

률은 12.2%로 예상되며 판관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작년동기 대비 122% 전분기 

대비 4% 증가한 33억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 17억원, 영업이익률 4%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창사이래 최대인  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주당 영업이

익(영업이익 EPS)은 131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영업현금흐름(EBITDA) 또한  51억원으로 

작년 동기 27억원 대비 83%, 전분기 31억원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약손익계산서] 

과          목 2002년 1사분기 2001년 1사분기 2001년 4사분기 

매    출    액 41,391,229 13,727,588 34,073,954

  인 터 넷 광 고 6,288,235 3,748,220 6,041,745

인터넷쇼핑몰 31,382,495 8,515,465 26,554,744

 거래형 서비스 3,720,499 - -

기         타 - 1,463,903 1,477,465

매  출  원  가 36,317,672 11,631,939 31,06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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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총 이 익 5,073,557 2,095,649 3,004,058

판매비와 관리비 3,331,672 1,502,227 3,212,790

영  업  손  익 1,741,885 593,421 -198,734

 

트래픽 성장추이 

 

2002년 1사분기는 다음회원들의 양적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 시장이 포화기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회원

수, 일일페이지뷰, 그리고 월고정사용자수 등에서 여전히 국내최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픽 현황(2002년 3월말 현재, 2001년 12월말 대비성장율) 

 

회원 일일평균페이지뷰 월고정사용자 

32,500,000 367,350,000 18,660,000 

1.5% 5.6% 3.1% 

 

한편, 플랫폼 서비스(메일, 카페, 메신저, 검색, 모바일)를 중심으로 다음의 서비스 전략인 

‘참여형 서비스’ 확대의 효과로 회원들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순방문자수, 도달률, 체류

시간 등)에서는 여전히 다음회원들이 충성도에 있어서도 국내 어느 타 사이트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순방문자수

(천명) 

도달률 

(%) 

페이지뷰 

(천) 

평균방문일수 평균체류시간

(분) 

다음 19,725 90.4 14,708,195 14.5 307.9

야후 17,957 84.2 3,263,166 9.1 97.1

NHN 17,886 83.9 2,334,986 9.3 76.3

(자료 : 코리안클릭 넷서베이 2002년 3월) 

 

브랜드 인식 지표 다음 야후 

인식지표 인터넷사이트 최초상기도 52.5 27.8 

행동지표 주로 이용사이트 51.8 20.5 

태도지표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 47.8 19.0 

(제일기획 소비자 조사자료, 2002년 3월)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다음커뮤케이션은 2002년 3월 기준으로 국내최고의 도달률(90.4%)과 

월평균체류시간(307.9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기획의 소비자 조사자료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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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즌들의 인식지표, 행동지표, 태도지표에 있어서도 다음이 여타 경쟁사이트보다 월등히 자

주 이용하는 사이트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우표제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의 메일계정 전환운동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의 회원이 한메일을 주메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고 70%이상이 온라인우표제 시

행 후에 스팸메일이 감소했다는 응답을 하는 등 회원들의 충성도는 온라인 우표제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다음의 회원들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앞에 설명한 규모나 충성도에 있어서의 국

내 독보적인 지위를 넘어서 회원들의 사이트내에서의 상거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월고정사용자(Active User) 일인당  전체 매출, B2C매출이 

모두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다음 회원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RPU(Average Revenues Per User) 추이]                              

  (단위 : 원, 명) 

 1Q 2001 2Q 2001 3Q 2001 4Q 2001 1Q 2002 

월고정사용자 13,200,000 15,000,000 16,289,000 18,092,000 18,660,000

총   매   출 13,727,587,611 20,762,658,869 22,387,572,563 34,083,953,774 41,391,228,843

1인당총매출 1,040 1,384 1,374 1,884 2,218

B2C  매  출 8,753,788,000 16,620,311,000 16,896,384,097 27,604,546,653 35,102,993,728

1인당B2C매출 663 1,108 1,037 1,526 1,881

 

