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CLAIMER

본 자료는 주주 및 투자자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 및 주요 자회사의 최근 실적 및 경영현황을 알리고자 작성∙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향후 전망은 현재의 사업환경과 당사의 경영전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미래의 사업환경 변화 및 전략 수정 등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및 COVID-19 영향에 따른 이노베이션 실적 부진으로 연결 손익 감소

(단위 : 조원) 매 출 영업 이익 세전 이익

구 분 1Q20 1Q19 YoY 1Q20 1Q19 YoY 1Q20 1Q19 YoY

SK㈜ 23.73 25.55 △7.1% △0.92 1.29 △171.8% △1.12 1.30 △186.6%

이노베이션 11.16 12.85 △13.1% △1.78 0.33 △636.5% △2.05 0.30 △771.7%

텔레콤 4.45 4.33 2.7% 0.30 0.32 △6.3% 0.37 0.47 △20.9%

네트웍스 2.87 3.02 △4.9% 0.04 0.03 17.5% 0.01 0.01 62.3%

SKC 0.66 0.60 9.5% 0.03 0.04 △24.2% 0.14 0.03 435.2%

건설 2.26 1.85 22.2% 0.22 0.09 143.0% 0.14 0.07 88.6%

E&S 2.02 2.21 △8.7% 0.24 0.29 △18.1% 0.28 0.32 △11.3%

머티리얼즈 0.21 0.18 15.2% 0.05 0.05 △2.5% 0.05 0.05 7.2%

실트론 0.41 0.38 6.8% 0.05 0.10 △47.5% 0.06 0.10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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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감소

 판매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이익 감소

- ’19년 하반기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SMP * △26.5원 하락

(1Q19 : 109.5 → 1Q20 :  83.0원/kWh)

 발전량 증가 및 일회성 요인 소멸로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

- 동절기 성수기 중 발전량 및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

(QoQ 발전량 +14%, 도시가스 판매량 +23%)

- 4Q19 손상차손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 (+132십억원)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안정성 제고

- China Gas Holdings 지분 10.25% 매각 (4/17)

1Q20 1Q19 YoY 4Q19 QoQ

매출 2,020 2,212 △192 1,805 +215

영업이익 238 290 △52 65 +173

세전이익 282 317 △35 △70 +352

SK E&S 세전이익

(십억원)

* SMP : System Marginal Price



자체 개발 신약인 세노바메이트(Xcopri)의 美 출시 완료하고 글로벌 Presence 확장 중

Name Description 전임상 Ph1 Ph2 Ph3 NDA

세노바메이트1)

(‘20.5월 출시)

뇌전증
부분발작

뇌전증
전신발작

솔리암페톨2)

(‘19.7월 출시)
수면장애

Carisbamate 희귀뇌전증

Relenopride
희귀 신경계

질환

SKL13865 집중력장애

SKL20540 조현병

SKL-PSY 조울증

SKL24741 뇌전증

 세노바메이트(Xcopri), 미국에서 판매 시작

- 美 현지 법인 SK Life Science에서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

- CCO(Chief Commercial Officer)인 Sebby Borriello1) 중심

으로 100명 이상의 영업인력 확보

1)Johnson&Johnson 등 제약 마케팅 30년 이상 경력 보유

 유럽 지역 內 세노바메이트 상용화 준비 중

- ’19.2월 Arvelle사에 유럽 상업화 관련 L/O 계약 체결하고, 

현재 유럽의약청(EMA)의 신약판매허가(MAA) 심사 중

 신약을 통한 경상적인 매출 발생 기대

▲ 세노바메이트 유럽 L/O 및 미국 상용화에 따른 매출

▲ 솔리암페톨 L/O를 통한 Royalty 발생

주요 Pipeline

1) 美 제품명: Xcopri

2) 美 제품명: Sunosi



글로벌 사이트 확장 및 법인 통합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Top-tier CMO로의 도약을 본격화

 공정 안정화에 기반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

- 美 생산 공장의 공정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1Q20 매출

및 수익성 개선

 ’20년은 통합법인 체계 정착과 시너지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

- 미국에서 마케팅 및 제품 수주를 주도하고, site별로 생산

allocation을 최적화하는 등 통합법인 시너지 발현 중

- 제품 및 고객 다변화, 연속공정 등 특화기술 고도화, 

신규 설비 가동 정상화 지속 추진
(십억원) 1Q20 FY19

매출 114.5 520.4

영업이익 4.8 △17.9

EBITDA 마진 21.1% 10.7%

SK팜테코

주) ’19.9월 SK팜테코(통합법인) 설립

CMO 글로벌 Presence (생산공장)

Swords, 
Ireland

대전/세종 La Porte, 
TX

Petersburg, 
VA

Rancho 
Cordov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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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산업의 회복세와 함께 주요 고객사 판매량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SK실트론 영업이익 및 감가비 추이

 ASP는 소폭 하락했으나, 판매량이 확대되며

QoQ, YoY 매출 증가

- 반도체 업황 개선 및 고객사 안전재고 확보 영향으로

판매량 확대

 ’20년은 장기 공급계약 기반으로 안정적

실적 달성 전망

-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장기적 실적 성장 기반 마련

- COVID-19에 따른 하반기 업황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 Capex 집행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개선 추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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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rofit Dep. Cost

1Q20 1Q19 YoY 4Q19 QoQ

매출 408 382 +26 365 +43

영업이익 53 101 △48 51 +2

세전이익 60 97 △38 12 +48

EBITDA 123 153 △30 121 +2



IT서비스는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통해 연간 실적 성장 기대, 에센코어는 1분기 반도체 업황

개선되며 실적 회복

 고객사 클라우드 전환 관련 비용 발생하며

영업이익은 YoY 하락, QoQ는 Flat 수준 유지

- 4Q19 및 1Q20은 고객사 클라우드 전환 관련

초기비용 발생

 에센코어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 QoQ YoY 성장

 고객사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며 실적

성장 전망

- 클라우드 솔루션 판매 및 고객 기반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IT서비스 영업이익 (에센코어 포함)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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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rvice Essencore

1Q20 1Q19 YoY 4Q19 QoQ

매출 386 389 △3 497 △111

영업이익 33 41 △8 34 △1

세전이익 30 40 △10 16 +14

에센코어
영업이익

34 30 +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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