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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주식회사 쎌바이오텍 (이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재정상황, 운영∙영업성과 및 회사 경영진의 계획∙목표와

관련된 향후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향후 전망은 회사의 실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불확실성,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서 암묵적으로든 또는 명시적으로든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에 서술된 내용은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진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회사는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손해 또는 피해를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시점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회사는 향후 변경되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현행화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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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매출: 국내 OEM/ODM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8% 역신장. 2분기에도 역신장 추세 지속 예상.

 영업이익: 매출감소로 인해 영업이익률 18%로 감소

[분기별 매출]

(단위: 백만원)

[분기별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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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19.1Q ’18.4Q QoQ ’18.1Q YoY    

유동자산 77,335 81,047 -4.6% 71,653 7.9%

비유동자산 32,143 31,001 3.7% 25,874 24.2%

자산총계 109,478 112,047 -2.3% 97,527 12.3%

유동부채 6,010 6,402 -6.1% 6,222 -3.4%

비유동부채 82 21 292.9% 21 292.9%

부채총계 6,092 6,423 -5.1% 6,243 -2.4%

자본총계 103,386 105,625 -2.1% 91,284 13.3%

부채비율 5.9% 6.1% -0.2%p 6.8% -0.9%p

순부채* -66,245 -62,168 6.6% -61,104 8.4%

* 차입금 -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자산(유동, 비유동), 단기투자자산)

 부채비율 10%미만 유지, 순현금 662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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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별 Sales Trend]

 암웨이向 국내 OEM/ODM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매출 역신장. 듀오락과 원말 매출은 3% 수준의 신장 지속.

 신규 거래처 확보, 해외 업체와의 파트너십 등으로 매출 포트폴리오 안정화 추진 중.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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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와 손잡고 마시는 발효유 신제품 출시 예정

듀오락 신규 광고 캠페인 전개 (4월~, 유튜브 외)

듀오락 락토클리어

신제품 출시 계획(2분기)

항암공장(제4공장) 건설 현황

MOU 체결(4/1) 신제품 출시(6월)

해외 신규 시장 진출

· GRAS 인증 2분기 말 획득 예정

* 4월말 현재 진행모습 : 외관공사 완료, 내부 공사 추가 진행 중

* GRAS :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 제품 업그레이드(11종, 골드/케어/얌얌/베이비 외)

· 듀오락몰 전용 제품(4종, 시니어/포맨/우먼/키즈) 등

· 중국 유통업체에 ODM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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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18 1Q '18 2Q '18 3Q '18 4Q '18 Total ‘19 1Q

매출액 15,856 16,322 14,652 15,714 62,544 11,397

매출원가 3,377 3,411 3,353 3,559 13,700 2,740

매출총이익 12,479 12,911 11,299 12,155 48,844 8,657

판매관리비 6,708 7,682 6,468 6,311 27,169 6,659

영업이익 5,771 5,229 4,831 5,844 21,675 1,999

영업이익률 36.4% 32.0% 33.0% 37.2% 34.7% 17.5%

영업외손익 496 941 143 607 2,187 514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6,266 6,171 4,974 6,451 23,861 2,513

당기순이익 5,062 4,982 3,903 5,437 19,384 2,055

당기순이익률 31.9% 30.5% 26.6% 34.6% 31.0% 18.0%



(단위: 백만원) '17. 1Q '17. 2Q '17. 3Q '17. 4Q '18. 1Q '18. 2Q '18. 3Q '18. 4Q ‘19. 1Q

유동자산 59,661 65,200 70,247 70,869 71,653 76,084 79,431 81,047 77,335

비유동자산 21,365 24,811 25,225 25,608 25,874 27,026 27,406 31,001 32,143

자산총계 81,026 90,011 95,472 96,472 97,527 103,110 106,837 112,047 109,478

유동부채 5,293 7,349 7,617 6,259 6,222 6,487 6,453 6,402 6,010

비유동부채 21 21 21 21 21 28 21 21 82

부채총계 5,314 7,370 7,638 6,280 6,243 6,515 6,474 6,423 6,092

자본총계 75,712 82,641 87,834 90,196 91,284 96,594 100,363 105,625 103,386

부채비율 7.0% 8.9% 8.7% 7.0% 6.8% 6.7% 6.5% 6.1% 5.9%

순부채* -46,732 -49,847 -52,972 -59,613 -61,104 -63,165 -66,736 -62,168 -66,245

* 차입금 -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자산(유동, 비유동), 단기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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