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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ot Rated  국내 UCC 업체 

   
현재가 (10/16) 2,350원  뉴미디어플랫폼 사업 영위 

올해 8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뉴미디어플랫폼 업체.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업인

판도라TV와 멀티 미디어 플레이어 KM플레이어를 서비스하고 있음. 국내 매출은 주로 판도라

TV 광고수익과 용역서비스로 이루어지며, 해외 매출은 일본 판도라TV 광고수익/유료서비스, 

KM플레이어 설치(인스톨)매출과 광고수익이 차지하고 있음 

2013년 기준 매출비중은 판도라TV 81%(내수 71%, 수출 29%), KM플레이어 19%(내수 11%, 

수출 89%). 수출 비중은 약 41%. 올해는 KM플레이어 매출 비중이 전년대비 10%P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  

수익모델 다각화를 통한 실적 성장 

국내광고시장 채널별 비중은 2010년 전통매체 52%, 뉴미디어 31%에서 올해는 전통매체 42%, 

뉴미디어 44%로 뉴미디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전방시장 성장 속에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UCC사업 외 KM플레이어 실적 성장 등으로 수익 다각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판도라TV: 올해 매출은 전년대비 약 10% 감소한 80억원 예상. 유투브 등 글로벌 경쟁 미디어

플랫폼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광고수익 감소가 주 원인. 경쟁사 점유율 상승은 정부의 역차별적

제도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내부적

으로는 4K UHD 서비스, 라이브방송, MOVP(Mobile Online Video Platform, 개인 앱을 통

한 방송 콘텐츠 생성 및 관리)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한 점유율 상승 기대  

KM플레이어: 올해 매출은 전년대비 약 90% 증가한 40억원 예상. KM플레이어는 필수 코덱을

내장한 무료 비디오 플레이어. 230여개국 서비스 중이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음. 첫 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 이후 MUV 2,400% 성장, 월 순방문자 수 3,100만명. 방문자수 증가에 따라

광고수익 전년대비 약 250% 증가 예상 

KOSDAQ (10/16) 545.49pt  

시가총액 119억원  

발행주식수 5,204천주  

52주 최고가 3,470원  

 최저가 2,200원  

   

김 종 우  

02 6915 5776 

081239@ibks.com 
 

 

 

 

 

 

 

 

 

 

 

 

 

 

 

 

 

 

 

 

 

 

 

 

 
 (단위:억원,배) 2010 2011 2012 2013 2014F 
 매출액 - 100 103 110 120 

 영업이익 - 1 10 15 17 

 세전이익 - 1 5 8 10 

 지배주주순이익 - 1 5 8 10 

 EPS(원) - - - - 173 

 증가율(%) - - - - - 

 영업이익률(%) - 1.4 10.0 14.0 14.2 

 순이익률(%) - 1.4 4.6 7.6 8.3 

 ROE(%) - - - - 13.3 

 PER - - - - 13.3 

 PBR - - - - 1.6 

 EV/EBITDA - - - - 7.6 

 주: 2014F EPS 전환사채 562,849주 100% 희석     자료: Company data, 예상 실적은 회사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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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 120억원(+9% yoy), 영업이익 17억원(+13% yoy), 순이익 10

억원(+25% yoy). 향후 미디어랩사를 통한 광고수익 외 모바일 및 배너 광고 비중 증가는 

마진 개선에 긍정적일 것. 또한 수익다각화로(수출, KM플레이어, 용역서비스 등)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현 주가 기준 2014F P/E 13.3X 수준(전환사채 562,849주 

100% 희석) 

그림 1. 국내 광고시장 채널별 추이  그림 2. 국내 뉴미디어 광고 매체별 추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업계자료 

 
 

자료: KOBACO, 판도라티비 

 

그림 3. 제품별 매출 추이  그림 4. 내수, 수출 추이 

 

 

 
자료: 판도라티비, IBK투자증권  자료: 판도라티비,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KONEX 시장에 상장된 판도라티비의 지정자문인으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사항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