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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포함된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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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cla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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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 

(단위:억원) (단위:억원) 

I. 실적 Review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약 -24% 감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감소. 이는 바이오에너지 사업 매각에 의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제외 영향으로, 작년 2분기 바이오사이언스의 1회성 마일스톤 유입(약 250억원) 감안 時 COVID19 

영향에도 불구, 1분기에 이어 매우 양호한 실적 기록 

주) 금년 BE 매각으로 조정내역이 발생하여 실제 사업부 손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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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reen Chemical Biz. 실적 Review (1) Copoly사업본부/유화 

Performance 2Q 실적/ ‘20년 3Q 전망 

(단위:억원) 

1. 분기별 실적 

2. 원재료 가격 추이 (PTA/MEG) 

(단위:$/ton) 

※ 주요 Application 

  - Clear Sheet & Film, Food & Cosmetic Container,  

    Electronic Dev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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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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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Q '19.3Q '19.4Q '20.1Q '20.2Q

매출액 영업이익 
• ’20년 2Q 실적 

   - 매출액: + 10% yoy 

          ① 기존고객 대응과 용도개발에 더해 COVID19관련  

              신규 수요 발생 

          ②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성장  

 

    - 영업이익: +182% yoy 

          ①  물량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으로 이익률 개선  

 

• ‘20년 3Q 전망 

- 양호한 수준의 실적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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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reen Chemical Biz. 실적 Review (2) PPS사업부 

Performance 

1. 분기별 실적 

(단위:억원) 

2. PPS 물성 및 주요 용도 

• 고내열성, 내화학성, 자체 난연성,  

우수한 기계적 물성, 치수 안정성 보유  

•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용도 

• 차량 경량화/전기차 시장의  

  高성장 수혜 예상 

DC- Converter Motor 

Inverter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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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 

2Q 실적/ ‘20년 3Q 전망 

• ’20년 2Q 실적 

   - 매출액 : Δ 32% yoy 

        ① COVID19 영향으로 전방산업 수요 감소 

 

- 영업이익: 적자 확대 

      ① 판매량 늘며 높은 원가율의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성 악화 

    

• ‘20년 3Q 전망 

  - 고객사 가동률 상승하며 2분기 대비 소폭 개선 기대 

http://ednjapan.com/content/EC/img/1101_topstory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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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ife Science biz. 실적 Review (1) Pharma 

Performance 

1. 분기별 실적 

(단위:억원) 

• 주요 제품 

  - 기넥신 : 혈액순환 개선제 

  - 조인스 : 관절염 치료제 

  - 트라스트 : 소염진통 패취제 

• 주요 상품 

  - 판토록 :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 심발타 : 우울장애 치료제 

제품 

85%  

상품 

15%  

2. 매출 비중 (‘19년 실적 기준)  

612 
589 

648 

589 
631 

98 101 
93 

99 

120 

'19.2Q '19.3Q '19.4Q '20.1Q '20.2Q

매출액 영업이익 

2Q 실적/ ‘20년 3Q 전망 

• ’20년 2Q 실적 

   - 매출액 : + 3% yoy 

  ① 3~5월 COVID19영향 일부 있었으나 6월부터 정상수요 회복 

  ② 기존 대형 품목(조인스, 프로맥 등) 성장세 지속 및 신규 Market 

alliance 제품(레미닐, 포스테오 등) 매출 증가 

 

- 영업이익 +22% yoy 

       ① 마케팅 비용 등 판관비 감소와 양호한 매출액 효과로 이익 증가 

 

• ‘20년 3Q 전망 

- 꾸준한 실적 추세 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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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ife Science biz. 실적 Review 

Performance 

1. 분기별 실적 

(단위:억원) 

2. 주요 제품 상업화 현황 

(2) SK Bioscience 

‘15년 

‘16년 

‘17년 

‘18년 

스카이셀플루 세포배양 독감백신 3가 (국내 최초) 

스카이셀플루 세포배양 독감백신 4가 (세계 최초) 

스카이조스터 대상포진 백신 (세계 2번째 개발) 

