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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손익, 연결기준)

연도별매출액/영업이익(연결) 주요사업영업이익

(단위 : 억원)

‘19년 ‘20년 ‘21년

GC Biz.
330 674 765

(4%) (8%) (7%)

Pharma
361 405 460

(15%) (16%) (15%)

Bioscience
228 377 4,742

(12%) (17%) (51%)

(단위 : 억원, %)

 지속적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21년 Bioscience 매출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폭 확대

 GC Biz., ‘21년 低수익사업 매각을 통한 수익성 개선

 Pharma, 안정적 Cash 창출

 Bioscience, C(D)MO 사업을 통한 큰 폭의 성장 및 수익 창출

10,964
11,988

20,896※ 중단사업손익 제외

820 1,554 5,552

매출액

영업이익

별도 투자사

1)

1) 공시기준 ‘22년 존속사업 손익 기준

10,721

875

1)



주요재무지표추이 (‘19년 ~ ’21년, 별도기준)

EBITDA1)

ROIC2)

기존사업 성장 및 低수익사업 정리를 통한 펀더멘탈 개선

수익성/자산효율성 재무건전성

순차입금

부채비율

7,993 억

4,073 억

648 억

'19년 '20년 '21년

1,067 억

1,522 억 1,413 억

'19년 '20년 '21년

178%

97%
72%3.6% 4.3%

9.3%

1) 법인세/이자/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2)  세후순영업이익(비경상이익 제외) ÷ 영업투하자본

바이오에너지 사업
매각(’20.5.)

SK바이오사이언스
IPO(‘21.3.)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시장 백신사업 기반 Quantum Jump up (코로나19 initiative) 미래에 대한 준비

‘21년

매출 0.9조, 영업이익 4,740억

‘18년1)

매출 1,500억, 영업이익 200억

해외백신 위탁생산
(AstraZeneca, Novavax)

자체백신개발
(GBP510)

• ‘18년 7월 SKBS 분사

• ‘12년 안동 생산공장 준공

• ‘01년 동신제약 인수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과감한 코로나19사업 추진으로 Jump up

• 소명과 책임의식

“국민 건강 보호, 백신 주권 확보”

•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의 도약

“생산 Infra 및 R&D 지속 투자”생산역량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재원

BMGF & CEPI2)

구매(수요)

정부

1) ‘18년 7월 분사이전 손익 포함 2) Bill&Melinda Gates Foundation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전염병대비혁신연합)



배당 History (‘19년 ~ ’21년)

이익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중기(‘21-’23.) 배당정책

- 배당성향 30% 수준에서 결정

(별도 기준, 비경상손익 제외)

- ‘22년부터 중간배당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 예정

-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
400 원 4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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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9년 '20년 '21년(案)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보통주)

배당규모 60억 262억 588억

1)

1) ’21년 무상증자 이전 기준 : 주당 4,500원 배당

53억

32%
22%

12% 19%

18% 14%

81%

178%
비경상손익 제외당기순이익



Review (’19. ~ ’21.)

 기존 사업 성장 지속 : Copolyester, Pharma

 Biz. Portfolio 재편 : 低수익사업(PPS 등) 매각/정리

 Bioscience 성장 본격화

“ 새로운 도약의
기반 확보 ”



 2021년 실적리뷰

 2022년 경영계획



방향성및주요과제

기존 사업 지속 성장
• Copolyester, #4 Plant Full 판매 및 #5 Plant 투자 등 Market Power 확대

• Pharma, 운영 최적화 기반 안정적 Cash 창출 지속

• Recycle 원료(r-BHET) 확보 및 기술 개발

• Recycle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

• PO3G 상업화 공장 Start-up (’22년 상반기) : 투자비 400억, Capacity 5천톤/년

• 유연PLA 상업화 Biz. Model 개발

• 성장 방향성 구체화 및 로드맵 수립

- 기존사업의 value chain 확장 가능성, 보유 역량/Synergy 등 고려

기존사업의 지속성장 및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 추진

Recycle Closed Loop
인프라 구축

바이오소재 사업 본격화

Inorganic 성장 전략 수립/실행



EBITDA

영업이익

매출액

재무목표 (별도기준)

매출, 영업이익/EBITDA Double-digit 성장 목표

’21년 : 1조 934억

823억

1,413억

• Copolyester #4 Full 가동으로 성장 지속

• 바이오소재/Recycle 제품 판매 확대

• Pharma, 외부 도입품목 확대 등

• 사업구조 개선으로 수익성 향상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지속 성장 발전 LNG 발전설비 투자 본격화 → 수소 재생에너지



투자계획

Organic 

Growth
Inorganic 

Growth

설비투자

65%

지분투자

35%

Copolyester #5, PO3G 상업화 등

Capital Expenditure : SHE/DT Infra 개선 등

Recycle 원료확보, Open Innovation 등

“ 보유자산 활용, 파트너십 등

재원 확보 예정 ”



마치며

 ’22년 - 본격 성장의 원년

※ (1차) 1969년 선경합섬 설립 → (2차) 2017년 인적 분할 → (3차) 2022년

- 재무구조 건전화 완료 / 보유사업의 수익구조 / 미래 Potential 영역

 ’22년 재무 목표(별도 기준)

- 매출액, 영업이익/EBITDA Double-digit 성장 목표

 기존사업의 지속 성장 및 보유 자산의 활용을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 그린소재/바이오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