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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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채널 확대 및 수출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한 121억원 기록

 이익: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약세이나, 전년 2분기 이후 개선 추세 유지

당기순이익은 외화 강세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으로 전년동기 대비 35.4% 증가한 30억원 기록

(단위: 백만원)

분기별 매출 Trend 분기별 손익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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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20.1Q ’19.4Q QoQ ’19.1Q YoY    

유동자산 66,597 69,257 -3.8% 77,324 -13.9%

비유동자산 39,149 39,046 0.3% 32,175 21.7%

자산총계 105,746 108,303 -2.4% 109,499 -3.4%

유동부채 4,358 4,189 4.0% 5,721 -23.8%

비유동부채 518 512 1.2% 98 428.6%

부채총계 4,876 4,701 3.7% 5,819 -16.2%

자본총계 100,870 103,602 -2.6% 103,679 -2.7%

부채비율 4.8% 4.5% +0.3%P 5.6% -0.8%P

순현금* 56,617 59,225 -4.4% 66,24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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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10%미만 유지, 순현금 566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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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Busines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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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락 국내외 매출 호조

- 듀오락 성장률(전년동기대비): 국내 8% ↑, 해외 66%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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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락-국내 듀오락-해외 완제(OEM,ODM) 원말

제품 유형별 Sale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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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듀오락 신제품 출시 예정 듀오락 신규 TV CF 전개

대장암 치료제 진행 현황

듀오락 쾌변 화이버 프로바이오틱스

듀오락 마이크로바이옴 프리바이오틱스

• 프리바이오틱스&아연 신제품 출시(듀오락 공식몰)

• 6월 초 출시 예정

• 듀오락 신규 모델로 강하늘 선정, 4월 15일부터 ON AIR

• Mass market 매출 확대를 위한

대형마트向 신제품 출시

• 5월 초 출시

• 임상시험 프로토콜 완료

• IND(임상시험계획) 신청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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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19 1Q ‘19 2Q ‘19 3Q ’19 4Q ‘19 Total ’20 1Q

매출액 11,449 11,658 10,524 12,328 45,960 12,071

매출원가 2,603 2,723 2,529 2,896 10,751 3,086

매출총이익 8,846 8,935 7,995 9,432 35,209 8,984

판매관리비 6,674 7,851 6,988 7,901 29,414 7,279

영업이익 2,172 1,084 1,007 1,531 5,795 1,705

영업이익률 19.0% 9.3% 9.6% 12.4% 12.6% 14.1%

영업외손익 515 1,369 1,153 -525 2,512 1,922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687 2,453 2,160 1,007 8,307 3,627

당기순이익 2,222 2,023 1,697 1,289 7,231 3,007

당기순이익률 19.4% 17.4% 16.1% 10.5% 15.7%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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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19. 1Q ‘19 2Q ‘19 3Q ‘19 4Q ’20.1Q

유동자산 77,324 75,794 70,970 69,257 66,597

비유동자산 32,175 36,426 38,274 39,046 39,149

자산총계 109,499 112,220 109,244 108,303 105,746

유동부채 5,721 5,596 5,152 4,189 4,358

비유동부채 98 547 528 512 518

부채총계 5,819 6,143 5,680 4,701 4,876

자본총계 103,679 106,077 103,565 103,602 100,870

부채비율 5.6% 5.8% 5.5% 4.5% 4.8%

순현금* 66,245 64,851 60,715 59,225 5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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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