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본 자료에 포함된 경영 실적 자료는 SK네트웍스의 K-IFRS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외부 감사인의 검토(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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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isclaimers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전기 사업부문별 정보를 당기 사업부문별 정보 기준에 따라  

재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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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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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사업 소개 
1 Overview 



회사 소개 

5 

SK그룹 

 SK이노베이션 

정유 

통신 

반도체 

유통/소비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 등 

40.4% 

자사주 

5.4% 
기관 

17.9% 

외국인 

11.5% 

개인 

24.8% 

연혁 

’20.3.19. 기준 

주주구성 

1953 ㈜선경 창립 

1998 SK상사로 사명 변경 

1999 
SK유통 합병 
(단말기사업 진출) 

2000 
SK에너지판매 합병 
(주유소사업 진출) 

2003 SK네트웍스 사명 변경 

2009 워커힐 합병 

2014 SK렌터카 런칭 

2016 동양매직 인수 

2018 AJ렌터카 인수 

2020 통합 SK렌터카 출범 

*2020.3월 석유제품 소매사업 양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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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유통 / 상사 

정보통신 

글로벌 

• ICT Device 유통 

• 연간 단말기 판매 약 650만대 

• 전통적 Trading 

   (철강·자동차 / 화학·소재) 

소비재 / 렌탈 

Car Life 

• 차량 렌탈 서비스 (약 20만대) 

SK매직 

호텔 

• 환경가전 렌탈 서비스 (약 184만 계정) 

• 주방가전 

• 경정비 (약 650개 N/W) 

• 타이어/부품 유통 등 

“장기계약 등 안정적 수익추구” 

“Cash cow 역할” “통합 렌터카 법인의 시너지 창출“ 

- 규모의 경제 실현 (구매, 매각) 

- 양강체제 구축 통한 경쟁 완화 

- 운영 효율화 (정비, 보험, 고정비 등) 

“가전 렌탈 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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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실적 & 지표 
2 성장사업 



4.9% 

7.6% 

0%

6%

12%

 -

 1,000

 2,000

 3,000

'17 '18 '19

Car life 매직 OPM

29% 
37% 

68% 

0%

50%

100%

'17 '18 '19

Car life, 매직 그 외 

성장사업 Overview 

“외형성장 & 질적 성장 진행 中” 

렌터카ㆍ매직 견조한 실적 성장세 유지하며, 

이익 비중 확대 中 

“성장사업 이익 비중 지속 확대 中” 

21% 

렌터카, 매직 SKN

88% 

성장사업 이익 비중 실적추이 (억원, %) 

 

이익 비중 (%) 

9.3% 

0.0%

6.0%

12.0%

 -

 1,000

 2,000

'17 '18 '19 '20.1Q

렌터카 매직 O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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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39% 

16% 

35% 
40% 

28%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17

'18

'19

'20.1Q

사업 개요 

SK매직 성장사업 실적 & 지표 SK매직 

매출 (억원) 

영업이익 (억원) 

2,846  2,960  2,883  

2,630  
3,600  

5,875  

 -

 8,000

'17 '18 '19

가전 렌탈 

319  
505  

798  

 -

 900

'17 '18 '19

5,476 

6,560 

8,757 

+58.3% 

+19.8% 

+33.5% 

렌탈계정 (만개) 

 38   42   50   55  

 14  

 97  

126  

154  
180   187  

 -

 100

 200

'16 '17 '18 '19 '20.1Q

신규 누적 

주요가전 점유율 (%) 

30% 

37% 
43% 44% 47% 

0%

50%

16 17 18 19 20.1Q

정수기시장 내 직수형 비중 (%) 

※ 출처 : SK네트웍스 내부 추정 

“직수형 (Tankless) 비중 지속 증가” 

(직수형정수기 시장 관련 Magic 
Comment)  

RO필터의 탱크형 중심 제품 
운영회사들도 최근 출시 모델들은 
직수형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탱크형 
→ 직수형 시장 전환은 꾸준히 지속 
될 것이라고 판단, 향후 전체 시장의 
약 50~60% 직수 점유 예상됨 

