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0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9 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67,031,863 62,162,041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78,025,064 67,777,432

   가. 당기순이익 44,344,857 42,186,747

   나. 조정 30 43,604,573 36,211,232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0 (9,924,366) (10,620,547)

   2. 이자의 수취 1,788,520 1,581,117

   3. 이자의 지급 (548,272) (542,715)

   4. 배당금 수입 215,992 173,305

   5. 법인세 납부액 (12,449,441) (6,827,098)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52,240,453) (49,385,216)

   1.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감소 (12,368,298) 387,627

   2. 단기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순증가 (1,436,844) -

   3.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순증가 (139,668) -

   4.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99,856

   5.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255,850 1,750,221

   6.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7,678,654) (1,079,355)

   7.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91,826

   8.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58,497)

   9.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106,751)

   10.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의 취득 (158,716) -

   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16,211 -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456,134) -

   1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80,138 -

   1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93,848) -

   1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148 355,926

   1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51,226) (25,293)

   17. 유형자산의 처분 556,973 308,354

   18. 유형자산의 취득 (29,556,406) (42,792,234)

   19. 무형자산의 처분 11,935 733

   20. 무형자산의 취득 (1,020,517) (983,740)

   21.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9,108) (8,754,268)

   22.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48,834

   23. 현금의 기타유출입 (2,289) (28,455)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5,090,222) (12,560,867)

   1. 단기차입금의 순(감소)증가 30 (2,046,470) 2,730,676

   2. 자기주식의 취득 (875,111) (8,3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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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주 석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3.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30 3,580 998,311

   4.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30 (1,986,597) (1,140,803)

   5. 배당금의 지급 (10,193,695) (6,804,297)

   6. 비지배지분의 증감 8,071 5,670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94,187 (1,782,270)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Ⅰ+Ⅱ+Ⅲ+Ⅳ) (204,625) (1,566,312)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0,545,130 32,111,442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0,340,505 30,545,13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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