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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3분기 매출 35억…역대 최대 분기 실적 경신 

▶2022년은 글로벌 진출 원년… 이오패치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목표 

▶오는 23일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 온라인 글로벌 기업설명회 개최 

[2022-11-14] 이오플로우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4억 8126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6.2%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50억 9403만 원을 달성했다. 해외 사업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이번 3분기 매출에는 중국향 장비 및 부품 수출이 크게 기여했다. 

 

이오플로우 안현덕 CFO는 “중국향 장비 및 서비스 매출 22억원이 9월에 인식되어 3분기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 합작법인의 현지 임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품 프로세스에 대해 배우고 생산시설을 견학하는 등 중국 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 중국 생산

라인 설치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어 “4분기에는 유럽 수출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이오패치 첫 수출도 예정돼 

있다”며, “인도네시아도 현재 최근 품목허가를 받아 마케팅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진행 중인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앞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회사는 3분기 영업손실은 81억 1528만 원, 당기순손실은 55억 2478만 원을 기록했다.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미국 자회사 지분법 손실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향후 매출 증대에 

따라 적자폭이 빠르게 축소될 예정이다.  

 

이오플로우는 첫 제품을 2021년 국내에서 런칭한 이래 당뇨인구가 많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회사는 현재 유럽, 중동, 인도네시아, 콜롬비아에서 각각 유통 파트너사와 

이오패치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 10개국 제품 등록, 중동 UAE 품목허가 및 인도네시아 

품목허가까지 완료하였으며, 중국은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오패치 미국 판매를 위한 FDA 510(k)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오는 23일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기업설명회의 목적은 3분기 경영 실적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투자자 이해 증진이라며, 대표이사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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