스카이바리셀라 수두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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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Q '19.3Q '19.4Q '20.1Q '20.2Q

매출액 영업이익 

2Q 실적/ ‘20년 3Q 전망 

• ’20년 2Q 실적 

   - 매출액 : Δ 29% yoy 

        ① 전년 1회성 마일스톤 수취효과 (약 275억원) 고려 시 양호한  

             성장세 시현 

         ② 조스터, 바리셀라 등 주요 제품과 유통 제품의 판매 증가 

 

- 영업이익: 적자 전환 

     ① 전년 167억원 영업이익 대비 Δ198억원 감소한 31억원 적자 기록. 

      ② 공장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 + 판관비 감소로 전년의  

       1회성 마일스톤 감안 시 실질적으로 적자 폭 축소  

 

 

• ‘20년 3Q 전망 

- 독감 시즌 도래, 접종률 개선에 따른 매출 성장  

- CMO 계약에 따른 일부 매출 인식 가능 

275 

32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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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공개) 결정 

1) Initial Public Offering 

■ IPO 결정 배경 

 Pre-IPO 대비 장점 

 FI 투자자 확보, Valuation 협상 등의 조달 불확실성 제거 

 자금 확보 시기에 대한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COVID19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신속한 기업공개 결정 

 

 조달 자금을 활용, 보다 빠른 사업의 전개와 확장 

① SKYPAC: 후속임상 및 국내 조기 상업화 

② 예방용 백신 포트폴리오 강화: COVID19, RSV, CMV, 비만 백신, Oncolytic virus, mRNA  

③ CMO: 선제적 CMP Capacity 확보를 통해 백신, 바이오 CMO/CDMO사업 추진 및 확장 

④ Glocalization: 현지공장 신설투자를 통한 해외사업 확장(터키 모델) 

⑤ Industry Consolidation: 기업 인수를 통한 시장 리더십  강화 및 수익증대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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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조스터 M/S 및 생산 Capacity 증대 

• Industry Consolidation 

• 신규 Bio 사업 아이템 도출 

• 예방용 백신 신규 사업 아이템 확보 

• CMO 추진 

• 정부 과제 활용 

• Platform Technology 강화  

주요 과제 

국내 Market 
Leadership 강화 

Globalization 

Product 
Portfolio 강화 

신규 Business  
모델 발굴 

O/E 

• Global Public 시장 및 개별국 진출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중국, 중동, 터키 등) 

• 예방용 백신 기존 제품 upgrade 

• 세포배양 독감백신의 차별화 2 

3 

8 

12 

4 

5 

9 

10 

11 

• SKYPAC 성공적 수행 6 

• Operation 최적화 1 

• 중장기 Quality Plan 수립 7 

핵심 전략 

1 

2 

3 

4 

5 

14 

13 

운영 

사업
전략 

구분 

지역/제품 내  

규모의 경제 및 수익성 

확보를 바탕으로… 

1 

…다수 pipeline 운영 

및 사업 확장을 통해 

지속적 경쟁력 제고 

2 

백신 사업 성공 방식 

백신 사업 성공 방식에 기반한 SKBS의 5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14대 주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계획  

2) SKBS 중장기 Growth Strategy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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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3) 2020년 당사 매각 사업_바이오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매각 관련 개요 및 손익 인식  

1. 매각 개요 

• 추진 배경 

 -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존 사업의 Value  

   Maximization과 M&A를 포함한 신규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결정 

• 결정 사항 

- 바이오 디젤/중유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에너지사업 매각 

• 매각 금액 : 총액 3,825 억원 (장부가 514억원) 

• 매각 차익 3,192억은 Deal 종료 후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 

• 매각 완료일 : 5월 29일 

 

2. 바이오에너지 손익 인식 

• 매출액 : 바이오에너지 사업 매각으로 당기 매출액에서 제외 

• 중단 손익은 당기순이익 內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함  

   →1Q 66억, 2Q 2,396억 

 855  
 969  

 668  
 817   800  

'19년2Q '19년3Q '19년4Q 20년 1Q 20년 2Q 

(단위 : 억원) 
□ 분기별 매출액 추이 

□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단위:억원) 