[참고] ‘20.2월 누적 ARPU 23,653원  

/ 신규  ARPU  23,584원 

[품목별비중] (’19년 누계기준)
정수기 70%, 공기청정기 18% 
기타 12% 

“주요 가전 업계  1위 지위 지속” 

※ 출처 : SK네트웍스 내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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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2,543  2,760  2,975  3,093  

 4,526  
 6,089   7,506  

 14,406  

 -

 10,000

 20,000

'16 '17 '18 '19

경정비 렌터카 

사업 개요 

SK매직 성장사업 실적 & 지표 SK렌터카 

매출 (억원) 

영업이익 (억원) 

전국 신차등록대수 중 렌터카 비중 (%)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 (만대) 

운영대수 (천대) 

358  389  396  

1,200  

 -

 1,300

'16 '17 '18 '19

 159   159   158   155  

11.4% 
13.0% 

15.0% 
15.8% 

5.0%

7.0%

9.0%

11.0%

13.0%

15.0%

17.0%

 -

 200

'16 '17 '18 '19

자동차 신차 등록대수(승용/승합) 

렌터카 등록 비중 

※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19 末    ’20.2월末    ’19 末 대비 

L 社 221천대 223천대 +2천대 

SK렌터카 195천대 202천대 +7천대 

※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통합 법인 운영대수 약 20만대” 

2,543  2,760  2,975  3,093  

 6,316  
 4,526   6,089   7,506  

 8,090  

 -

 10,000

 20,000

'16 '17 '18 '19

경정비 SK렌터카 SKN잔존 

렌터카 운영대수 기준 M/S (%) 

24.6% 24.2% 23.0% 
22.8% 22.4% 21.7% 

20.3% 20.7% 

12.0% 12.7% 
10.1% 

9.8% 
10.4% 

9.0% 10.2% 

10.9% 

'17 '18 '19 '20.2월 

L 社 SK

※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64 

73 

85 
96 

0

100

'16 '17 '18 '19

8,849 
10,481 

7,069 

1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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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Q 손익계산서 

’20 1Q 재무상태표 
3 경영실적 Summary 



’20년 1분기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2019 1Q 2019 4Q 2020 1Q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매출액 30,230 33,676 28,746 △1,485 (△4.9%) △4,930 (△14.6%) 

매출이익 2,507 2,919 2,752 245 (9.8%) △167 (△5.7%) 

판매관리비 2,158 3,442 2,341 183 (8.5%) △1,101 (△32.0%) 

영업이익 348 △522 412 63 (18.1%) 934 (흑자전환) 

이자손익 △277 139 △237 40 (14.4%) △376 (적자전환) 

외환손익 51 14 51 0 (0.0%) 36 (253.5%) 

기타손익 △69 △110 △84 △15 (△22.5%) 26 (23.6%) 

세전이익 54 △732 89 35 (65.6%) 820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53 △1,739 △28 25 (47.6%) 1,711 (98.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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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2019 1Q 2019 4Q 2020 1Q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매출액 30,230 33,676 28,746 △1,485 (△4.9%) △4,930 (△14.6%) 

정보통신 12,520 15,961 13,025 505 (4.0%) △2,936 (△18.4%) 

글로벌 10,769 9,981 8,213 △2,556 (△23.7%) △1,768 (△17.7%) 

워커힐 621 753 537 △85 (△13.7%) △216 (△28.7%) 

Car life 4,277 4,402 4,667 391 (9.1%) 265 (6.0%) 

SK매직 1,807 2,306 2,326 519 (28.7%) 19 (0.8%) 

기타 237 274 △22 △258 (적자전환) △296 (적자전환) 

영업이익 348 △522 412 63 (18.1%) 934 (흑자전환) 

정보통신 167 233 133 △34 (△20.6%) △100 (△43.0%) 

글로벌 18 △916 24 6 (30.6%) 939 (흑자전환) 

워커힐 7 17 △142 △150 (적자전환) △159 (적자전환) 

Car life 205 262 365 160 (78.0%) 103 (39.3%) 

