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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상장 주식수에는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총 374,190주이며, 이 중 상장 후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301,190주) 미포함

【 공모개요 】

기타 연구개발 및 마케팅 110       보호예수주식수 합계 3,044,604    56.4%

수급

ㅇ 전체 보호예수물량은 상장예정주식수의 56.4%로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은 43.6%

ㅇ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374,190주로 상장 예정 주식수의 6.93%에 해당하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 상장 후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301,190주

ㅇ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주식 중 80,980주는 행사 시 상장 후 2년, 167,950주는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됨

【 Key Analysis Comment 】

상장 후 3개월

주1 : 상장주식수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세종시 제 2사옥 구축 26         

상장주식수 합계 5,394,170            1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유통가능주식수 합계

19,500        시설자금

운영자금 서비스 및 솔루션 전문 조직 구축 10         

146       합계 2,349,566    

상장 후 1개월

기타 및 소액주주 1,058,830            19.6% 112,540       2.1%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내용 금액(억 원)

상장 후 12개월

하단 기준 할인율

상단 기준 할인율 (%) 공모주주 650,000              

0.2%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9,500                0.4%공모자금 사용계획(공모밴드 하단기준)

구분

기타 및 소액주주

(%)

4.6% 상장 후 6개월

986,600              18.3% 187,030       3.5%

우리사주조합 130,000       2.4% 상장 후 12개월

상장 후 3개월

상장 후 1개월

13,330        

0.4%

12.1% 152,964       2.8%

공모가 산출내역 공모 후 주주구성 보호예수사항

650,000                             

5,394,170                          

2020-09-11

2020-10-22

2020-10-28

23,000   28,000   

150       182       

희망공모가

공모금액

예상시총

공모주식수

상장주식수

1,241     1,510     

(원)

(억 원)

(억 원)

(주) 

(주) 

공모정보 공모주요일정 및 경쟁률 기타

Peer 주당 평가액

공모희망가 하단 500,000              9.3%

주주명

카카오

확정공모가 구분

대표주관사

인수회사

한국투자증권

공모희망가 상단

일정 경쟁률 구분

2,179,240            40.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지분율주주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카카오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원)

(원)

(원)

29,249                         

수요예측일

신고서제출

납입일

상장일

2020-10-20청약일

사업현황

(회사개요)

1. 디지털 뉴딜 정책, 비대면 문화 확산등 바이브컴퍼니 수혜 가능

 1)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연평균 48.0%,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연평균 20.4% 급성장

  ㅇ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바이브컴퍼니 주요 타깃 시장은 연평균 26.9% 성장 전망

    - 바이브컴퍼니의 주요 타깃 시장은 소셜리스닝, 핀테크, 증강분석, 데이터 거래, IPA, AI 전문 상담,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 빅데이터 교육, IVA 시장

 2) 디지털 트윈 기술은 디지털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바이브컴퍼니가 시장 선점 및 주도

 3) 비대면 서비스는 디지털 뉴딜 4대 분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문화 확산에 힘입어 수혜 가능

2. 국내 최고 기술력 보유

 1)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매출액 대비 30% 이상 R&D에 투자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

   ㅇ 경영진의 78%가 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기술 인력 평균 근속 연수는 8년 6개월

    - 기술성 평가 결과 '이크레더블 - AA', '나이스디앤비 - A' 등급 획득

 2) 278억 건의 비정형 데이터, 300만 어휘, 3,000만 어절, 78만 감성 지식 등 국내 압도적인 데이터 및 지식베이스 보유

 3) 형태소 분석 99%, 어절 분석 97%, 구문 분석 94% 등 국내 최고 자연어 처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보유

3. 국내 유일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 'SOFIA'를 통한 확장성

 1) 25개 이상 산업군에서 425개 고객사 확보

   ㅇ 최근 5년간 고객사 연평균 37.8% 증가

    - 뛰어난 기술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기 고객사 지속 증가  *장기고객사 기준은 2년 이상 매출 발생 고객

    - 2019년 기준 장기 고객사 매출 비중 약 79%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