 97  

 156  

 68  

 93  

 64  

'19년2Q '19년3Q '19년4Q 20년 1Q 20년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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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Overview 



Polyester & 
Petrochemicals 

Portfolio Transformation  
Life Science &  

Green Chemicals 

~ 1999 2013 ~ 2000 ~ 2012 

(단위:억원) 

SK케미칼은 과거 10여년간 사업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폴리에스터 중심의 회사에서  

Green Chemicals와 Life Science 중심의 회사로 발전하였음 

Co-polyester 
33% 

바이오에너지 

22% 

정밀화학 
9% 

Utilities 
6% 

Life Science 

29% 

2019 

매출액
14,272* 

신규투자 

구조조정 

• 백신/혈액제 사업 진출 

  - SK제약/동신제약 합병 

•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사업 

  - Co-polyester / PPS 등 

• 폴리에스터 사업 분사 

  - 휴비스 설립 

1999 

폴리에스터 
/유화 
77% 

수지 

12% 

정밀화학 
9% 

Life Science  

2% 

매출액 
10,284 

사업매각  

• 저수익 PET 사업 매각 

  - SK Keris / SK Eurochem 등 

13 
*케미칼 별도 + 바이오사이언스 기준 

Portfolio Transformation I. Overview 



1969 • 창립 (선경합섬) 
 

1987 • 삼신제약 인수 

1989 • 생명과학연구소 설립 

1998 • 사명 변경(SK케미칼) 

1999 • 선플라®, 제3세대  
백금착체항암제  
세계 최초 개발  
(국내 신약 1호) 

2002 • 조인스®, 관절염치료제 
출시 (천연물 신약 1호) 

2005 • SK유화 설립 
(DMT 사업) 
 

• SK제약 합병 
 

2006 • 동신제약 합병  
(백신, 혈액제 사업 개시) 
 

•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2014 •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 SA)와 차세대 
폐렴구균백신 공동 개발 
추진 
 

• 안동 백신공장(L 
HOUSE), KGMP (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격 승인 

2015 • 스카이셀플루® 3가  
출시(국내최초 세포배양 
독감백신) 

2016 
 
 

• 스카이셀플루® 4가 출
시(세계 최초 4가 세포
배양 독감백신) 

 
• AFSTYLA (NBP601) 

혈우병치료제 출시(CSL 
Limited.) 

2017 • 스카이조스터® 출시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 대상포진 백신) 
 

• 지주회사 출범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 
신설법인: SK케미칼  

2018 • 사노피 파스퇴르와 세포
배양 방식의 고효율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스카이바리셀라® 출시 
(수두백신) 

• SK바이오사이언스 설립 
  (백신사업 분할) 

2019 • 스카이셀플루 3, 4가 
WHO PQ 인증 획득 

• 이니츠㈜ 합병 
•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SKYPAC 글로벌1상 종료 
 

2020 • 바이오에너지 사업 매각 
 

• COVID19 질병 본부    
단독사업자 선정 

• SKYPAC 글로벌2상 개시 
 

• 아스트라제네카 社 
COVID19 백신 위탁생산 
3자협력의향서 체결 
 

• 노바백스 社 COVID19 
백신 위탁생산 3자협력
의향서 체결 
 

2008 • 헬스케어 기업  
㈜유비케어 인수  

2009 • 에코젠®,  
바이오매스 함유  
폴리에스터 수지 출시 
 

• 혈우병 치료제 NBP601 
국내 바이오신약 최초 
License Out (CSL 
Limited.) 

