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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보다폰 그룹(Vodafone Group Plc)은 세계 최대 이동 통신 업체 중 하나로서
음성, 메시징, 데이터 그리고 유선 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1천 1백 만 명 이상의 고객, 9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3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건설했습니다. 보다폰 그룹의 시장은 크게 2개 지역 - 유럽지역과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Africa, Middle East and Asia Pacific, AMAP)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요 인사

Gerard Kleisterlee
(회장)
2011년 7월 선임
필립스에서 약 30년 간 근무했으며, 2011년 3월 31일
필립스 사장/CEO 겸 회장에서 은퇴했습니다. 또한, 다임러,
로열더치쉘, 델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Vittorio Colao
(CEO)
2008년 7월 선임
1996년 보다폰에 합류하여 이탈리아 보다폰 CEO을 맡았으며,
2002년 이사진에 합류할 때까지 지역 CEO를 지냈습니다.
2004년 RCS 미디어 그룹으로 자리를 옮기며 보다폰을 잠시
떠났으며, 2006년 10월 유럽지역 CEO로 다시 합류했습니다.

Andy Halford*
(CFO)
2005년 7월 선임
1999년 영국 보다폰 재무담당 이사로 합류했으며, 이에
앞서 East Midlands Electricity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Verizon Wireless의 CFO이자, 북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재무담당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 Luc Vandevelde (수석 사외 이사), Alan Jebson, Samuel Jonah, Nick Land,
Anne Lauvergeon, Anthony Watson CBE, Philip Yea, Renee James, Omid Kordestani, Val
Gooding (2014년 2월 1일 기준)

*Andy Halford는 2014년 3월 보다폰을 퇴사할 예정이며, 2014년 4월 1일부터 Nick Read
(AMAP CEO)가 CFO를, Serpil Timuray가 AMAP CEO를 담당할 것입니다.

최고 경영진: Vittorio Colao (CEO), Andy Halford (CFO), Stephen Pusey (CTO), Philipp Humm
(유럽 CEO), Paolo Bertoluzzo (그룹 상업&운영 수석 담당), Nick Read (AMAP CEO), Warren
Finegold (전략&비즈니스 개발 담당 이사), Matthew Kirk (대외협력담당 이사), Morten Lundal
(CCO: Chief Commercial Officer), Rosemary Martin (법률 고문), Ronald Schellekens (그룹
인사담당 이사) Nick Jeffery (그룹 사업담당 이사)

 

Stephen Pusey
(CTO)
2009년 6월 선임
2006년 보다폰에 합류했습니다. 보다폰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1982년부터 노텔, EMEA에서 근무했으며 총괄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 브리티시 텔레콤에서
근무했습니다.

보다폰
그룹

© Vodafone Group 2013

주요 재무지표1

FY 11/12 FY 10/11 FY 09/10 FY 08/09

매출 (10억 파운드)

세후 영업 수익 (10억 파운드)

CAPEX (10억 파운드)

잉여 현금 흐름 (10억 파운드)

EBITDA (10억 파운드)

45.9

11.8

6.2

7.0

14.7

44.5

11.5

6.2

7.2

14.7

41.0

11.8

5.9

5.7

14.5

17.1716.1116.75조정 후 주당 순이익 (EPS) (펜스)

8.09주당 배당금 (펜스)

FY 12/13

46.4

11.5

6.4

6.1

14.5

14.91

13.52*

44.4

12.0

6.3

5.6

13.3

15.65

7.778.3110.19
*2012년 2월 특별 배당금 4.0p 지불

약 90,000명
26개 국적

20% 여성

최고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모바일 묶음판매

2012/2013년 상반기 그룹 서비스 매출 2012/2013년 상반기 그룹 서비스 매출

모바일 비묶음판매
신규

유선

기타

선불폰 사용자

기타

기업
약정폰 사용자

36%

36%

36%

31% 27%

6%

10%

12%

6%

2012/2013년 상반기 그룹 서비스 매출

독일 영국

Vodacom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기타

Verizon Wireless

기타 독일

이탈리아

인도

Vodacom

18%

28%

11%

9%

12%
12%

10%

2012/2013년 상반기 그룹 조정 영업 수익

54%

10% 11%

10%
3%

10%
2%

주식 관련 세부 사항

장기 신용 등급:

