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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4분기 실적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4분기동안 1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

으며, 이는 작년 동기대비 243%, 2000년 4/4분기 대비 28% 성장한 

숫자이다.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인터넷 광고매출은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7억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 분기대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

으며 인터넷 쇼핑몰 매출은 전체 B2C시장의 급성장과 다음 회원의 상

거래활동의 증가로 인해 85억원의 매출을 달성 작년 4/4분기 대비 

81%의 성장율을 보여주었다. 

 

비용측면에서 마케팅 비용 등 재량적인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당해 기

간에 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트래픽 성장추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트래픽 성장세는 1/4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져서 각

종 마케팅 지표에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확고부동한 1위의 위치를 고

수하고 있다.  

 

트래픽 현황(2001년 3월말 현재, 2000년 4/4분기 대비성장율) 

 

회원 일일평균페이지뷰 커뮤니티 

27,478,000 209,981,000 620,000 

20.5% 24.9% 77% 

 

이와 같은 국내포탈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는 다음의 마케팅 플랫폼의 

파워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와 수익

원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전략 

 

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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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은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 영업인력을 강화한 바 

있다. 내부 영업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광고대행업체의 외주비

중을 자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인터넷 광고집행 경험이 없는 광고주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

해 인터넷 광고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로부터의 직접수익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인터넷 

쇼핑몰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며 그 외에 금융몰, 취업정

보, 교육 등의 서비스를 강화시켜 각종 온라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서비스전략 

 

서비스 측면에서 2001년은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

이다.새로운 서비스를 대량으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중요 서비스를 엄선하여 제공하는 

전략을 가져 갈 것이다. 

 

1/4분기 동안 서비스분야에서의 주요 변화로는 매치메일 서비스와 다

음 메신저 서비스가 급성장하였고, 사용자가 직접 캐릭터를 만드는 캐

릭터 메일 서비스가 재오픈하여서 더욱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군

을 형성하게 되었다. 

 

컨텐츠형 서비스에서는 수익성 서비스 개발과 커뮤니티 및 EC와의 결

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의 수익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수

익성 서비스 개발의 대표적인 예로서 기업형 카페, 검색에서의 키워드 

검색 광고 강화가 이루어 졌고, 금융플라자에서의 대출 서비스, 은행들

과 제휴한 입점 형태의 은행/카드 서비스, 수능 모의고사 온라인 등록 

서비스 그리고 취업에서의 기업 구인 광고 등록 서비스 등을 진행하였

다. 또한 4/4분기부터는 상업성 대량메일에 대한 전송료를 부과할 방

침이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부문에서는 PDA를 이용하여 다음의 주요 서비스를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용자들의 다음서비스로의 접근

성을 증대시켰다. 2/4분기에는 무선 메신저 서비스, 무선 메시지 서비

스 그리고 무선 전화번호부 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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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사용자들의 서

비스 접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시장의 확

장과 포털의 지위강화 등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전략 

 

다음은 국내 최대 포털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성장보다는 사이트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계획이다. 

 

전체적인 회원 관리가 아닌 전체적인 액티브율의 향상, 활동하는 회원

중에서도 실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구매 이력 향상 등과 같이 

실질적인 고객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케팅 프

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러한 노력들로 다음 사이트의 마케팅 플

랫폼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aum Communications 3 



 

 
www.daum.net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과목 2001년 1/4분기 2000년 

유동자산 24,425 22,550

  당좌자산 24,425 22,550

  재고자산 - -

고정자산 77,466 69,422

  투자자산 42,141 39,838

  유형자산 30,160 24,722

  무형자산 5,165 4,861

자산총계 101,891 91,971

유동부채 27,314 18,974

고정부채 18,256 18,237

부채총계 45,569 37,211

자본금 6,134 61,34

자본잉여금 34,091 34,092

이익잉여금 11,558 10,117

자본조정 4,539 4,416

자본총계 56,322 54,760

부채와 자본총계 101,891 91,971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과목 2001년 1/4분기 2000년 1/4분기 

매출액 13,728 3,959

매출원가 11,635 3,004

매출총이익 2,093 955

판매비와 관리비 1,482 2,440

영업손익 610 -1,485

 

  

                                                             Daum Communications 4 



 

 
www.daum.net 

사업전망 

 

광고시장의 경기회복은 하반기 이후로 예측되는 바 광고수익의 성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

여 경기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보완해줄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의 

안정된 수익의 증가 뿐 아니라 현금흐름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영업이익면에서는 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

로 영업이익율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꾸준한 매출의 증가로 흑

자 기조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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