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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는 현 시점 기준의 예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재무적 추이 등을 포함하여 1995년 제정된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이나 미국 연방법 또는 증권법

상 예측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회사의 가정과 추정 등에 기반해 작성되었고 불확

실성과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전략’, ‘예상’, ‘계획’, ‘믿다’,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예측

하다’, ‘의도하다’, ‘해야 한다’, ‘추정하다’, ‘전망하다’, ‘목표’, ‘타겟‘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이 해당되며,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예측 정보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측 정보에 표현되거나 내포된 회사 및 계열사의 미래 실적 또는 

성과는 실제 실적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리스크, 불확실성에는 (i) 한국, 유럽, 

미국, 중국 (또는 삼성전자 및 계열사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의 경제 및 사업 상황 (ii) 환율, 이자율

의 변동성 (iii) 삼성전자 및 계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법령, 규제 사항 및 행정적 조치 (ⅳ) 사업 전략, 관행, 거

래선 관계 또는 발표 자료에 포함된 기타 요인의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Forward-Looking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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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장기 전략적 우선순위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업에 대한 적시 투자기회 확보 

핵심 역량 집중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속  

자본 배분 및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의 모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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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 전략 

IT & Mobile Device Solutions 

□ 제품 다양화 및 컨버전스 기술 

  -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가치 창출 

  - IoT, AR 및 AI 등 차세대 기술 리더십 확보 

□ 초격차 기술리더십 확보 

  - 반도체 :  DRAM, V-NAND, S.LSI + 솔루션 

     · 앞선 반도체 기술을 통한 혁신 

     · 고부가 솔루션 창출을 위한 핵심 부품간 결합 

  - Flexible OLED :  디자인 다양성을 갖춘 새로운 form-factor 창출 

Consumer Electronics 

AUTOMOTIVE   ELECTRONICS 

□ 전장사업과 커넥티드 기술에 있어서 성장 가속화 

  - 부품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  SoC, Memory, CIS, OLED 등 

  - 우수한 UI/UX , 5G 기술, IoT 활용 

□ 솔루션 +  브랜드가치 +  R&D  +  글로벌 Tier 1 공급업체 

IoT 

AR,  AI 

4 



EBITDA/CAPEX/R&D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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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제고 방안 

2016년 및 2017년 FCF의 50% 주주환원 

배당 증대 

   ※ 2016년 배당총액 4조원으로  

      증대 예상 (전년 대비 30%↑) 

   ※ 2016년 주당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28,500원 예상 

            

자사주 매입 

   ※ 2016년  FCF의 50% 중 배당 후 

      잔여재원 및 2015년 잔여재원 

      0.8조원 

   ※ 매입 후 소각 예정 

2017년 1분기부터 분기배당 실시 

2018년 이후에도 주주환원 지속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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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주당 배당금 주가 추이 



현금 수준 비교 

순현금 금액 순현금/ 자산 순현금/ 매출 순현금/ 자본 

(KRW, tn) 

2016년 6월말 기준 
A, B, C는 삼성전자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해 대규모 Capex, R&D 투자가 필요한 글로벌 IT 기업임 

목표 :  

□ 65~70조원 수준의 순현금 유지 

□ 매 3년 마다 사업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회사의 현금 수준을 점검하고,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환원 계획 

□ 장기적 성장 및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의 균형적인 추구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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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기술/혁신에 대한 풍부한 이해 보유 

□ 주주가치를 큰 폭으로 제고해왔음 

□ 주주환원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IT 전문성 

글로벌 기업 
경영 및 이사회 

활동 경험 
이사회 독립성 

< 현재 이사회 구성 > 

금융 법조 
공공정책 / 

CSR   보건의학 

강점 보유 

※ 개선 사항: 

  - 글로벌 기업 경험을 갖춘 새로운 이사  영입 검토 

  - 2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 경험을 가진 이사 1명 추천 목표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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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 감독 기능 강화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 

   □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이사회 제안사항 검토 

   □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강화 

   □ 현재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위원회 책임 수행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는 아닌 위원회 

경영위원회 

(  3  :  0  ) 

감사위원회* 

(  0  :  3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1  :  3  ) 

내부거래위원회* 

(  0  :  3  ) 

보상위원회* 

(  0  :  3  ) 

거버넌스 위원회* 

(  0  :  5  ) 
사내이사      사외이사 

<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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