이러한 현상은 각종 결제수단의 발달과 온라인상품의 유용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갈수록 온라인 거래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아바타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상품들이 지속적으

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다음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결제가 가능한 다음캐쉬

(Daum Cash)라는 강력한 결제수단을 갖춤으로써 온라인상품 구매의 편의성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2001년 하반기에 결제수단을 갖춘 이후로 2002년 3월말 현재 50만 이상의 다음 

사용자들이 다음캐쉬(Daum Cash)를 사용하고 있으며 월충전금액과 월사용금액도 각각 12

억원, 9억원에 이르고 있고 성장률은 분기별 7~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 및 전략 

 

올해 다음 서비스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파워를 증대 시킴으로 

서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더욱 영향력 있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한메일’과 ‘다음카페’ 이외의 플랫폼 서비스와 컨텐츠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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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파워를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기획특집’을 통한 네티즌들의 의견 개진 및 

여론 조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사분기 동안 F15사건,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장애인 특집, 구태규 사건 ,대선후보토론회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티즌들끼리의 상호 

의견 교환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한메일’, ‘다음카페’ 이외에도 일일 1,200만페이지뷰를 달성하면서 국내최고의 금융사

이트로 자리매김한 ‘다음금융플라자’와 40여 개의 컨텐츠제공업체(CP)를 보유하면서 국내최

고 교육사이트로 부상한 ‘다음교육’ 그리고 여성전용 서비스인 ‘미즈넷’ 등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트래픽이나 거래규모에 있어 업계수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서비스들도 해

당 분야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서비스들의 경쟁력 강화는 사용자들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광고, 거래수수료, 혹은 입점업체와의 수익배분의 형태로 다음커뮤니케이

션의 매출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2 1사분기에 오픈한 서비스로는 ‘아바타서비스’, ‘사고팔고(인터넷 직거래 서비스)’ 그리

고 ‘비즈니스 센터(기업대상 인터넷 서비스 패키지)’가 있고 2002년 2사분기에 오픈 예정인 

서비스로는 ‘건강’, ‘어린이’, ‘웨딩(Wedding)’ 등이 있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예정했던 대로 2002년 4월 1일을 시점으로 온라인우표제를 시행하였습

니다. 그 결과  온라인 우표제 시행 이전 한메일넷으로 수신되는 전체 메일이 실시 이전 하

루 평균 6,300만 통에서 시행 후 하루평균 2,000만 통~3,000만 통으로 감소하였고, 하루 

스팸신고도 온라인우표제 시행전보다 1/4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스팸 메일 감소를 

통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마케팅환경개선, 사용자들의 충성도 증가, 온라인마케팅주

도권 확보, 메일송수신 인프라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별 현황 및 전략 

 

한국광고주협회의 ASI(광고경기실사지수) 2002년 4월 전망치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의 ASI

는 3월 111.2에서 4월 130.0으로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숫자는 TV광고의 

ASI(131.4)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

하고 있습니다.(ASI가 100이상이면 지난달 보다 광고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

미이고 100이하면 지난 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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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별 광고경기실사지수 예측치(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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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 2002년 4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2년 1사분기에도 2001년부터 강화해온 내부영업인력을 통한 시장

개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영업인력은 철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고정비를 최소

화하면서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사분기 광고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서 1-2월은 광고주들

이 광고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는 설계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2002년 들어 당사의 

매출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광고로 분류되던 일부 매출이 거래형 서비스로 분류

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

계청이 발표한 2002년 1월 전자상거래 통계조사에 따르면 1월중 사이버 쇼핑몰의 거래액이 

4천345억원으로 전월보다 13.3%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9.8%가 늘어났으며 

그 중에 B2C거래액은 3천5백73억원으로 전월대비 11.5%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7.7%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쇼핑몰 관련 통계자료] 

 2001 1Q 2001 2Q 2001 3Q 2001 4Q 2002 1Q 

일평균 

페이지뷰 
1,918,293 3,099,553 4,457,227 4,982,600 6,4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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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방문자수 
302,340 469,836 551,647 579,467 731,649

