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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의 증가 :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객사 확대 및 내부 생산성 향상

◆ 이익 변동 요인 : 제품믹스 개선,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 영업이익률 개선 / 일회성 영업외비용 반영

2020년 매출 1조 3,829억원, 영업이익 666억원

2020 4분기 2019 4분기 증감액 성장률(%)

매출

분기 354,471 353,074 1,397 0.4%

누계 1,382,880 1,330,653 52,227 3.9%

영업이익

분기 10,487 16,895 -6,408 -37.9%

누계 66,642 53,995 12,647 23.4%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분기 -40,919 6,568 -47,487 적자 전환

누계 114 35,927 -35,814 -99.7%

분기순이익
분기 -44,647 4,348 -48,995 적자 전환

누계 -29,053 18,320 -47,372 적자 전환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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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누계) 순이익 (누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코스맥스 (한국) 765,400 3.6% 739,011 -34,558 적자 전환 92,643

코스맥스차이나 (상하이) 339,272 -8.8% 371,823 12,005 흑자 전환 -1,346

코스맥스광저우 128,442 16.8% 109,984 12,532 7.7% 11,641

코스맥스인도네시아 30,987 -21.4% 39,415 1,423 -77.4% 6,308

코스맥스타일랜드 20,135 12.6% 17,875 -3,059 적자 축소 -3,794

코스맥스유에스에이 78,240 -5.2% 82,551 -21,124 적자 확대 -12,602

누월드 106,454 38.8% 76,717 -37,419 적자 확대 -11,846

코스맥스아이큐어 13,589 19.5% 11,370 1,727 32.1% 1,308

코스맥스 향약원 253 14.8% 220 80 흑자 전환 -83

씨엠테크 8,924 -9.4% 9,854 84 -74.1% 325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51,325 2.1% 50,263 -30 적자 축소 -1,430

◆ 코스맥스 (한국) : 온라인 고객 확산으로 견고한 매출 성장 / 미국법인 대여금 충당금 설정으로 일회성 영업외비용 발생

◆ 코스맥스차이나 (상하이) : 주요 고객사 회계 매출 인식 기준 변경으로 매출 역성장, 흑자 전환

◆ 코스맥스광저우 : 온라인 고객 확산, 4분기 광군절 특수로 매출 및 이익 성장 지속

◆ 코스맥스인도네시아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및 이익 감소

◆ 코스맥스타일랜드 : 기존 고객 대상 매출 성장 지속, 적자 축소

◆코스맥스유에스에이 :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장품 산업 위축

◆누월드 : 손소독제 판매 확대로 매출 고성장 / 일회성 재고 비용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