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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2019년 4분기 실적 및 연간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객관적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일부는 예상, 전망 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표현이 포함 되어

있을 수 있고, 향후 환경의 변화, 상이한 데이터 집계 기준 등에 의하여 본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다른 숫자와 해석

이 도출 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서술 정보만을 믿고 이 정보에만 의존한 투자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자료에 변경 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Update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sclaimer



구 분 2018 2019 YoY

매 출 112,508 119,701 6.4%

영업이익 -17,567 -17,146
2.4%

영업이익률 -15.6% -14.3%

순이익 -1,629 9,339
흑자전환

당기순이익률 -1.4% 7.8%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4분기

[4Q] 4분기 매출 298억원 (Q-Q 9.8%↓), 4분기 영업이익 -46억원 (Q-Q 85.2%↓)  

[ 매출 ] ‘프로야구’ 효과가 12月에만 반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존작들의 매출 약세로 전분기 대비 감소

[ 영업이익 ] 매출 감소 영향에 따라 전분기 대비 감소

[19Y] FY19 연간 매출 1,197억원 (Y-Y 6.4%↑), 연간 영업이익 -171억원 (Y-Y 2.4%↑)

[ 매출 ] 기존작들의 꾸준한 성과와 신작들의 출시 효과로 전년 대비 증가

[ 영업이익 ] 마케팅비용의 효율적 집행으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축소

[당기순이익] 지분법 이익 반영 등으로 흑자 전환

연간

구 분 '18 4Q '19 3Q '19 4Q QoQ YoY

매 출 41,326 32,987 29,758 -9.8% -28.0%

영업이익 -896 -2,486 -4,605
-85.2% -414.2%

영업이익률 -2.2% -7.5% -15.5%

순이익 -5,896 3,734 -1,816
적자전환 69.2%

당기순이익률 -14.3% 11.3% -6.1%

1. 실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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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FY19 4분기 국내 매출 140억원 (Q-Q 12.1%↓), FY19 국내 매출 529억원 (Y-Y 23.9%↑)
- 4분기는 일부 게임 약세로 감소 하였으나, 연간은 주요작들의 견조한 성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해외] FY19 4분기 해외 매출 158억원 (Q-Q 7.6%↓), FY19 해외 매출 668억원 (Y-Y 4.3%↓)
- 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게임 매출 소폭 감소

구 분 2018 2019 Y-Y

국 내 42,656 52,871 23.9%

해 외 69,853 66,830 -4.3%

국내 비중 38% 44%

해외 비중 62% 56%

[연간]

구 분 ’18.4Q ’19.3Q ’19.4Q Q-Q Y-Y

국 내 13,705 15,930 13,995 -12.1% 2.1%

해 외 27,621 17,057 15,763 -7.6% -42.9%

국내 비중 33% 48% 47%

해외 비중 67% 52% 53%

[분기]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2. 매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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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FY19 4Q 총 영업비용은 3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

- 마케팅비 : 주요 신작 출시에 따른 비용 증가

- 인건비 :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 지급수수료 : 4분기는 매출에 연동하여 전분기 대비 감소

4분기 연간

총 매출액 대비 비중 및 비용 상세

3. 비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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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마케팅비 지급수수료 로열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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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신작 출시와 사업효율성 제고로 흑자 전환

4. 2020년 사업전략 - Overview

효율성

❖ 주력 게임 위주 집중 투자로
안정된 매출 Base 확보

❖ 사업조정 및 선택과 집중으로
비용 효율성 제고

❖ 글로벌 IP기반 ‘프로젝트
카스 고’ 2Q 출시 목표

❖ 자체개발 ‘프로야구’의 핵심
지역 출시 등 성공적 글로벌
확장 추진

20년 출시 신작:
글로벌 스포츠 시장 공략

차기 신작 준비: 
유명IP기반 및 흥행 가능성 극대화

기존작:
사업효율성 제고로 수익성 개선

❖ 제노니아 IP를 활용한
차세대 게임 개발

❖ 유명 글로벌 IP 기반의
퍼블리싱 등 성공 가능성
제고 위주의 사업 추진

NEW

NEW

NEW



글로벌 장기 흥행작 목표

성공적
일본 진출

캐주얼 야구
게임 흥행 시장

(2억불*)

글로벌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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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성
지속 강화

국내
시장 안착

4. 2020년 출시 신작 – 글로벌 스포츠 시장 공략

■ 자체개발 기대작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 2Q 글로벌 출시 후 2H 일본 출시 목표

✓ 야구 본질의 재미 극대화

✓ 유저 편의성 강화로 몰입도 ↑

✓ 신규 모드(시나리오, 실시간PVP) 업데이트

✓ 야구 시즌 마케팅/이벤트 강화

✓ 해외 5천만 누적 D/L IP 파워

✓ 야구 인기 지역 (프로야구 리그)

[컨텐츠 현지화]

*2018 일본 모바일 캐주얼 야구 시장 규모



사실적 레이싱 경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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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억불* 규모 글로벌 레이싱 게임시장 타겟 ‘프로젝트 카스 고’ 출시: 2Q 글로벌

4. 2020년 출시 신작 – 글로벌 스포츠 시장 공략

실사형 모바일
레이싱 장르

1위 목표

➢ 드래그 & 풀 트랙 레이스

➢ Indy, GT3 등 50여종의 레이싱카
➢ 다양한 종류의 레이싱 랭킹 시스템

1Q FGT 2Q 글로벌

➢ 전세계 유명 트랙 실사 구현

‘프로젝트 카스 고’만의 독창적 재미

출시일정

➢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으로 나만의
레이싱카 제작

*2019 해외 모바일 레이싱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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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기업을연결하고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TOPIC/067000/조이시티-IR-ROOM
https://m.irgo.co.kr/IR-ROOM/06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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