   ㅇ 기술 모듈화를 통한 신속한 신규 시장 침투 가능

    - 'SOFIA' 기반 신규 서비스 4주 이내 테스트 가능

 2) 기술력 및 레퍼런스 기반 기존 제품의 적용 산업 확장 및 신규 서비스 출시

   ㅇ 공공 및 대기업 대상 브랜드 인지도 보유

   ㅇ 2020년 계약/수주 금액 2019년 184.5억 원 대비 152.6% 증가한 466.1억 원 달성 *계약/수주 금액은 각 년도 9월 말 기준

 3) 높은 영업이익률의 구독형 서비스 확장을 통해 영업이익 극대화

4. 디지털 트윈, 맞춤형 IPA, Sometrend, 비대면 사업 등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1)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부산, 세종 등 국내 독보적인 디지털 트윈 레퍼런스 구축

   ㅇ 세종 5-1 생활 권역, 부산 에코델타, LH 디지털 트윈 플랫폼, 광양시 등 국내 디지털 트윈 레퍼런스 구축

   ㅇ 구독형 서비스 확장 및 글로벌 사업 파트너 확보를 통한 해외 진출

    - 유럽 국제 공동과제 참여를 통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2) 고객 맞춤형 IPA 시장 선점

   ㅇ 예측, 탐지, 분류 등 IPA 요소 기술을 제공하는 AI Solver 서비스 보유

    - AI 기반 서비스 최초 개발 및 상용화

    - 금융감독원 검수 통과 및 금융권 레퍼런스 구축 → SaaS 방식을 통해 공공, 물류, 제조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ㅇ 세계 최초 증강 분석 기술 서비스 AI Report 보유

 3) 구독형 서비스 썸트렌드 사업 영역 확대

 4) 국내 최고 기술력 및 레퍼런스 기반 비대면 사업 강화

   ㅇ 디지털 뉴딜 정책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AI Agent 사업 영역 확대

    - 클라우드 기반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

    - 금융권 이외의 쇼핑, 숙박 등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

투자포인트

밸류에이션

ㅇ 바이브컴퍼니 2022년 추정 순이익을 2020년 반기말 기준 순이익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구한 PER은 희망공모가밴드 하단 기준 22.5배, 상단 기준 27.4배

ㅇ 바이브컴퍼니 주당 평가액은 상장 예정 주식수에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301,190주를 더하여 계산

ㅇ Peer 기업들의 2020년 반기 실적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지배지분)과 기준주가(분석일(2020.8.12)로부터 1개월 종가 평균과 분석 기준일 종가 중 작은 주가)로 구한

    PER 평균은 28.7배, 2020.8.31일 종가 기준 PER 평균은 28.1배

ㅇ AI 기술 혁신 서비스 기업

  - 바이브컴퍼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 'SOFIA'를 보유.

   • 기술 플랫폼 'SOFIA'는 58종의 원시데이터, 71종의 지식베이스, 60종의 세부모듈을 포함하며, 이들의 조합으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생산 가능

  - 바이브컴퍼니의 주요 서비스는 Sometrend, AI Solver, AI Report, AI Agent

   • Sometrend는 빅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발굴 서비스로, 다양한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데이터를 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

   • AI Solver는 탐지, 분류, 예측, 발굴, 탐색, 시뮬레이션 등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AI 문제 해결 플랫폼

   • AI Report는 세계 최초 증강 분석 기술 서비스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및 리포트 생성까지 제공함

   • AI Agent는 상담업무, 상담지식 탐색 등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플랫폼

리스크요인

ㅇ 주력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 속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ㅇ 매출의 계절성 위험

 - 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프로젝트성 사업 수주 비중이 높아 4분기에 매출이 집중

 - 분기별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월단위 과금 방식의 서비스 매출 증가

 공모분석보고서 : 바이브컴퍼니 (347890.KQ)

2020-10-08

4.27%

23,000                         

28,000                         

21.36%

구분 단위 내역

업종분류

주요제품

소속시장 KOSDAQ

썸트렌드, AI Solver, AI Report, AI Agent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구분 단위 내용공모희망가밴드

