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2분기

에코마케팅 경영 실적 발표





실적 요약(연결)

-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나 인건비 및 마케팅 투자 증가로 이익은 감소

- 연결기준 매출 YoY 20%, QoQ 39%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익의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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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회사별 매출 및 영업이익

Data driven, No.1 Performance marketing group

- 적극적인 마케터 양성을 위한 본사 신규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투자 증가

- 데일리앤코의 글로벌 플랫폼 본격 확장 및 마케팅 사업부문 신설로 인한 투자로 마케팅 비용 증가

- 6월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안다르는 6월 매출 117억, 영업이익 3억으로 흑자 전환 실현

(단위: 억원)

(단위: 억원)

매출 '21.2분기 '21.1분기 '20.2분기 QoQ YoY

총액(연결) 621 446 515 39% 20%

본사 128 106 158 21% -19%

데일리앤코 409 331 359 23% 14%

안다르 117 - - - -

영업이익 '21.2분기 '21.1분기 '20.2분기 QoQ YoY

총액(연결) 88                   78                   204                   12% -57%

본사 59                   47                   104                   24% -44%

데일리앤코 28                   32                   101                   -13% -72%

안다르 3                     - - - -

※ 본사, 데일리앤코, 안다르의 실적은 별도 기준임



본사 매출과 영업이익 월별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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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을 저점으로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Sales Boosting 매출 지속성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매출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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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매체 프로모션 통한 비정기 인센티브 6억원 포함



데일리앤코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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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클럭, 몽제 등 자체 브랜드의 브랜드빌딩을 통한 D2C 커머스 사업 외에 추가로 마케팅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안다르의 국내/해외 총판과 마케팅을 수행, 이를 통해 안다르와 데일리앤코의 국내/해외 매출을 동시에 증대시킴

- 2분기 몽제의 TV 광고 성공과 5월말 런칭한 비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티타드의 판매호조로 자체 브랜드 사업부문의 매출 실적 견고

- 글로벌 플랫폼 사업부문 역시 매출과 가입자 모두 우상향 추세로 6월말 기준 Vanity table의 가입자는 45만명을 돌파함

- 데일리앤코의 신규 마케팅 사업부문 부스팅 및 글로벌 플랫폼 확대를 위한 마케팅 투자, 몽제 TV 마케팅, 티타드 런칭을 위한 마케팅 투자

등 ’21년 2분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케팅 투자가 선행되었고, 각 사업부문별 유의미한 실적의 매출 부스팅 실현중

사업부문 '21.1분기 '21.2분기 QoQ

자체 브랜드 147억원 209억원 42%

마케팅 79억원 100억원 27%

91억원 96억원 5%

가입자(누적, 분기말 기준) 30만명 45만명 50%

사업내용

클럭, 몽제, 유리카, 티타드 등

안다르 등

글로벌 플랫폼

Vanity Table

※ 위 매출은 데일리앤코 월별 판매 기준 매출로 회계 기준 매출과는 차이가 있음



Business Boosting 모델의 완성



Business Boosting 사업 모델의 사업성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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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앤코 인수 이전까지의 에코마케팅은 대형 광고주 대상의 온라인광고대행 사업에 집중

➢ 데일리앤코 인수 이후 온라인광고대행 사업에서 브랜드 개발/빌딩을 통한 D2C 커머스로 사업영역 확장

(직접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그동안 에코마케팅에 축적된 광고/마케팅 역량으로 브랜드를 빌딩.

유통채널 의존없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여 D2C로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사업 역량과 데이터 축적)

➢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안다르를 인수하여, 제품/판매채널/마케팅/물류/CS 등 전 사업영역을 분석, 리빌딩하여 단기간에 매출의

폭발적 증대와 흑자 전환 결과를 도출해 냄

➢ 이는 에코마케팅/데일리앤코 연합군의 클럭, 몽제, 유리카, Vanity Table 등 다양한 브랜드와 플랫폼 마케팅 및 커머스 운영

성공 경험이 안다르로 완벽하게 복제된 결과

→데일리앤코와 안다르를 연속적으로 Turn around 및 성장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사와 에코마케팅이 함께 성장하는 Business Boosting 모델의 사업성과 스킴을 완성함

향후 다양한 기업들을 본 시너지 스킴에 편입시킬 계획



에코마케팅을 만난 안다르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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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 2021

- 전년대비 매월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6월 기준 월 영업이익 흑자전환

- 매출 성장과 동시에 매출 원가 및 판관비 개선도 이루어졌으며, 전사적인 체질개선으로 향후 매출과 이익의 동시 급성장 기대

- 안다르의 매출 성장은 곧 에코마케팅과 데일리앤코의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는 삼사의 동반성장 시너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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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