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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억원

매출

12억원

영업이익

COSMAX NBT COSMAX BIO COSMAX PHARMA

매출 713억원

▲ 60% YoY ▲흑자전환 YoY

▲ 27% YoY

영업이익 8억원
▲흑자전환 YoY

매출 427억원
▲ 256% YoY

영업이익 -4억원
▲ 92% YoY

매출 89억원
▲ 29% YoY

영업이익 -18억원
▼ 3% YoY

COSMAX BTI

매출 243억원

영업이익 26억원
▲ 42% YoY

▲ 39% YoY

* COSMAX NBT와 BIO는 연결기준 실적



• 각 사업부문 모두 두 자리수 성장

을 시현하며 전사 매출에 긍정적

으로 기여

• 특히 건기식 부문 중 BIO는 전년

동기 기저 효과로 성장폭 확대

• 건기식 부문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NBT 흑자전환, BIO 적자축소)

• 제약 부문 매출 성장에도 불구, 재고

비용 반영되며 전년 수준의 적자 지속

• 지주 부문 매출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발생

매출 1,453 억원 영업이익 12억원 순이익 -58억원

(억원) (억원) (억원)
제약 지주건기식

4Q20 4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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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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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법인세 비용 증가(+34억)하였으나

영업외이익 반영으로 적자 축소

• 코스맥스 실적 호조로 지분법 손익

증가 (+64억)

• 환율 변동 영향으로 환 이익

증가 (+18억)

-210



[COSMAX NBT]

• 매출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기저영향으로 큰 폭 성장

시현

• 온라인 중심으로 매출 주도 채널이 변경되며 공헌이익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 주요 고객사 매출 증가 및 충당금 환입 효과로 BIO 한

국법인 흑자 전환하며 연결 영업적자 축소(+92% YoY)

[COSMAX BIO] 

• 한국법인: 내수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해외 신

규 고객 확보 및 중국향 물량 증가하며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매출 +28%, 영업이익 +160% YoY)

• 호주 및 미국법인: 매출은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재고관련 비용(제품폐기, 충당

금) 반영되며 전년동기 대비 적자 확대

562

713

4Q20 4Q21

120

427

4Q20 4Q21

▲ 256%

매출 매출

매출 713억원, 영업이익 8억원 매출 427억원, 영업이익 -4억원

(억원) (억원)

* COSMAX NBT와 BIO는 연결기준 실적

▲ 27%



[COSMAX PHARMA]

•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약사 자체 생산이 축소되며 원료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전문의약품(치매) 및 정제 품목

(칼슘,비타민제) 매출이 성장을 주도

• 영업이익은 재고폐기 비용 반영되며 전년동기 수준의

적자 지속

[COSMAX BTI] 

69

89

4Q20 4Q21

▲ 29%

매출

매출 89억원, 영업이익 -18억원

(억원)

• 그룹 내 관계사向 원재료 및 부자재 소싱 공급 증가하며

매출 성장

• 브랜드로열티 및 SSC수수료 매출 증가

• 지주부문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42% YoY)

175

243

4Q20 4Q21

▲ 39%

매출

매출 243억원, 영업이익 26억원

(억원)



2021 2020

유동자산 273 247

현금및현금성자산 88 100

재고자산 76 57

비유동자산 681 635

관계기업투자자산 352 298

유형자산 277 288

무형자산 23 26

자산총계 954 882

유동부채 422 424

비유동부채 190 125

부채총계 612 549

자본금 5 5

이익잉여금 101 89

비지배지분 34 41

자본총계 342 332

4Q21 4Q20

매출액 145 91 

매출원가 122 83

매출총이익 23 8

판매관리비 22 16

영업이익 1 (8)

영업외손익 (3) (6)

지분법손익 4 (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 (17)

법인세비용 8 4

순이익 (6) (21)

(단위:십억원) (단위:십억원)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재무상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