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젠 (950190/KQ｜Not Rated) 

Play to Earn(P2E) 게임 출시 예정 

- 소셜 카지노 및 캐쥬얼 게임 전문업체 

- 2022 년 상반기 Play to Earn(P2E) 서비스 도입한 솔리테르 게임 출시 예정 

- 기존 솔리테르 게임에 토너먼트 방식 추가해 우승자에게 누적된 참가비를 제공 

- 토너먼트 우승하기 위해 유료 아이템 등에 대한 결제 대금 증가할 가능성 유효 

- M&A 활동이 본격화됐으며, 11 월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 업체 인수를 완료함 
 

주가 및 상대수익률 

 

주가상승률 절대주가 상대주가 
1개월 3.4% 1.5% 
6개월 2.0% -2.8% 
12개월 -17.4% -28.8% 

2021-11-25

다수의 신작 출시로 성장 기대 

미투젠은 소셜 카지노 및 캐쥬얼 게임 전문업체다. 3Q21 기준 매출 비중은 소셜카지노 

40%, 트라이픽스(캐쥬얼카드게임) 32%, 솔리테르 28%다. 동사는 페이스북,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수익은 인앱결제(IAP)와 

광고 매출을 통해 발생 중이다. 2021 년 12 월에 신작 3 개(포켓배틀스, 호핑캐쉬카지노, 

솔리테르 퍼펙트 할리데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2022 년에도 신규 소셜카지노 및 Play to 

Earn 기반 솔리테르 게임과 퍼즐 게임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성장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신작이 부재했던 2021 년 매출액은 1,050 억원(-7% YoY), 영업이익은 420

억원(-11% YoY)을 전망한다.  
 

Play to Earn(P2E) 게임 출시 예정  

미투젠은 플레이투언(P2E) 서비스를 도입한 솔리테르 게임을 2022 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플레이투언 서비스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동사

는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기존 솔리테르 게임에 토너먼트 방식을 추가해 먼저 카드 

조합을 완성하는 유저가 승리하고 보상을 얻는 구조를 구현할 예정이다. 토너먼트 참가

비는 현금결제를 통해 지불하고, 누적된 참가비는 동사와 우승자에게 배분될 것으로 예

상한다. 토너먼트 우승을 하기 위해 유료 아이템 등에 대한 결제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

도 있다. 향후 출시될 플레이투언 게임은 기존 게임 대비 높은 몰입도와 함께 유저 결제

대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M&A 활동 본격화 

2021 년 11 월 미투젠은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 업체인 미투앤노벨의 지분 70%를 확보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투앤노벨의 웹툰 플랫폼은 약 350 만명의 회원을 보유 중이고 

12 월 전후로 웹소설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투앤

노벨은 자체 웹툰 및 웹소설 제작이 가능하며, 유의미한 IP 가 확보될 경우 미투젠 신작 

게임에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미투젠은 미투앤노벨 외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되는 업체들에 대한 M&A 를 고려중인만큼 외형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올해도 고 배당

성향을 유지해 시가 배당률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Company Data 
자본금 649 억원 
발행주식수 1,358 만주 
자사주 23 만주 
액면가 0 원 
시가총액 3,130 억원 
주요주주  

미투온(외5) 45.39% 
  

외국인지분률 5.70% 
배당수익률  
  
Stock Data 
주가(21/11/25) 23,050 원 
KOSDAQ 1015.66 pt 
52주 Beta 0.48 
52주 최고가 28,150 원 
52주 최저가 19,800 원 
60일 평균 거래대금 49 억원 

Analyst 
이소중 
sojoong@sks.co.kr 
02-3773-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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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젠 주요 게임 라인업  

 

자료 : 미투젠, SK증권 

 
 
 

국가별 매출 비중  (단위 : %)  분기별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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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젠 신규 전략 배틀 게임 개요  

 

자료 : 미투젠, SK증권 

 
 

미투젠 신규 소셜 카지노 개요  

 

자료 : 미투젠, SK증권 

 
 



SK Company Analysis 
Analyst 이소중  sojoong@sks.co.kr / 02-3773-9953 

4 

 

미투젠 신규 솔리테르 게임 개요  

 

자료 : 미투젠, SK증권 

 
 