월평균 

구매자수 
47,210 100,719 114,135 163,332 199,040

월평균최초 

구매자수 
36,173 72,374 71,364 92,330 106,568

객단가(원) 56,936 43,747 41,318 41,815 44,642

입점업체수 104 121 182 188 222

상품수 187,835 141,111 133,806 149,775 151,357

마진율 8.0% 9.2% 10.2% 8.5% 9.0%

 

다음 쇼핑몰은 보다 다양한 입점업체 확보(2002년 3월말 현재 222개)와 더불어 무이자 할

부 서비스 등 결제수단의 강화와 테마 쇼핑, 네티즌 상품평 등 참여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 및 기존고객 충성도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

이 다음 쇼핑몰의 트랙픽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쇼핑을 방문하는 회원

들의 실구매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최초구매자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어서 쇼핑몰 구매경험이 없는 다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한편 다음회원 중 2002년 3월말 현재 구매경험이 있는 회원수는 

1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수료모델뿐 아니라 입점홍보료나 ASP모델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상

품원가를 제외한 마진이 9%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래형 서비스에서는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상품의 다양화 이용의 편의성 그리고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시장크기가 커졌고 다음의 대규모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1

사분기에 3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중  새로 오픈한 거래형 서비스로서는 ‘아바타’, ‘사고팔고’,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할만한 서비스는 아바타 서비스로서 3월 초에 오픈 한 이래 3월말 현재 약 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인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도 월 1억여원의 매출을 일으키며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메일 사용자들의 충성도의 증가와 

다음 서비스의 플랫폼 가치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플라자, 교육, 검색, 운세, 프리미엄 메일/카페, 무선인터넷, 취업, VOD,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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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섹션에서도 대부분 지난 한해동안의 매출보다 많은 분기매출을 달성함으로써 거래

형 서비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거래형 서비스

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와 거래형 서비스와의 연동마케팅과 함께  취업, 교육, 인터

넷 방송, 월드컵 섹션에서는 오프라인 업체와 공동마케팅 등을 통하여 수익증대에 공헌하였

습니다. 

 

현재 다음은 20여 개의 거래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 2사분기에는 ‘건강’과 ‘웨

딩(Wedding)’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오픈 할 예정입니다. 

 

영업이익 

 

2002년 1사분기 수익성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증가와 더불어 인프라투자비용의 감소

에 있습니다. 1분기 동안의 투자액은 47억원이었으나 이는 시스템 교체를 위해 매각 후 재 

구입한 장비1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치는 순투자액은 34

억원으로 지난 4분기 대비 39%감소 했으며, 연간 예산 역시 연초 예상치인 200억원에 크

게 못 미치는 15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가상각비의 증가세가 크게 둔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 1Q 2Q 3Q 4Q 2002 1Q 

매출 137.2 207.6 223.9 340.7 413.9

시설투자금액 74.5 68.4 91.4 56.1 34.4

매출/ 

시설투자금액 
1.87 3.03 2.45 6.08 12.0

 

2002년 2사분기는 광고주들의 본격적인 광고예산 집행기이고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이어서 

월드컵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접영업의 강화로 인

해 광고대행사 수수료율 감소로 수익성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한해동안 월 15%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줬던 인터넷쇼핑몰 매출은 1사분기에도 

그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기념 행사일에 특수가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상 2사분기는 그 

동안 지속되어왔던 성장세에 추가적인 탄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거래형 서비스 시장의 출현은 또 하나의 의미있는 성장 잠재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투입으로 높은 마진율을 올릴 수 있는 거래형 서비

스의 지속적인 성장은 다음의 수익률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분기에 30.6원을 기록했던 영업현금흐름(EBITDA)은 1사분기에 66% 성장한 5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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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습니다. 1분기말 현재 다음의 현금 보유액은 약 340억원으로 위와 같은 영업현금

흐름(EBITDA) 성장세로 인해 2사분기에도 건강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을 뒷

받침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