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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battery

중국 시안공장 준공

2015년 10월,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삼성

SDI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전기자동차배터리 전용공장을 완공

하고, 본격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산 전기자동차, 
삼성SDI의 심장으로 달린다
삼성SDI는 2015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가해 배터

리 셀에서 팩에 이르는 전기자동차배터리 솔

루션을 공개했습니다.

1970
회사 설립

흑백브라운관

생산개시

1975
퀵스타트

브라운관 개발

1988
컬러 모니터 개발

국내 최초 PDP 개발,

CPT(컬러 브라운관)
연간 100만 개 증설

1993
바이오 브라운관

개발, 한글 VFD개발,
독일법인 설립

2007
세계최초

AMOLED 양산

2010
전기자동차용

전지공장 준공

소형 이차전지 사업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자동차배터리

2015. 10
인터배터리 2015 참가

차세대 웨어러블 배터리 
공개

2015. 9
IAA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참가

2015. 10
중국 시안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준공

2015. 11
중국 JAC에 
전기자동차용 
원형 배터리 공급

Company 
History

주요 연혁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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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시 편광필름 공장 설립 

MOU 체결
삼성SDI는 중국 편광필름 시장 본격 공략

을 위해 중국 우시시와 우시지역에 편광필

름 공장을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시 공장이 완공되면 중국시장 고객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북미 최대 발전사 Duke사와 손잡다
삼성SDI는 북미 최대 발전사인 Duke사의 36 

MW급 ESS 프로젝트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BMS(배터리 관리시스템)을 공급하며 북미 

ESS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삼성SDI, 차세대 웨어러블 언팩
삼성SDI는 2015년 10월 개최된 '인터배터

리 2015'에서 스트라이프형 배터리, 밴드형 

배터리를 공개하며 웨어러블 시대를 가시화

했습니다.

2014. 4
OLED

고부가 소재

양산 본격화

2014. 7
옛 제일모직

소재부문과

합병한 삼성SDI
통합법인 설립

2014. 8
중국 시안시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건설 기공식

EUROBIKE 2014

(유로바이크 전시회)참가

2014. 11
중국 
선그로우사와

ESS 합자사

설립계약 체결

2014. 12
오스트리아

법인 설립

전자재료ESS소형배터리
Electronic MaterialsEnergy Storage SystemSmall-Sized li-ion battery

2015. 3
ABB사 제휴

글로벌 
마이크로그리드 

ESS 시장공략

2015. 4
Auto Shanghai 

2015(상하이 
모터쇼) 참가

2015. 5
중국 우시시 편광필

름 공장 설립 MOU 
체결

2015. 6
InterSolar EU 

2015 참가

2015. 7
Duke Energy사 

36MW ESS 프로젝트 
공급 계약 체결

2015. 8
EUROBIKE 2015

(유로바이크 전시회)
참가

2015. 2
마그나

배터리 팩 사업

부문 인수

2015~

통합 SDI 출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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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와 

첨단소재의 창조적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삼성SDI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남성



6 7Samsung SDI  Sustainability Report 2015  

Overview    |   Business Portfolio   |   Strategic Focus & Approach   |   Sustainability Management   |   Appendix

삼성SDI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남성

전 세계 삼성SDI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SDI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SDI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확산과 IT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SDI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배터리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자동차배터리는 신규 수주를 확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급성장중인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최초로 중국 시안에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였고, 유럽 오스트리아에 

팩 생산법인을 출범해 셀, 모듈, 팩을 아우르는 해외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소형배터리 사업은 전동공구, 

전기자전거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용 배터리의 판매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재료 사업은 반도체 소재의 견실한 성장 속에 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PV Paste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고, 편광필름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우시에 신규 라인을 착공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은 삼성SDI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 지속가능성 측면의 중요 이슈를 분석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체질화 해 왔으며, 당사 및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이 같은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SDI는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지속성장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 

활동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가이드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협력회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당사와 연계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도록 정착시켜나갈 계획 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SDI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인프라팀을 중심으로 국내 사업장은 물론 해외사업장에서도 안전환경이 경영의 제 1

원칙임을 천명하고, 글로벌 안전문화경영 확산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16년에도 저유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지만, 

삼성SDI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와 첨단소재의 창조적 리더로 거듭

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 부탁 드리며,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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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사업소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에너지와 첨단소재의 창조적인 리더로 거듭나기 위

하여 노력하는 삼성SDI는 소형배터리, 자동차배터리, ESS(Energy Storage System), 전자재료 등 에너

지와 첨단소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고 Excellence 고객 Customer 혁신 Innovation