  

2012 • NBP601(혈우병치료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 안동 백신공장(L HOUSE) 
준공 

2013 • 이니츠㈜ 설립 
  (PPS 사업 개시, Teijin 
Limited와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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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13 2014 ~ 2017 2018~ 1969 ~ 2006 

SK케미칼은 1969년 선경합섬으로 출범한 이래 Green Chemicals와 Life Science 양대 분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국내 화학/생명과학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왔음 

주요 연혁 I. Overview 



본사 

청주공장 

안동공장 

울산공장 

Frankfurt 

Qingdao 

Suzhou 

Shanghai 

Guangzhou 

Tokyo Irvin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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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국내 사업장:  

  본사 : 판교 Eco Lab 

  공장 : 울산(GC) 

  안동(SK Bioscience) 

  청주(Pharma)  

• 해외 사무소 : Guangzhou, Tokyo  

• 해외 사업장 : Qingdao, Suzhou 

• 해외 법인 : Frankfurt, Singapore, Irvine, Shanghai 

국내외 사업장 현황 I. Overview 



SK 
플라즈마 

SK 
바이오사이언스 

72.1% 

98.0% 

33.5% 

SK가스 

67.2%주1) 

SK 

디앤디 

SK 

어드밴스드 

울산 GPS 

29.3% 

45.0% 

85.0% 

기타 

SK디스커버리 

(HC) 

45.1% 

• 엔티스 

• JSI 

• SK CA 

• SK화공 (소주·청도)등  

• 휴비스 

• TSK Water 등  

대주주 등 

SK케미칼 

주1) SK가스 지분(보통주)은 최근 장외매매 결제일(7/16) 기준이며, 169,318 주를 추가 취득함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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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I. Overview 



II. 사업부 소개 



II. 사업부 소개 – Green Chemicals(GC)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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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olyester 

• PC, PVC등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고기능 수지 

• Copolyester 생산 글로벌 양대 기업 

□ 실적 추이 

 3,061   3,286  
 3,654  

 4,062   4,017  

 523   691  

254  322  
383  324  297  

'15 '16 '17 '18 '19

• 인체에 유해한 BPA 불포함, 바이오원료 기반 소재 

• 높은 인쇄성, 내화학성, 난연성 

• 높은 투명성, 광택성 

□ 당사 Co-polyester 특징 

(단위:억원) 

□ 주요 용도 

• Food / Cosmetic container, Special / Shrink film,  

전자, 건축,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DMT 

Co-polyester 

영업이익 

3,061 3,286 
3,654 

4,584 

□ Bio Diesel 

□ 당사 Bio Diesel 장점 

•  원가 경쟁력 확보 

 - 팜 오일계열 원료 사용 

 - Splitting 설비 가동 

• 자연계 유지(식물성 및 동물성)를 사용한 대체에너지 

• 정부 규정 비율에 따라 경유에 혼합 의무화 

• Capacity : 23만톤/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추이 

 -

 1.0

 2.0

 3.0

 4.0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e)

(단위: %) 

  

•  안정적인 공급거래처 

  - SK이노베이션, S-Oil 등  

1,505  
2,001  2,127  2,312  2,589  

592  

858  689  455  
551  

(70) 
215  70  139  

388  

'15 '16 '17 '18 '19

2,097 

2,767 2,816 2,859 

□ 실적 추이 
(단위:억원) 

바이오중유 

영업이익 

바이오디젤 

4,708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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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S사업 (Polyphenylene Sulfide) 

• 세계최초 무(無)염소 PPS 생산 방식 개발 및 상용화 

• 부산물(NaCl)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조법으로 Outgas와  

불순물을 최소화 

□ 실적 추이 

• PPS는 금속 대체용 Super Engineering Plastic 

• 고내열성, 내화학성, 자체 난연성,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치수 안정성  

•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용도로 사용(현대모비스 Head Lamp 등) 

• 차량 경량화 시장의 高성장 예상 

□ 주요 특징 및 용도 

□ 기타 사업 

• SKYBON : 바인더 및 접착제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수지 

• Prepreg : 탄소섬유 등에 에폭시 수지 등을 함침시켜 만든 
               Sheet 형태의 중간재 

• EP사업 : 다양한 용도의 Engineering Plastic 제조 

• Utility : 울산 공장 內 관계사에 Steam, 전기 등 공급 

1,942  1,854  2,032  1,861  

1,591  
166  

41  
67  

24  
(1) 