무디스(Moody's) A3 S&P(Standard & Poor's) A-피치(Fit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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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0일 기준 257억 파운드의 순 부채
보다폰 그룹은 채권, 상업 어음, 은행 융자 등을 비롯한 일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다폰 그룹의 대출 프로필은 대략적으로 그룹의 기본 자산 가치와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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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fone DJ Global Telcos

과거의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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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 vs DJ Global Telcos 주가 비교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보다폰에 산정된 금액 (펜스)

상장

시세표시

주식 유형

시가 총액

발행 주식 수

런던, 나스닥(NASDAQ)

VOD:LN, VOD:AR

보통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약 1050억 파운드
2013년 9월 30일 기준

484억 6,100만 주

재무부 지분 총 43억 6000만 제외
2013년 9월 30일 기준 528억 2100만 주 발행

팩트시트



보다폰은  2015년 전략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고자 70억 파운드를 확대 투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계연도 2018/2019에 7년간의 연이은 현금회수(EBITDA-설비투자)로 10억 파운드 이상의 미래현금
흐름(FCF)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십억 파운드)목표

주요 시장

보다폰의 비전

봄 프로젝트

등록 및 본사

견적 안내

브랜드

2014년 3월 31일 마감된 연도 기준

조정 영업 이익 약 50억 파운드

잉여 현금 흐름 45-50억 파운드

27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Brand Finance)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통신업체(Brand Finance)

참고

Vodafone House
The Connection
Newbury
Berkshire
RG14 2FN
England
영국 사업자 등록번호 1833679

연락처
Investor Relations:
Tel: +44 (0) 7919 990 230          Email: ir@vodafone.co.uk

언론 매체 문의:
+44 (0) 1635 664444

일반 문의:
UK switchboard +44 (0)1635 33251 

참고 정보

주의 및 안내

보다폰의 데이터는 201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성장률은 연간 내적
성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용어는 www.vodafone.com/content/index/investors/glossa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본 자료는 보다폰의 합작 투자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보다폰은 모바일 서비스 매출을 2013년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Vodacom 시장 점유율은
   최상위 2개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남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3  추가 지분은 인도 시민들이 지배적으로 소유 및 통제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련 투자가 매입 또는 매각된 시점의 주가 또는 해당 투자에 대한 수익과 관련하여 본 팩트시트에서 제시한 정보를 해당 투자의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본 팩트시트는 증권사의 자료가 아니며 여하한의 이유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룹 내 모든 회사의 주식을 인수, 청약 또는 매수 혹은 매각하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1995년 미국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에 의거하여 미래 전망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사건과 연관된 위험과 불확실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 전망 내용에는
조정 영업 이익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표, 잉여 현금 흐름, 봄 프로젝트 및 Verizon 판매 완료와 관련한 예상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배당될 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들 미래 전망과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리뷰는 2013년
3월 31일 마감된 연례 보고서에서 '미래 전망 내용('Forward-looking statements')'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폰의 웹 사이트 www.vodafone.com/investo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폰은 이러한 미래 전망 내용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그와 같은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EBITDA, 조정 후 영업 이익과 EPS(Earnings per Share), 잉여 현금 흐름, 내적 성장은 비-GAAP 통계치입니다. 이들 통계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13년 3월 31일 마감된 연도에 대한 그룹 연례 보고서의 17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dafone, Vodacom, Vodafone 로고는 Vodafone Group의 상표입니다.
    

