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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일진머티리얼즈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반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반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

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

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 방향 등을 고려 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

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매매 및 투자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자료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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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실적 (연결기준)

FY21 4분기 매출 1,812억원, 영업이익 113억원, 당기순이익 67억원 기록

→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Y-Y) 36.6% 증가,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Y-Y) -16.3% 감소

→ 매출액 전분기 대비(Q-Q)  -8.8% 감소,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Q-Q) -51.9% 감소

- 고객사 연말 수요 조절에 따른 공급물량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21년 연간실적은 당사 최대 실적 시현

- 대정비 및 성과급 지급으로 영업이익 감소 (일회성 비용)

- 3〮4 공장 준비로 인한 자재, 인력 비용 발생

FY21 4Q 실적분석



매출액 181,171 132,616 36.6% 198,637 -8.8%

  개별 76,367 78,075 -2.2% 99,781 -23.5%

  자회사 104,804 54,541 92.2% 98,856 6.0%

매출총이익 25,322 25,514 -0.8% 32,602 -22.3%

영업이익 11,326 13,531 -16.3% 23,556 -51.9%

당기순이익 6,737 7,102 -5.1% 22,958 -70.7%

Margins(%)

매출총이익률 14.0% 19.2% 16.4%

영업이익률 6.3% 10.2% 11.9%

당기순이익률 3.7% 5.4% 11.6%

(% q-q)
(K-IFRS)

FY21 4Q
(K-IFRS)

FY20 4Q
(K-IFRS)

FY21 3Q
(K-IFRS)

(% y-y)
(K-IFRS)

2. 전사 매출 ▪ 손익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FY21 4Q 매출 :    1,811억원,        36.6%  y-y 증가,          -8.8% q-q 감소

▶ FY21 4Q 영업이익 :       113억원,       -16.3%  y-y 감소, -51.9% q-q 감소

▶ FY21 4Q 당기순이익 :         67억원,         -5.1%  y-y 감소,         -70.7% q-q 감소



제35기 제34기

(K-IFRS) (K-IFRS)

자산

     유동자산 959,411 518,895

     비유동자산 794,154 562,114

자산총계 1,753,565 1,081,010

부채

     유동부채 148,562 108,571

     비유동부채 255,722 118,811

부채총계 404,285 227,382

자본

     자본금 23,055 23,055

     기타불입자본 696,945 386,859

     이익잉여금 256,976 203,028

     기타자본구성요소 11,622 -1,725

     비지배지분 360,681 242,411

자본총계 1,349,280 853,628

부채와 자본총계 1,753,565 1,081,010

3. 재무상태표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