'15 '16 '17 '18 '19

□ 실적 추이(해외 자회사 제외) (단위:억원) 

영업이익 

매출액 

67  

22  22  
15  

46  

(86) 

(119) 
(62) 

(114) (148) 

'19.2Q '19.3Q '19.4Q '20.1Q '20.2Q

(단위:억원) 

□ 해외 생산/판매 법인 

• SK화공(소주) : SKYBON 생산 

• SK화공(청도) : Prepreg 생산 

• SK화공(상해) : Copolyester 판매 

• SKCA(미국) : Copolyester 판매 

• ST Green Energy : 바이오디젤 원재료 Sourcing(PFAD 등) 

영업이익 

매출액 

※ 연구개발비용 제외 

II. 사업부 소개 – Green Chemicals(GC)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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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aceuticals (Pharma) 

□ Vaccines (SK Bioscience) 

• 2006년 자체 개발 백신 연구 시작, 프리미엄 백신 선도 

- 자체 개발 백신 : 스카이셀플루 3,4가, 스카이조스터, 수두 

• 기업가치 제고와 함께 글로벌 프리미엄 백신기업 도약  

- ’18년 7월 백신사업 분할 → SK Bioscience 신설 

- 향후 투자유치 및 IPO를 통해 해외진출 및 개발 가속화 계획 

□ 최근 실적 추이 

□ R&D 주요 성과 

기넥신-에프 

‘선플라’   
항암제, 
국내 신약 1호 

‘조인스’  
관절염 치료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호주 CSL사 
NBP601 
(혈우병치료제)  
기술 수출 국내  
바이오신약 1호 

‘SID710’ 
패치형  
치매치료제 
제네릭  
EU 최초  
허가 획득 

사노피  
파스퇴르와  
차세대  
폐렴구균백신  
(SKYPAC) 
공동 개발 

Pharmaceuticals Bio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발매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허가 획득 

‘앱스틸라’ 
호주 CSL 사  
기술 수출 
혈우병 치료제  
국내 개발  
바이오 신약 중  
최초 美 FDA  
시판 허가 획득 
 
 

1999 2001 2009 2012 2014 2015 2016 

‘스카이조스터’ 
대상포진백신  
세계 두 번째 / 
국내 첫 출시  

2017 

사노피  
파스퇴르와  
세포배양  
고효율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술이전 계약  

2018 

1) LS Overview 

1,856  1,839  2,016  2,251  2,372  

1,200  1,480  1,195  

1,236  

1,832  

(28) (13) 

105  

361  

589  

'15 '16 '17 '18 '19

3,056 
3,319 3,211 

3,487 

Vaccine 

영업이익 

Pharma 

4,204 

• 합성의약품 연구개발 및 마케팅 

• 집중 분야 : 합성 신약 및 개량신약, 패치 제제  

• 대표제품 : 조인스, 기넥신, 트라스트, 리바스티그민 패치 등 

(단위:억원) 

II. 사업부 소개 – Life Science(LS) Biz. 

2019 

3가/4가             
세포 배양  
독감 백신  
WHO PQ 획득 
 
차세대  
폐렴구균백신  
(SKYPAC) 
글로벌 임상        
1상 종료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1. 세포배양 독감백신 특징 

  - 고수율 3차원 부유배양 및 고순도 공정 

  - 유정란 불필요 → 안정적 공급, 관리비 절감 효과 

  - 생산 기간 단축으로 대유행 독감 신속 대응 가능 (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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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출시 

 ‘16년 :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 출시 

 ‘19년 : 세계 최초 3가/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WHO PQ 인증 획득 

• 국내 시장 현황 : 국가 무료 접종 시장 증가, 3가/4가 → 4가로 전환중 

2. 독감백신 시장 현황 

무료접종 시장 현재 향후 전망 

제품 구분 3가 4가 전환 

대상 연령 
’17년 : ~59개월,  
’18년 : ~초등생 

’20년 이후 :  
중/고등생 도입 예정 

임산부 무료접종 없음 도입 예상 

고령화 (65세↑) 708만명 `30년 1,296만명 까지 증가 예상 

3. 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독감백신으로의 진보→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2) 주요 Vaccine 제품 II. 사업부 소개 – Life Science(LS) Biz. 

