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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연계 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2.04 

아이센스, 2020년 잠정 실적 발표, 매출액 2,037억 원 역대 최고치 달성  

▶ 2020.4Q 매출액 558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 기록  

▶ 2021년 가이던스 매출액 2,250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 목표 “  

[2021-02-04] 아이센스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 2,000억 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099190, 각자 대표 차근식, 남학현)가 2020년 잠정 실적과 

2021년 가이던스를 공시를 통해 밝혔다.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37억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3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58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5억 원, 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2월 매출 일부가 해상 선적 지연에 따른 공급물량의 차질로 인해 1월 초로 

이월되면서 당초 매출 계획보다 다소 줄었고, 영업이익은 재고자산의 평가대상 확대와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여 전년비 감소했다. 지난해 아이센스의 자회사인 미국 혈액응고 진단업체 

코애규센스의 매출액이 연간 45%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됐다.  

 

아이센스는 관계회사인 프리시젼바이오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여 상장차익을 

시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아이센스는 전망 공시를 통해 2021년 매출액 2,250억, 영업이익 270억 원 의 실적을 전망

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10% 증가한 수치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보류됐던 임상시험들이 올해는 속도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속혈당측정기의 유럽 및 뉴질랜드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 발

생이 예상되어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지난해 30~40%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을 

만큼 시장의 수요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회사는 많은 투자를 통해 22년 이후부터 연속혈당측

정기 투자에 대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신시장 개척에 차질이 있었던 중국시장 확대와 미국 월마트의 혈당 제품 보급에 힘

써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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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잠정 실적>                      (단위 : 억원, %) <2021년 가이던스>  (단위 : 억원, %) 

구분(연결기준) 2020년(잠정) 2019년 YoY 구분(연결기준) 2021년(예상) YoY 

매출액 2,037 1,898 7% 매출액 2,250 10% 

영업이익 303 302 0% 영업이익 270 -11% 

당기순이익 272 233 17% 당기순이익 215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