핵심가치 Core value

삼성SDI 에너지와 첨단소재

소형배터리

전자재료

중대형배터리

소형배터리 사업은 각종 IT 기기, Non-IT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
터리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적용 제품인 휴대폰, 랩탑 컴퓨터, 전동공구 부문

은 생활필수품으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며, 전기자전거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공정 
확대, OLED 사용 증가 등 전방산업 기술 발전과 더불어 빠른 기술 변화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IT사업의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제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사업은 고효율,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여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

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기술 개발 관련 전기자동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에너지원

인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는 본격적인 고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SS 사업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과 양산기술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각 국가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지의 유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Small-Sized li-ion battery

Electronic Materials

automotive battery / Energy Storage System 

원형·각형·폴리머 배터리

반도체 소재  |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셀  |  배터리 모듈 및 팩

ESS 배터리 팩  |  ESS 시스템

내수 수출

2014 2015

소형·중대형배터리 현황 (단위: 백만 원) 

2,781,175

3,327,458

2,799,944

3,312,714

546,283 512,770

내수 수출

2014 2015

전자재료 현황 (단위: 백만 원) 

770,581

797,723

 1,590,369

1,642,146

27,142

51,777

* 2014년 7월 1일 구)제일모직과 합병으로 
  전자재료는 하반기 6개월의 매출액이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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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9.5% 21.8%

19.6%

주주 구성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삼성SDI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70,382,426주 (보통주 68,764,530주, 

우선주 1,617,896주) 입니다.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로 보통주 기준 19.58%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8.7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 주주의 의견을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표 소송권, 회계 장부 열람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소수 주주

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삼성SDI는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

시채널을 통한 분기별 결산 실적 공시를 포함하여 경영상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공시

를 실시하여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경영 정보를 전달합니다. 매분기 경영실적 설명회를 모든 

투자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컨퍼런스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IR 로드쇼, 증권사 컨퍼런스 및 경

영실적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재무정보

와 실적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VOC 접수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 및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받

을 수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삼성의 가치체계

삼성이 소중하게 지켜 온 가치로서 내일을 위한 위대한 성공 DNA입니다.

글로벌 일류기업의 책임 수행을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원칙 1.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원칙 2.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원칙 3.  고객·주주·종업원을 존중한다.

원칙 4.  환경·안전·건강을 중시한다.

원칙 5.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합니다.

상생추구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인재제일

주주 환원 (2015.12.31)

당기순이익 53,846 백만 원 

주당순이익 766 원 

배당금 총액 70,314 백만 원 

배당 성향 130.6% 

주당 배당금* 1,000 원 (보통주기준)

▼ 주주 구성 현황 (보통주 기준, 2015.12.31) 

외국인최대주주

개인

국내기관

경영원칙

핵심가치

경영이념

삼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당기순이익에는 지배기업지분만 포함함



전 세계 10개국 14개 생산법인 7개 판매거점 1개 R&D 센터

삼성SDI는 세계 10개국에서 14개의 생산법인과 7개 판매거점, 지점 및 사무소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

다. 본사인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주요 생산법인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 및 유럽에 위치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인의 생활 속에 함께하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삼성SDI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전진하

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영업 및 재무 현황

GlOBAl 
NETWORk

삼성SDI는 Creative Energy & Materials Solution Leader로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창조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국내 11,123 / 해외 9,815 20,938(단위: 명)

임직원 수 

국내 4,770 / 해외 5,964 10,734(단위: 건)

지적재산권 수

6,752(단위: 백만 원)사회공헌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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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Detroit 

 San J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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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2015년 사업포트폴리오를 배터리와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미래성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

3,428.5 

 5,474.2 

 7,569.3 

2014 2015

매출 현황 (단위: 십억 원)

2013

11.3

147.9

70.8

80.3

2014 2015

25.7

59.8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단위: 십억 원)

2013

7,542.4

11,826.9 11,253.2

3,013.3 4,141.6 4,972.1

10,555.7

15,968.5 16,255.3

2014 2015

자산 현황 (단위: 십억 원)

부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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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개황 

 본사  생산법인

 판매거점  R&D 센터

Germany

Austria

Vietnam

China Japan

Malaysia

India

Taiwan

 Zettling

 hanoi

 new Delhi

 Seremban

 Taipei

 TokyoKorea

 Yongin
 Cheonan
 Cheongju
 gumi
 ulsan
 Suwon

Munich 
 Dresden

 Changchun

 hefei

Tianjin(2)  

 Suzhou  
 Wuxi

 xi'an

Shanghai

* PDP 및 태양광 사업부문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이익으로 분류한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