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코스맥스 연결 K-IFRS 2019년 3분기 실적

 매출액의 증가 : 미국, 인니, 태국 법인 성장

 이익변동 요인 : 중국 상하이 법인의 이익 감소

2019년 3분기 매출 3,175억원, 영업이익 104억원

3Q. 2019 3Q. 2018 증감액 성장률(%)

매출

분기 317,453 314,643 2,810 0.9%

누계 977,579 930,877 46,702 5.0%

영업이익

분기 10,396 13,427 -3,031 -22.6%

누계 37,100 42,232 -5,132 -12.2%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분기 8,981 6,651 2,330 35.0%

누계 29,359 33,426 -4,067 -12.2%

분기순이익
분기 1,453 4,215 -2,762 -65.5%

누계 13,971 21,522 -7,551 -35.1%

(단위 : 백만원) 



| 1-2. 코스맥스 연결 대상 개별 기업 2019년 3분기 실적
(단위 : 백만원) 

 코스맥스(한국) :  국내시장 분위기 반영 / 생산성 향상 및 고이익 제품 비중 증가로 이익률 향상, 코스맥스이스트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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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분기에 이르지 못한 매출로 인한 적자는 지속되나 폭은 감소

 누월드 : 지난해 영업 활동 저조로 인한 매출 감소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흑자 전환

 코스맥스태국 : 기존 고객에 대한 공급 지속

구분

매출액 (누계) 순이익 (누계)

2019년
3분기

증감율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증감율
2018년
3분기

코스맥스 (한국) 554,394 8.7% 509,867 87,497 467.3% 15,423

코스맥스 차이나(상해) 253,846 -13.0% 291,829 -1,943 적자전환 12,031

코스맥스 광저우 76,798 56.5% 49,076 11,758 108.7% 5,634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27,859 317.9% 6,666 3,739 흑자전환 -2,604

코스맥스 유에스에이 65,966 37.0% 48,150 -8,525 적자감소 -11,098

누월드 60,904 -23.4% 60,904 -5,088 적자전환 2,284

코스맥스 타일랜드 12,313 97.2% 6,243 -3,216 적자지속 -1,249

코스맥스 아이큐어 8,148 32.0% 6,171 791 -37.7% 1,270

코스맥스 향약원 155 11.5% 139 -111 적자지속 -16

씨엠테크 5,787 103.2% 2,848 -79 적자감소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