SK매직 158 180 228 70 (44.5%) 48 (26.8%) 

기타 △207 △299 △195 12 (5.7%) 103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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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분기 손익계산서 02 



 (단위 : 억원)     2019 末     2020 1Q 末 전년 末 대비 

자산 101,387  103,587  2,200  

현금 4,969  7,160  2,191  

매출채권 10,506  11,846  1,340  

재고자산 7,319  6,823  (496) 

유형자산 47,951  46,911  (1,040) 

렌탈자산 31,631  30,663  (968) 

기타자산 30,642  30,847  205  

부채 78,335  81,307  2,972  

매입채무 14,530  12,203  (2,327) 

차입금 52,350  57,455  5,105  

리스부채 15,119  14,260  (859) 

순차입금 47,381  50,295  2,914  

기타부채 11,455  11,649  194  

자본 23,052  22,280  (772) 

부채 비율 340% 365% +25%p 

요약 재무상태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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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영업실적 4 첨부 



10,769  10,847  10,775  9,981  
8,213  

<정보통신> <글로벌>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단말기 판매량 추이 철강/화학 판매량 추이 

정보통신, 글로벌 

(단위 : 천대) 

12,520  
12,880  

16,962  15,961  

13,025  

167 172 
229 

133 

'19.1Q '19.2Q '19.3Q '19.4Q '20.1Q

(단위 : 억원) 

영업이익 매출액 

 1,724  

 1,417  

 1,807  

 1,558   1,553  

'19.1Q '19.2Q '19.3Q '19.4Q '20.1Q

코로나19 여파로 단말기 판매 감소했으나,  

점진적 회복 예상 

실적 분석 및 전망 

(단위 : 억원) 

(단위 : 천톤) 

핵심 고객사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집중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비용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 중 

실적 분석 및 전망 

 497   488  
 585   596  

 438  
 345   300  

 270  
 196  

'19.1Q '19.2Q '19.3Q '19.4Q '20.1Q

화학 철강 

18 65 57 

-916 

24 

'19.1Q '19.2Q '19.3Q '19.4Q '20.1Q

영업이익 매출액 

23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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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Car>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사업별 매출액 추이 사업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워커힐, Car 

(단위 : 억원) 

(단위 : 천톤) 

호텔업계 전반 코로나19 영향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영향 최소화 위한 노력 지속 중 

실적 분석 및 전망 

영업이익 매출액 

621  
679  700  753  

537  

7 
19 

-10 

17 
-142 

'19.1Q '19.2Q '19.3Q '19.4Q '20.1Q

 190   258   248   265   187  

 39  
 38   39   38  

 38  

 392  
 383   413   450  

 312  

'19.1Q '19.2Q '19.3Q '19.4Q '20.1Q

호텔 임대 기타 

(단위 : 억원) 

4,277  4,342  
4,478  

4,402  
4,667  

영업이익 매출액 

205 
323 

410 

262 
365 

'19.1Q '19.2Q '19.3Q '19.4Q '20.1Q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 본격화로 수익성 개선 중  

실적 분석 및 전망 

 728   739   784   842   939  

 3,548   3,604   3,694   3,560   3,729  

'19.1Q '19.2Q '19.3Q '19.4Q '20.1Q

렌터카 경정비 

 728   739   784   842   939  

 1,577   1,579   1,637   1,523  
 1,986  

 1,971   2,025   2,057   2,037  
 1,743  

'19.1Q '19.2Q '19.3Q '19.4Q '20.1Q

SKN잔존 SK렌터카 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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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1,798  

2,847  

2,306  2,326  

<SK매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사업별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 매출액 

SK매직 

(단위 : 억원) 

코로나19 영향에도 렌탈 성장세  유지  

& 이익 지속 확대 중 

실적 분석 및 전망 

(단위 : 억원) 

 736   686   706   722   700  

 1,071   1,112  

 2,141  
 1,584   1,626  

'19.1Q '19.2Q '19.3Q '19.4Q '20.1Q

렌탈 가전 

158 108 

352 

180 228 

'19.1Q '19.2Q '19.3Q '19.4Q '20.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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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document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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