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 Platform | 3Q21 Review  

 

Match Group. Inc(MTCH.US) 

  

2021.11.22 

3Q21 Review Comment 

투자의견: NA 

현재주가: 141 USD(11/19 기준) 

시가총액: 40(십억달러) 

 47(조원)   

SUM(메타버스, 비디오, 아바타, 소개팅, 친구 만

들기) = 매치  

RA 이유진_ eugenelee@eugenefn.com | Analyst 황성현_ 02)368-6878_ tjdgus2009@eugenefn.com  

 3Q21 실적 요약 및 4Q21 가이던스 

매출액 8 억 달러(+13% qoq, +25%yoy), 영업이익 2 억 달러(+ 5% qoq, +10%yoy)로 컨센서스에 부

합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줌. 유료 사용자 수는 1,630 만명(+16%yoy), 유료 사용자당 매출은 16 달러

(+8%yoy)이며, 힌지와 틴더가 매출액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 또한 Azar(비디오 랜덤 채팅 어플)를 서

비스하는 하이퍼커넥트 인수로, 아시아에서 유료사용자당 수익(RPP; Revenue Per Payer)이 전년비 

17% 성장 

4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8.1~8.2 억 달러, 조정 EBITDA 2.8~2.9 억 달러, 2021 연간 매출액은 30 억 

달러(+25% yoy)로 제시 

미래 성장 동력: 사람 간 연결을 잇는 AI+AR+영상 플랫폼으로 전환 

매치는 보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상호 작용 및 라이브 경험을 추가 중 

1) 1:1 비디오 채팅: 앱에서 비디오로 소개팅(Hinge, Match, Pairs) 및 친구 만들기(Azar) 가능 

2) 목소리 기능: Hinge 프로필에 목소리로 자기소개하는 기능을 추가해,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합한 어

플 구축. 이를 통해 유료 구독률을 높였음 

3) 메타버스 소개팅: 하이퍼커넥트의 싱가포르 자회사 Belogical PTE 는 한국에서 시범 출시한 “싱글타

운” 앱을 통해 메타버스, 즉 아바타로 코로나 시국 대학생들의 미팅/소개팅/과팅/랜선친구 플랫폼 제공

중. 해당 앱이 성공적일 시 다른 앱에 확대·적용되어 새로운 과금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 제정 움직임 빨라져, 매치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 증폭  

매치는 앱 내에서 구독(subscription)이나 일회성 결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따라서 인앱결제(In-

App Purchase; IAP) 의존도가 매우 큼. 애플과 구글은 앱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 중. 3 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치는 앱스토어 인앱결제수수료로 이번 연도에 5 억 5 천만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매출액의 18.3%). 한국은 8 월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앱스토어 사업자가 앱 사업

자에 대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통과, 시행 중. 미국 하원에서도 앱스토어 사

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통과 시 수익성 큰 폭 개선 기대 

 현지명 Match Group 

한글명 매치 그룹 

시가총액(억달러/조원) 40/47 

설립연도 1993 

설립자 게리 크레맨(Gary Kremen) 

펭 옹(Peng T. ong) 

본사 위치 달라스, 텍사스 

현 CEO 샤르 듀베이(Shar Dubey) 

  

52주 최고/최저(USD) 182/130 

배당수익률(21F, %) -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9  

BLACKROCK 8.0  

T ROWE PRICE GROUP I 7.6  

 

 

고지사항 

본 자료는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만을 목적

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오차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

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기 12월) 3Q21 2021Q2 2020Q3 2020A 2021E 2022F 

(단위:백만달러,달러,%,배) 실적(백만달러) 증가율(qoq) 증가율(yoy)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매출액 802  13.3  25.3  708  640  2,391  3,002  3,642  

영업이익 221  5.1  10.2  210  200  746  895  1,151  

세전이익 150  -15.7  -3.6  177  155  587  696  982  

순이익 131  -6.9  -1.0  141  133  129  653  843  

EPS(USD) 0.47  -9.6  -7.8  0.52  0.51  0.58  2.3  2.9  

증가율(%) - - - -8.8  -10.5  -75.5  -54.0  -84.2  

영업이익률(%) 27.5  -2.1  -3.8  29.7  31.3  31.2  29.8  31.6  

순이익률(%) 16.4  -3.5  -4.4  19.9  20.7  5.4  21.8  23.2  

ROE(%) - - - - - - -  195.3  

PER(배) 80.5  -1.3  24.3  81.8  56.2  80.2  62.3  49.2  

PBR(배) - - - - - - - 48.9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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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평균 유료 구독자 수 성장 추세  도표 2.  RPP(Revenue per Payer; 유료사용자 당 수익) 

 

 

 
자료: Match Group, 유진투자증권  자료: Match Group,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지역별 매출액 비중 

 
자료: Match Group,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사람 간 연결을 잇는 AI+AR+비디오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 전략 

 
자료: Match Group,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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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10월에 추가된 틴더 Explore 기능  도표 6.  Hinge 음성 기반 데이트 기능 추가 

 

 

 
자료: 틴더, 유진투자증권  자료: 힌지, 유진투자증권 

 

도표 7.  메타버스 소개팅 어플 “싱글타운” 

 
자료: 앱스토어, 유진투자증권 
주: Belogitcal PTE는 하이퍼커넥트의 100% 자회사로,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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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9.3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