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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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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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주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며 5년 연속 중간배당 지급 결정

상반기 주요 비상장 자회사 실적 合 FY22 중간배당 지급

 LNG 업황 호조와 견조한 첨단소재 수요가 지속되며

주요 비상장사 실적 대폭 개선

【 매출 】 【 영업이익 】

* E&S, 팜테코, 실트론, 머티리얼즈CIC, 에코플랜트 합산

 핵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주주가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18년 이후 5년 연속 중간배당 지급 결정

- 중간배당금 : 1,500원/주

- 배당총액 : 850억원

 투자수익 실현 가속화 등을 통해 ’25년까지 주주환원

제고 계획 (‘22년 3/29 공시 내용)

- 기본배당 :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

- 자사주매입 : 포트폴리오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활용

(’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단위 : 조원 매 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구 분 2Q22 1Q22 QoQ 2Q22 1Q22 QoQ 2Q22 1Q22 QoQ

SK㈜ 연결 33.33 30.76 8.3% 3.58 3.05 17.2% 3.40 3.38 0.7%

㈜SK 별도 0.64 1.05 △38.6% 0.09 0.58 △84.6% △0.24 0.80 적자전환

이노베이션 19.91 16.26 22.4% 2.33 1.65 41.2% 2.01 1.38 46.1%

스퀘어 1.53 1.32 15.7% 0.51 0.38 34.0% 0.53 0.51 5.6%

텔레콤 4.29 4.28 0.3% 0.46 0.43 6.3% 0.40 0.33 23.2%

네트웍스 2.14 2.50 △14.3% 0.04 0.04 △13.1% 0.03 0.04 △34.8%

SKC 1.08 1.12 △3.9% 0.11 0.13 △17.7% 0.14 0.11 29.5%

에코플랜트 1.83 1.27 43.9% 0.05 0.05 14.2% 0.05 0.06 △14.6%

E&S 2.15 3.56 △39.6% 0.45 0.64 △30.3% 0.45 0.69 △35.6%

머티리얼즈
CIC* 0.37 0.35 6.6% 0.10 0.08 17.3% 0.09 0.08 22.4%

실트론 0.60 0.56 7.5% 0.16 0.12 33.0% 0.15 0.11 34.5%

SK이노베이션, E&S의 실적 호조 및 첨단소재 사업 성장이 지속되며 연결기준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 기록

* 머티리얼즈 CIC 실적은 당사 내부 기준에의해 산출했으며, 감사받지 않은 실적입니다.



발전소 정비에 따른 발전량 감소 불구, SMP 강세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

SK E&S 영업이익

(십억원)

* SMP : System Marginal Price

 SMP 강세 및 LNG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영업이익 YoY 739% 증가

- ’22.2Q SMP 157원/kWh (YoY +97.6%, QoQ △13.5%)

- ’22.2Q 발전량은 발전소 계획정비에 따라 QoQ 38.2% 감소

Highlights

구분 2Q21 3Q21 4Q21 1Q22 2Q22

SMP 
(원/kWh)

79.2 92.9 125.5 181.0 156.5

Dubai 유가
($/B)

67.0 71.7 78.4 93.4 107.9

 상반기 유가 강세에 따른 시차 효과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SMP 유지 전망

2Q22 2Q21 YoY 1Q22 QoQ

매출 2,151 1,499 +43.5% 3,564 △39.6%

영업이익 446 53 +739.0% 640 △30.3%

세전이익 446 46 +873.8% 693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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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제약사 장기계약을 바탕으로

CMO 사업 영업이익 YoY +16.7% 증가

 고객 Needs에 맞춘 지속적인 Capa.확장 추진

- 하반기 중 세종시 M3 준공 시 SKBT KR capa. 약 40% 증가

(276m3
 380m3)

- AMPAC과 SKBT IE 설비 증설도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생산 효율성 개선을 통한 마진 확대 목표

 CGT CMO Site 상용화 계획 On-track

- 현재 유럽, 미국에서 증설 중인 CGT CMO Site는

‘23년 상업 설비 준비 및 가동 예정

- SK 팜테코는 후발 주자들에 비해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확고한 비교 우위 확보

Highlights

미국 (AMPAC)

대형상업 API

SMB/CS 특화

유럽 (SKBT IE)

고부가상업 API

HPAPI 특화

한국 (SKBT KR)

미국/유럽向중간체

가격대응력高

유럽 (Yposkesi)

CGT GMP 설비

바이오생산(2개)합성생산(6개) 연구소(6개)

미국 (CBM)

