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제44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3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과

(단위 : 원)

목

제 44 (당)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43 (전) 기

147,670,408,759

725,808,501,397

1. 당기순이익

369,639,372,038

258,896,363,231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125,041,301,514

115,719,425,623

17,289,436,568

14,214,743,042

4,504,766,357

2,735,816,200

다. 퇴 직 급 여

32,011,336,015

21,746,921,406

라. 대 손 상 각 비

17,419,947,388

-

마. 기타의대손상각비

4,904,397,520

-

바. 외화환산손실

5,280,429,214

4,898,637,785

사. 지 분 법 손 실

1,998,824,620

5,362,033,388

가. 감 가 상 각 비

나. 무형자산상각비

아. 지분법적용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령

-

47,249,200,000

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58,487,646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20,719,795

카. 매출채권처분손실

8,112,537,752

86,974,506

타. 투자자산처분손실

102,099,281

9,093,296

파. 이 자 비 용

322,345,866

502,162,574

하. 통화선도평가손실

26,622,527,985

18,855,150,780

거. 확정계약평가손실

6,351,933,153

너. 기타영업외비용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가. 외화환산이익

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

-

205,000

(48,616,697,535)

(41,941,187,716)

6,502,819,709

6,504,674,750

-

540,194,138

다. 투자자산처분이익

14,000,000

라. 유형자산처분이익

77,937,647

79,259,318

25,570,759,651

19,574,292,385

마. 지 분 법 이 익

바. 대손충당금환입액

-

-

6,282,375,406

사. 통화선도평가이익

5,706,267,703

3,962,114,925

아. 확정계약평가이익

8,381,771,299

-

자.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액

2,363,141,526

4,998,276,794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98,393,567,258)

393,133,900,259

가. 매출채권의 증가

(329,351,243,668)

(54,171,168,450)

나. 미수금의 증가

(12,448,336,397)

(11,948,110,395)

다.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5,212,844,548)

4,124,301,547

(204,879,565,000)

(6,593,608,821)

(17,852,514,219)

(4,363,801,147)

바.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5,709,165,605

(68,436,803,023)

사.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3,212,115,930

(1,781,376,310)

아. 장기선급비용의 증가

(3,566,034,640)

(439,083,392)

6,699,925,023

(9,160,787,562)

(6,066,262,059)

7,698,813,170

라. 선급금의 증가

마. 선급공사비의 증가

자.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차. 통화선도의 감소(증가)

카. 확정계약의 변동

1,833,573,230

타. 매입채무의 증가

377,502,598,218

117,160,798,861

파. 미지급금의 증가

31,550,159,148

41,216,692,397

하. 선수금의 증가(감소)

(185,998,577,869)

440,068,379,663

거. 예수금의 증가(감소)

17,649,785,298

(3,745,174,404)

너. 선급(예수)부가세의 변동

(7,703,449,022)

3,975,534,878

더.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868,429,058)

615,411,395

러.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41,635,771,736

(17,165,554,935)

7,423,295,473

5,267,370,943

(2,186,340,876)

11,329,962,394

(10,778,001,261)

(5,833,885,305)

머.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

버.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서. 퇴직금의 지급

-

어.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16,495,200

16,857,600

저. 퇴직보험예치금의 감소

2,206,930,049

1,032,640,834

(17,376,292,193)

(17,077,744,082)

커. 장기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

(1,270,159,100)

(4,201,149,231)

터.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감소

(7,757,100,970)

(35,822,530,708)

퍼. 하자보수충당부채의 감소

(614,922,381)

(44,767,726)

허. 해외사업환산손익의 증가

1,096,691,093

1,412,682,068

처.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332,040,63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92,523,458,614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81,019,368,800

나. 유동성만기보유증권의 감소

다. 장기매도가능증권의 처분

라. 장기대여금의 감소

마. 보증금의 감소

바. 기계장치의 처분

(447,811,021,144)

2,157,318,040

-

1,349,760,000

1,235,860,000

9,379,611

540,194,138

27,269,730

40,147,500

9,748,855,786

203,756,325

45,000,000

-

사. 차량운반구의 처분

152,494,252

72,812,282

아. 공기구비품의 처분

171,330,435

64,547,795

(161,855,499,253)

(449,968,339,18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나. 장기매도가능증권의 취득

다.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마. 보증금의 증가

바. 토지의 취득

사. 건물의 취득

-

311,158,867,541

1,670,263,975

238,610,400

302,635,000

953,985,000

6,308,178,600

270,392,000

23,519,919,341

16,075,720,469

-

2,137,653,760

124,957,350

229,068,400

아. 기계장치의 취득

3,061,442,339

1,762,904,788

자. 차량운반구의 취득

3,024,878,931

1,663,825,239

차. 공기구비품의 취득

12,760,199,560

5,346,914,873

카. 건설중장비의 취득

34,854,454,679

-

타.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파. 소프트웨어의 취득

70,107,496,257

106,444,826,382

6,121,073,221

3,685,570,33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7,693,684,220)

(56,792,126,9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45,720,000

66,440,000

가. 주식선택권의 행사

45,720,000

66,440,000

(207,739,404,220)

(56,858,566,900)

75,837,905,860

56,858,566,9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가. 배당금의 지급

나. 자기주식의 취득

Ⅳ. 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Ⅴ. 기초의현금

Ⅵ. 기말의현금

131,901,498,360

-

(129,355,316,100)

221,205,353,353

358,793,213,790

137,587,860,437

229,437,897,69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58,793,213,7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