2022년 신작 게임 라인업  

 

자료 : 미투젠,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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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투자의견 목표주가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21.11.26 Not 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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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작성자(이소중)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1년 11월 26일 기준) 

매수 91.11% 중립 8.89% 매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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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동자산  96 382 615 1,188  매출액  76 808 970 1,130 

현금및현금성자산  42 289 513 902  매출원가  14 183 225 27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 80 93 201  매출총이익  62 626 744 851 
재고자산       매출총이익률 (%)  81.1 77.4 76.8 75.3 

비유동자산   13 51 42  판매비와관리비  47 295 310 377 
장기금융자산       영업이익  14 331 434 474 
유형자산   13 49 40  영업이익률 (%)  18.9 40.9 44.8 42.0 
무형자산    2 1  비영업손익  0 1 -4 -2 

자산총계  96 394 666 1,230  순금융비용  0 0 2 2 
유동부채  84 97 198 129  외환관련손익  0 0 -2 -1 

단기금융부채  32  11 12  관계기업투자등 관련손익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9 15 16 32  세전계속사업이익  14 331 431 472 
단기충당부채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18.8 41.0 44.4 41.8 

비유동부채   3 28 18  계속사업법인세  2 57 78 85 
장기금융부채    25 16  계속사업이익  12 274 352 387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중단사업이익      
장기충당부채   3    *법인세효과      

부채총계  84 100 225 147  당기순이익  12 274 352 387 
지배주주지분  12 295 441 1,083  순이익률 (%)  15.6 33.9 36.4 34.3 

자본금  55 57 59 575  지배주주  12 274 352 387 
자본잉여금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15.55 33.91 36.35 34.29 
기타자본구성요소  -54 -48 -34 -43  비지배주주      
자기주식       총포괄이익  12 274 352 388 
이익잉여금  11 286 416 552  지배주주  12 274 352 388 

비지배주주지분       비지배주주      
자본총계  12 295 441 1,083  EBITDA  14 331 450 490 
부채와자본총계  96 394 666 1,230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월 결산(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업활동현금흐름  9 298 466 295  성장성 (%)      

당기순이익(손실)  11 274 352 357  매출액    20.0 16.5 
비현금성항목등  3 69 113 112  영업이익    31.4 9.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15 15  세전계속사업이익    30.0 9.6 
무형자산상각비    0 1  EBITDA    35.7 9.1 
기타  3 68 97 96  EPS(계속사업)    28.6 3.3 
운전자본감소(증가)  -5 -44 6 8  수익성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54 -25 -8 -35  ROE    95.9 50.8 
재고자산감소(증가)       ROA    66.5 40.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9 -15 12 19  EBITDA마진  18.9 41.0 46.4 43.4 
기타  -107 -54 -15 -45  안정성 (%)      
법인세납부   -1 -6 -183  유동비율  114.6 392.8 311.3 922.9 

투자활동현금흐름  -54 -19 -5 -83  부채비율  일부잠식 33.9 51.1 13.5 
금융자산감소(증가)   -5  -78  순차입금/자기자본  일부잠식 -98.0 -108.1 -87.9 
유형자산감소(증가)   -14 -2 -5  EBITDA/이자비용(배)  155.6 3,883.5 152.6 201.6 
무형자산감소(증가)    -2   주당지표 (원)      
기타  54     EPS(계속사업)   2,461 3,166 3,271 

재무활동현금흐름  87 -33 -247 205  BPS   2,646 3,959 8,051 
단기금융부채증가(감소)  32 -33    CFPS   2,470 3,304 3,410 
장기금융부채증가(감소)    -14 -13  주당 현금배당금      
자본의증가(감소)  55   417  Valuation지표 (배)      
배당금의 지급    233 199  PER(최고)     10.8 
기타       PER(최저)     7.8 

현금의 증가(감소)  42 245 212 418  PBR(최고)     4.4 
기초현금   44 300 484  PBR(최저)     3.2 
기말현금  42 289 513 902  PCR     7.8 
FCF  10 265 399 224  EV/EBITDA(최고)  -0.7 -0.9 -1.1 7.4 

자료 : 미투젠, SK증권 추정       EV/EBITDA(최저)  -0.7 -0.9 -1.1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