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 코스맥스 연결 K-IFRS 2019년 1분기 실적

 매출액의 증가 : 한국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 미국, 인니, 태국 법인 성장

 이익 변동 요인 : 한국법인의 영억이익 및 환율 평가 차이 등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 증가

2019년 1분기 매출 3,378억원, 영업이익 135억원

1Q. 2019 1Q. 2018 증감액 성장률(%)

매출

분기 327,815 288,703 39,112 13.5%

누계 327,815 288,703 39,112

영업이익

분기 13,546 10,407 3,139 30.2%

누계 13,546 10,407 3,13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분기 10,463 10,145 318 3.1%

누계 10,463 10,145 318

분기순이익
분기 6,656 7,567 -911 -12.0%

누계 6,656 7,567 -911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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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맥스(한국) : 홈쇼핑, H&B 채널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증가

 코스맥스차이나 : 고객사의 연초 재고 관리 정책으로 인한 주문 감소 / 온라인 고객사의 사업자등록 발급 차질로 인한 주문 감소

 코스맥스 광저우 : 신규 고객에 대한 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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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브랜드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 리뉴얼 작업으로 생산 감소

 코스맥스태국 : 기존 고객에 대한 공급 지속

구분

매출액 (누계) 순이익 (누계)

2019년
1분기

증감율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증감율
2018년
1분기

코스맥스 (한국) 190,184 24.8% 152,419 8,122 114.8% 3,782

코스맥스 차이나(상해) 81,752 1.7% 80,359 2,996 19.2% 2,513

코스맥스 광저우 21,970 17.1% 18,766 2,686 43.6% 1,871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8,045 364.5% 1,732 872 흑자전환 -784

코스맥스 유에스에이 22,950 47.7% 15,541 -2,062 적자감소 -3,620

누월드 20,033 -26.5% 27,251 -2,407 적자지속 -167

코스맥스 타일랜드 4,052 455.2% 730 -1,630 적자지속 -138

코스맥스 아이큐어 3,419 79.4% 1,906 629 3.9% 605

코스맥스 향약원 46 -0.9% 46 5 -51.8% 10

씨엠테크 1,787 161.5% 683 36 흑자전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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