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코스맥스 연결 K-IFRS 2019년 실적

 매출액의 증가 : 한국, 광저우, 인도네시아 법인 성장

 이익변동 요인 : 차이나(상하이 )법인의 이익 감소

2019년 매출 1조 3,307억원, 영업이익 540억원

4Q. 2019 4Q. 2018 증감액 성장률(%)

매출

분기 353,074 328,840 24,234 7.4%

누계 1,330,653 1,259,717 70,936 5.6%

영업이익

분기 16,895 10,106 6,789 67.2%

누계 53,995 52,338 1,657 3.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분기 6,568 2,809 3,759 133.8%

누계 35,927 36,235 - 308 -0.9%

분기순이익
분기 4,348 - 460 4,808 흑자 전환

누계 18,320 21,063 - 2,743 -13.0%

(단위 : 백만원) 



| 1-2. 코스맥스 연결 대상 개별 기업 2019년 실적
(단위 : 백만원) 

 코스맥스(한국) : 4분기 광군절 특수 효과 / 생산성 향상 및 고이익 제품 비중 증가로 이익률 향상, 코스맥스이스트 지분 매각 1회성 이익 반영

 코스맥스차이나 : 온라인 채널 중심의 신규 고객 재편 과정 / 매출 감소로 인한 이익 감소

 코스맥스 광저우 : 온라인 채널의 신규 고객에 대한 완제품 공급 증가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 신제품 공급 개시에 따른 매출 증가. 연간 전망치 상향 조정 예정

 코스맥스 유에스에이 : 신규 고객 및 제품 공급 증가로 인한 매출 성장. 적자폭 감소

 누월드 : 지난해 영업 활동 저조로 인한 매출 감소

 코스맥스태국 : 기존 고객에 대한 공급 지속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 사업회사 계열 회사로 소속 이동으로 실적 반영

구분

매출액 (누계) 순이익 (누계)

2019년 증감율 2018년 2019년 증감율 2018년

코스맥스 (한국) 739,011 8.8% 679,385 92,643 333.6% 21,365

코스맥스 차이나(상해) 371,823 -9.5% 410,930 -1,346 적자전환 19,565

코스맥스 광저우 109,984 64.9% 66,696 11,641 36.1% 8,552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39,359 270.1% 10,635 6,114 흑자전환 -2,301

코스맥스 유에스에이 82,551 24.6% 66,246 -12,602 적자감소 -15,555

누월드 76,717 -22.6% 99,092 -11,846 적자지속 -5,549

코스맥스 타일랜드 17,875 59.2% 11,230 -3,794 적자지속 -2,998

코스맥스 아이큐어 11,370 37.5% 8,271 1,308 0.7% 1,299

코스맥스 향약원 220 17.0% 188 -83 적자지속 -4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50,263 7.9% 46,575 -1,431 적자전환 58

씨엠테크 9,856 107.4% 4,753 325 흑자전환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