• 해외 시장 기회 : 선진국 중심 4가 전환 가속화, 개도국 확대 

대상포진백신(SKYZOSTER) 

1. 대상포진 개요  

  - Varicella-Zoster virus의 체내 잠복, 성인기 재활성 발병 

  - 치료제 : 항바이러스제 등 

  - 수두 발병자의 발병률 25%, 신경계, 내장계 침범 시 사망률 6~17%1) 

 

 

 

 

 

 

 

2. 시장 현황 : Global Sales $783M in ’17년2) 

  - 예방백신 : 현재 자사 제품 외 백신 2 개 존재 (조스타 박스, 싱그릭스) 

  - ‘16년 국내 대상포진환자 : 69만명 (50대 이상 43만명, ‘10년 대비 43%↑3)) 

   

 

  

 

 
3.  SK케미칼 SKYZOSTER  

- 바이러스 주 : OKA SK주 (생백신) - 적응증 : 50세 이상 성인 대상 포진 예방  

- 용법 : 50세 이상 1회 피하접종    - 제형 : 동결건조 Vial(주사용수 Vial)           

162 

565 
659 

788 840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단위 : 억원) ※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규모 

[그림. 대상포진의 안면, 전신 발진] 

1) GlobalData, Pharma Intelligence Center ‘17         2) Datamonitor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850~90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j7vKclqPTAhXMf7wKHWZuBlIQjRwIBw&url=http://infobigsea.tistory.com/1&psig=AFQjCNEhNBRwQP6MTvWD_TNTGwhgSm6AwQ&ust=149223270694429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Vso-2lqPTAhUIerwKHWhUCLoQjRwIB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3D0DeI2%26articleno%3D12540713%26categoryId%3D642985%26regdt%3D20101023164855&psig=AFQjCNEhNBRwQP6MTvWD_TNTGwhgSm6AwQ&ust=1492232706944290


세포배양 방식 고효율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술이전 

• Upfront Fee : USD 15 mil (계약 시) 

• 기술이전 완료 시 : USD 20mil  

• 단계별 마일스톤 : USD 120mil 

• 계약지역 : 전세계 (미국/유럽 독점사용권) 

• 로열티 : 매출액에 대한 일정 % 수취, 

             발매 후 15년 혹은 특허만료일 중 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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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세포배양 기술 보유 

  - 이미 상용화에 성공, 가장 진일보한 기술력이라 평가 

• SP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세포배양 방식 활용 

• 1등 제품이 시장 독식 

  - 프리베나 패밀리(13가, 7가)가 전체시장의 약 80% 점유 

    → 당사 제품 출시할 경우 시장의 상당 부분 Share 기대 

•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공동개발 (PCV13+@) 

→ 세계시장에서 R&D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 

• 비용 및 수익은 공동부담/배분 

• 2020년 글로벌 임상 2상 개시 

 

 

 

R&D 

상용화 

R&D/ 
전임상 

제품 생산 

글로벌임상/ 
인허가 

글로벌 판매 

□ PCV 시장 현황/예상 

Co-development of PCV 

□ 배경 

□ 주요 내용 

• ’14년 SKYPAC 계약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 

• 당사 세포배양방식의 글로벌 우위 입증 

• Royalty 잠재력 (사노피 글로벌 독감백신 연간 매출 약 2조원) 

□ 의의 

3) Global Project w/Sanofi II. 사업부 소개 – Life Science(LS) Biz. 

