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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투자자유의사항)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영업실적입니다.

2020년 3분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조이맥스(이하 “회사”) 및 그 연결대상종속회사들의 재정상황, 운영, 영업성과 및 회사 경영진의

계획∙목표와 관련된 향후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전망은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시점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회사는 향후 변경되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현행화 할 책임이 없으며 실제 회사의 미래 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이맥스연결대상기업

㈜플레로게임즈, ㈜조이스튜디오, ㈜아이들상상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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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3분기연결실적요약

• 매출액 (+9% QoQ, +26% YoY) :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등으로 전분기 대비 9%, 전년대비 26% 증가

• 영업이익 (-2% QoQ, +51% YoY) :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적자폭 감소

• 당기순이익 (-7% QoQ, +24% YoY) : 지분법 손실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전년대비 적자지속

3Q’20 2Q’20 QoQ 3Q’19 YoY

매출액 9,574 8,782 9% 7,581 26%

영업비용 10,952 10,136 8% 10,407 5%

영업이익 -1,378 -1,354 적자지속 -2,826 적자지속

영업외손익 -1 62 - 17 -

금융손익 -315 -284 - 86 -

지분법손익 -445 -239 - -111 -

법인세차감전이익 -2,140 -1,815 적자지속 -2,833 적자지속

법인세비용 -6 178 -103% -41 85%

당기순이익 -2,134 -1,993 적자지속 -2,792 적자지속

[단위: 백만원]

※ 합계 금액과 합산된 금액의 차이는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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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별매출

• 모바일 (+19% QoQ, +24% YoY) : 신작 모바일 게임 <당신에게 고양이가> 출시 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19%, 전년대비 24% 증가

• 온라인 (-27% QoQ, +55% YoY) : 기존 출시 게임들의 매출 하향안정화 등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55% 증가

• 기타 (-17% QoQ, -13% YoY) : 인앱(In-app) 광고매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17%, 전년대비 13% 감소

[단위: 백만원]

3Q’20 2Q’20 QoQ 3Q’19 YoY

모바일 8,130 6,828 19% 6,548 24%

온라인 1,244 1,712 -27% 805 55%

기타(광고매출) 200 242 -17% 229 -13%

합 계 9,574 8,782 9% 7,581 26%

※ 합계 금액과 합산된 금액의 차이는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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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용

• 영업비용 (+8% QoQ, +5% YoY) : 신작 출시를 위한 광고선전비 증가(+52% QoQ) 등으로 전분기 대비 8%, 전년대비 5% 증가

• 3분기 영업비용
[단위: 백만원]

3Q’20 2Q’20 QoQ 3Q’19 YoY

인건비* 4,208 4,337 -3% 4,607 -9%

지급수수료 3,678 3,539 4% 3,612 2%

광고선전비 2,165 1,428 52% 994 118%

감가상각비 397 390 2% 464 -14%

세금과 공과 135 123 10% 107 26%

기타 369 317 16% 622 -41%

합 계 10,952 10,136 8% 10,407 5%

*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 포함.

※ 합계 금액과 합산된 금액의 차이는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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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연결재무제표

2018 2019 3Q‘20

자산총계 414 272 286

유동자산 247 155 182

비유동자산 167 117 103

부채총계 202 226 283

유동부채 198 224 281

비유동부채 4 2 2

자본총계 212 45 2

자본금 43 43 43

이익잉여금 -171 -310 -357

부채와자본총계 414 272 286

2018 2019 3Q’20

매출액 288 305 281

영업비용 414 414 312

영업이익(손실) -127 -110 -31

영업외손익 -269 -52 -10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396 -162 -41

법인세비용 21 -2 2

당기순이익(손실) -417 -160 -43

지배회사지분순이익 -384 -139 -46

소수주주지분순이익 -33 -21 3

[단위: 억원][단위: 억원]

• 요약연결재무상태표 • 요약연결손익계산서

※ 상기 요약 연결손익계산서의 숫자는 누계액 기준임.

※ 합계 금액과 합산된 금액의 차이는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임.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COMP/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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