CGT GMP 설비

CMO 글로벌 Presence

* SK팜테코 실적은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감사받지 않은 실적입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 지속된 가운데 국내〮외 생산시설 Operational Readiness 

확보 중

(십억원) 2Q22 2Q21 YoY 1Q22 QoQ

매출 215 190 +13.1% 226 △4.8%

영업이익 5 4 +16.7% 15 △66.4%

EBITDA 마진 12.9% 12.3% +0.6%p 16.3% △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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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rofit 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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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Wafer 판매 증가 및 판가 상승세 지속에 힘입어 분기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 경신

SK 실트론 EBITDA

(십억원)

 고부가 Epi 제품 판매량 증가 및 Tight한

수급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성장 가속화 중

- YoY 매출 +36%, 영업이익 +130% 증가

- 투자 확대에 기인한 상각비 YoY 증가 및 이익 개선에

힘입어 EBITDA 마진 +40% 이상으로 Level-up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 반도체 미세화 한계에

따른 Wafer 투입량 증가로 실적 개선 지속 전망

- 중장기 수요 대응 위한 기존 설비 De-bottlenecking 및

LTA 기반 증설 추진 중

 SiC Wafer는 대형 고객向 MOSFET용 Wafer 등

판매 확대, 연내 미국 신규공장 가동 예정으로

매출 고성장 지속 중 (2Q 매출 +188% YoY)

2Q22 2Q21 YoY 1Q22 QoQ

매출 597 440 +35.8% 555 +7.5%

영업이익 159 69 +129.8% 119 +33.0%

EBITDA 마진 42.4% 34.8% +7.6%p 39.5% +2.9%p



전방산업 선단공정 등 소재 수요 지속 증가로, 고부가 신규사업 성장 가속화되어 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 달성

 반도체 선단 공정用 고부가 소재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 YoY 45% 성장

- 특수가스/산업가스 : 주요 고객사 신규 Fab ramp-up으로
NF3/ WF6 등全제품 판매 증대

- Precursor/식각가스 : 반도체 선단 공정 전환 확산에 따른
차세대 Precursor (CpHf) 및 식각가스 (CH3F) 판매 지속 증가

- Photo : 신규고부가 제품(SOC) 판매 개시및 3D NAND向 KrF 

판매 증대로 이익 성장세지속

 고객사 신규 Fab 가동에 따른 특수가스 판매

증대로 이익 성장 지속 전망

[2Q22 주요 사업별 매출] (십억원)

머티리얼즈 CIC EBITDA

(십억원)

Highlights

*머티리얼즈 CIC 실적은 합병 이전 실적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감사 받지 않은 실적입니다

구분
특수가스

(스페셜티)

산업가스

(에어플러스)

프리커서

(트리켐)

식각가스

(쇼와덴코)

LCO2

(리뉴텍)

PR

(퍼포먼스)

OLED

(제이엔씨)
합계

2Q22 195 63 57 22 12 17 6 371

YoY +24% +5% +66% +71% +54% +157% +492% +33%

2Q22 2Q21 YoY 1Q22 QoQ

매출 371 280 +32.5% 348 +6.6%

영업이익 99 68 +45.3% 84 +17.2%

EBITDA 마진 36.3% 35.9% +0.4%p 34.4%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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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 

21 
11 

23 

37 

18 

5 
36 

27 

2Q21 3Q21 4Q21 1Q22 2Q22

IT Service Essencore
 IT프로젝트 발주 재개에 따른 매출 YoY 및

QoQ 성장으로 분기 매출 5천억원 달성

- 클라우드 매출은 YoY +47.5% 성장하며 IT서비스 매출

성장 견인

- 대외 수주 YoY +31.1% 증가하며 대외 매출 비중 확대

 하반기 클라우드 사업 추가 확장 및 SK on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본격 사업화 예정

 에센코어는 메모리 반도체 현물 시황 둔화에

따른 YoY 실적 감소

- ASP(YoY △19.1%)와 판매량(YoY △3.5%) 동반 하락한

가운데 고마진 자체 브랜드 상품 Klevv 매출 감소하며

영업이익률 둔화(YoY △8.2%p)

클라우드 수요 증가 및 대외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라 Top-line 전년동기 대비 증가

2Q22 2Q21 YoY 1Q22 QoQ

매출 500 421 +19.0% 412 +21.6%

영업이익 23 31 △24.3% 11 +116.7%

세전이익 37 28 +33.6% △11 흑자전환

에센코어
영업이익

27 37 △26.6% 36 △24.6%

IT서비스 영업이익 (에센코어 포함)

(십억원)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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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서비스부문(C&C) 실적은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감사 받지 않은 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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