'17 '18 '19 '20 '21 '22 '23 '24 '25

Pneumovax 23 Synflorix Prevenar
10.2 

8.0 

(Source :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Pneumonia Vaccine Market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8~2025, Primary & Secondary Research and AMR Analysis) 

(Unit: Billion USD) 



 2,522   2,634   3,016   3,773   3,893  
 4,996  

 3,559   3,250  
 1,203   836   616   275   281   282  

 581   608  
 927  

 975   1,388  
 1,704  

 1,977   2,208  

 2,408   2,329   2,789   3,573   3,780   3,590  

 551  
 976  

 1,459  

 2,036  
 2,125   1,889  

 2,471  
 2,097  

 2,889   2,823   2,788   3,162   4,075   4,192  
 3,783  

 3,963   3,058  

 2,621  
 2,611   2,451  

 2,395  
 1,917  

 1,854   2,032   2,599   3,034  
 1,548  

 2,659  
 2,587  

 3,078   3,548  

 4,103  
 4,490   5,048  

 3,852  

 3,193  
 3,319   3,212  

 3,487  
 4,2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PET Copolyester BD GC 기타 LS

• ’00 : 휴비스 설립(폴리에스터) 

• ’05 : SK제약 합병 / SK유화 분사 

• ‘06 : 동신제약 합병 

• ‘08 : SK유화 매각 

구조조정 및 신규투자 투자지속 / 신규사업 본격화 투자 결실 현실화 

2000 ~  2008 ~  2015~ 

• ’08 : 백신 개발 시작(SKYPAC) 
         바이오에너지 사업 개시 

• ’09 : NBP601 L/O (to CSL) 

• ’12 : Co-polyester 증설 

• ‘14 : L House KGMP 획득 

• ‘14 : 차세대폐렴구균백신 공동개발(/w Sanofi) 

• ’15 : 세포배양 3가 독감백신 출시(국내최초) 

• ’16 : 세포배양 4가 독감백신 출시(세계최초) 
         앱스틸라(NBP601) 글로벌 출시 

• ‘17 : 대상포진백신 국내 출시 

• ‘18 : 수두백신 허가, SKYPAC 글로벌 1상 진입 

• ‘19 : SKYPAC 글로벌 1상 종료 

• ’20 : 바이오폴리올 신소재 PO3G사업 시설투자 개시 

         바이오에너지 사업 매각 

         SKYPAC 글로벌 2상 개시 

         아스트라제네카社 COVID19백신 CMO계약 체결 

         노바백스社 COVID19백신 CMO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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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st 5 Years III.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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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14,272 



과   목 ‘20.1Q ‘20.2Q 

매출액 252,548 288,409 

매출원가 194,181 214,157 

매출총이익 58,366 74,251 

판매비와관리비 50,349 56,603 

영업이익 8,017 17,649 

  기타수익 1,092 1,142 

  기타비용 3,591 7,300 

  금융수익 18,346 3,571 

  금융원가 20,640 10,584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이익 645 59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손실) 3,868 5,075 

법인세비용(수익) -382 82,296 

연결분기순이익(손실) 13,003 239,302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3,048 239,346 

비지배지분 -46 -44 

과   목  ’19Y   ’20Y  

유동자산 792,023 988,495 

  현금및현금성자산 183,976 295,122 

  단기금융자산 88,674 144,76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1,327 270,244 

  재고자산 330,606 263,265 

  기타유동자산 17,440 15,096 

비유동자산 1,339,686 1,268,678 

  공동지배기업투자주식 8,776 8,348 

  유형자산 1,165,065 1,134,644 

  무형자산 37,429 37,590 

  기타비유동자산 1,950 2,975 

자산총계 2,131,709 2,257,173 

유동부채 718,865 726,48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1,782 253,533 

  단기차입금 198,756 157,011 

  기타유동부채 17,104 20,583 

비유동부채 694,137 569,681 

부채총계 1,413,003 1,296,16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15,629 957,890 

자본금 66,000 66,000 

연결자본잉여금 264,315 264,315 

연결기타자본항목 -9,890 -13,993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94 -2,616 

연결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97,797 644,185 

비지배지분 3,078 3,119 

자본총계 718,706 961,009 

부채와자본총계 2,131,709 2,257,173 

1) 재무제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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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첨부 자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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