2020-10-12 2020-10-13

2020-10-19

신영증권

주식수 지분율 보호예수기간

2,179,240    40.4% 상장 후 24개월

250,000       

43.6%

주2 : 공모주식수는 신주모집 650,000주

자료 : 금융감독원, 바이브컴퍼니, IR큐더스



주3: K-IFRS 기준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 연결재무제표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임

주3: 2020(E) 당기순이익은 2020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2019.3Q ~ 2020.2Q)의 순이익(지배지분) 합계

주4 : Peer 기업 시가총액은 2020년 8월 31일 종가 기준

주1 : 2022년 추정 순이익을 2020년 반기말 기준 순이익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 16.71%는 동사의 재무위험, 예상 매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

주2 : 주당 평가액 산정을 위한 주식수에는 상장 예정 주식수와, 상장 후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301,190주를 합산하여 산정

주3 : 주당평가액 산출을 위해 적용한 PER 28.65배는 PEER 들의 2020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지배지분)과 기준주가(분석일(2020.8.12)로부터 1개월 종가 평균과 분석 기준일 종가 중 작은 주가)로 구한 PER 평균

자료 : 증권신고서, IR큐더스

시가총액 2019 PER 2020(E) PER

58.1                                       

【 바이브컴퍼니 밸류에이션 】

구분(억 원) 추정 당기순이익 2020년 반기말 기준 순이익 현재 가치 적용 PER(배) 시가총액 적용 주식수 주당 평가액(원)

28.7 1,665.8        5,695,360          29,249        2022년 85.6                              

625.3 NA 28.7연결 354.2

요약 손익계산서 요약 재무상태표

구분(백만 원) 구분(백만 원)

매출액 14,037

9.4 27.5

【 Peer 실적 및 밸류에이션 】

34.6924.1

구분(억 원) 기준

위세아이텍

2019 2020.1H 2019 2020.1H

2.8% -2.5%

주1 : 2017년의 경우 K-GAAP 기준으로 외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 받지 않은 K IFRS 재무제표를 기재

주2 : 사업 확장을 위한 2019년 하반기 대규모 채용 및 매출 인식이 4분기에 집중되면서 손실폭 확대

자료 : 금융감독원, IR큐더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지배)

153.0 -61.8 -36.4셀바스에이아이

80.3%

매출총이익률

-6.1%

-13.8%

ROA5.4% -4.8% -24.2%

ROE 21.8% 7.5% -5.1%

순이익률 7.6%

356.3% 107.1% 110.9% 140.2%

4.8%

18,403

당기순이익 1,070

IR큐더스 김조운 선임 02.6011.2000(#121) rlawhdns019@irkudos.co.kr

개별

구분 2017 2018

자료 : 금융감독원, IR큐더스

Disclaimer

작성자

197.2 104.5 29.1

2020.1H

82.7% 177.9%

2019 2020.1H 구분 2017 2018 2019

재무비율

765 -777 -1,932

부채총계 17,510 16,468 16,542

영업이익률 11.8% 9.5% -2.1% -20.6% 유동비율

56.4% 57.5% 44.2% 46.9% 부채비율

104.2%

10,624

영업이익 1,662 1,342 -344 -1,645  비유동부채 10,212 9,444 8,230 7,779

판관비 6,255 6,762 7,546 5,394  유동부채 7,298 7,024 8,312

2018 2019 2020.1H

【 요약 재무제표 】

7,201 3,749 자산총계

2017

31,530

매출원가 6,121 5,996 9,097 4,246  비유동자산 16,386 19,346 22,796

매출총이익 7,916 8,104

14,101 16,298 7,996  유동자산 6,039 12,498 8,657 8,531

22,999

본 자료는 분석대상 기업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 컨설턴트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

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2,425 31,844 31,453

자본총계 4,915 15,376 14,912 13,1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8 920 -842 -1,932

2019

26.7

-70.8

2020.1H

9.1

31.6

2020(E)

33.6

21.8

2017 2018 2019 2020.1H



1. Corporate Identity

2. Investment Highlight

【 Appendix 】



3. 국내 유일 AI ∙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 SOFIA

4. SOFIA 기반 AI 혁신 서비스



5. 높은 확장성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

6. 매출/영업이익 가이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