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코스맥스 연결 K-IFRS 2020년 1분기 실적

1

 매출액의 증가 : 한국 법인의 성장과 동남아 지역 사업의 호조

 이익 변동 요인 : 한국 법인의 영업 이익률 향상 및 중국 광저우 법인의 흑자

 순이익 변동 요인 : 한국 법인의 이익 증가로 법인세 금액 자체의 증가. 세금 추가 납부

2020년 1분기 매출 3,284억원, 영업이익 160억원

1Q. 2020 1Q. 2019 증감액 성장률(%)

매출

분기 328,493 327,815 678 0.2%

누계 328,493 327,815 678

영업이익

분기 16,045 13,546 2,499 18.4%

누계 16,045 13,546 2,49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분기 14,565 10,463 4,102 39.2%

누계 14,565 10,463 4,102

분기순이익
분기 1,196 6,656 -5,460 -82.0%

누계 1,196 6,656 -5,46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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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누계) 순이익 (누계)

2020년
1분기

증감률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증감률
2019년
1분기

코스맥스 (한국) 201,994 6.2% 190,184 10,798 32.9% 8,122

코스맥스차이나(상해) 63,419 -22.4% 81,752 -3,266 적자전환 2,996

코스맥스광저우 25,000 13.8% 21,970 2,767 3.0% 2,686

코스맥스인도네시아 10,151 26.2% 8,045 -1,715 적자전환 872

코스맥스타일랜드 5,320 31.3% 4,052 -1,083 적자지속 -1,630

코스맥스유에스에이 17,059 -29.2% 24,080 -3,201 적자지속 -2,163

누월드 20,647 3.1% 20,033 -4,301 적자지속 -2,407

코스맥스아이큐어 3,337 -2.4% 3,419 527 -16.2% 629

코스맥스 향약원 62 33.7% 46 23 328.7% 5

씨엠테크 2,516 40.8% 1,787 156 332.9% 36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14,914 - - 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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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한국) : 기존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손소독제 공급 증가 / 신규 평택 대형설비 추가 및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코스맥스차이나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월 가동 중단 여파. 

• 코스맥스광저우 : 온라인 고객에 대한 공급 증가

• 코스맥스인도네시아 : 주요 고객사의 신규 제품 공급에 따른 매출 증가

• 코스맥스유에스에이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오프라인 고객사 주문 감소.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폭 증가

• 누월드 : 신제품 공급에 따른 매출 증가

• 코스맥스타일랜드 : 신규 고객, 신제품 공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 손세정제 효과로 인한 매출 성장 / 매출 증가 및 공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성과로 흑자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