회계 일정

자문 기관
기업 주식 중개 기관 

EGM & 법정 회의
2014년 1월 28일

US 그룹 판매 종료
2014년 2월 21일

3분기 결과
2014년 2월 6일

전체 회계연도 결과
2014년 5월 20일

1분기 결과
2014년 7월 25일

AGM
2014년 7월 29일

감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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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com Group(65% 소유)

제시된 모든 재무 결과와 고객 수는 100% 기준(단, 이
탈리아는 76.9% 기준)이며, 2013년 3월 31일 마감된 연
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OP = 조정 영업 이익

52억 파운드 매출, 19억 파운드 EBITDA, 12억 파운드 AOP
5,900만 명의 고객 (90% 선불)
시장 점유율2 59%

독일(100% 소유)

이탈리아(76.9% 소유)

48억 파운드 매출, 19억 파운드 EBITDA, 12억 파운드 AOP
2,200만 명의 고객 (81% 선불)
시장 점유율2 35%

영국(100% 소유)

52억 파운드 매출, 12억 파운드 EBITDA, 3억 파운드 AOP, 
1,900만 명의 고객 (42% 선불)
시장 점유율2 25%

스페인(100% 소유)

39억 파운드 매출,  9억 파운드 EBITDA, 3억 파운드 AOP, 
1,400만 명의 고객 (32% 선불)
시장 점유율2 29%

Verizon Wireless(계열사, 45% 소유)  

Verizon Wireless의 주식을 포함, US그룹을 1300억달러에 매각 제안
주주 수익 840억 달러 예상
2014년 2월 21일 완료 예상

19개 자회사: 알바니아, 체코공화국,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이집트, 가나, 인도, 
뉴질랜드, 카타르, Vodacom Group

•  대규모 데이터 보유
•  사업의 강자
•  신흥 시장의 리더
•  까다로운 서비스 혁신
•  비용 효율적인 조직 구조

•  완벽한 음성통화 품질
•  최고의 4G 품질, 경쟁력 있는 3G 품질
•  빠른 속도

보다폰의 차별점
•  항시 보장되는 연결성
•  최고의 고객 경험
•  손쉬운 통합 솔루션
•  비용 효율적 솔루션

주주의 이익은 기업의 지속적인 우선순위

•  2013/2014 회계연도에 주당 11p의 배당금 지급 (전년 대비 +8%)
•  이후 매년 주당 배당금 증가를 목표로 함
•  VZW 거래로 주주들에게 840억 달러 수익 예상

4개 합작 벤처: 호주, 이탈리아, 피지, Indus Towers

1개 계열사: Safaricom

50개 이상의 파트너 시장 지분 투자 이외의 방식으로 시장 확장

견적 안내는 해당 년도 전반에 걸쳐 VZW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다폰 이탈리아가 100% 포함됩니다.
보다폰의 다른 합작 투자 기업은 주식 계좌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폰 이탈리아 거래 및 봄 프로젝트의
매입 회계 조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은 ￡1:€1.17, ￡1:INR84.9 and ￡1:ZAR14.3으로
계산되었으며, 그룹의 현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안내는 라이선스와 주파수 구입의 영향, 세액 조정 관련 지불내역, 비용 재조정 및 봄 프로젝트의 영향은
배제하였습니다.

유럽
모바일

3.0

AMAP
모바일

통합된
통신

기업

최고의
고객 경험

•  완벽한 음성통화 품질
•  최고의 도시 데이터; 전국 최고
•  빠른 속도

•  성장 중인 분야에 투자: IP-VPN, 호스팅 & 클라우드, M2M
•  영향력 있는 항공/운송 서비스 플랫폼
•  전세계적 확장

•  유선 확장으로 집중 지위 강화
•  xDSL 커버리지 확대 목표

•  소매 재설계 가속화
•  직접 유통을 선택적으로 확장 
•  온라인/mCare 역량 강화
•  지속적으로 강력한 고객서비스 경험 창출
•  발빠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상용화

1.5

1.0

0.5

1.0

79억 파운드 매출, 27억 파운드 EBITDA, 13억 파운드 AOP
3,200만 명의 고객 (52% 선불)
시장 점유율2 35%

43억 파운드 매출, 12억 파운드 EBITDA, 2억 파운드
AOP, 1억 5,200만 명의 고객 (94% 선불)

인도(84.5% 소유3)

시장 점유율2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