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4 기 제 23 기 제 2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501,780,733 34,997,600,338 103,654,798,787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3,756,234,264 43,308,206,208 111,825,483,492

        당기순이익 7,527,451,024 34,161,708,926 35,387,288,15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47,400,812,897 33,297,681,475 27,281,787,166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3,862,191,720) (4,439,550,749) (5,506,418,38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7,309,837,937) (19,711,633,444) 54,662,826,56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3,503,303,673) (7,064,783,504) 10,420,093,991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615,370,686) (816,318,178) 797,186,201

            재고자산의 증가 (15,108,795,077) (8,233,323,136) (631,927,115)

            선급금의 감소(증가) 5,241,183,861 (15,232,188,092) (2,341,080,326)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1,761,472,095) (2,565,407,152) (1,914,567,92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9,940,454) 71,870,154 70,062,54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742,703,393 (3,136,731,403) 22,225,047,807

            기타채무의 증가 12,893,929,031 9,347,975,706 6,078,718,863

            관광수탁금의 증가 17,271,796,840 12,983,897,187 16,914,105,333

            선수금의 증가 2,347,052,637 726,078,880 3,347,691,296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570,131,768 152,074,448 2,112,337,848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4,218,699,613) (5,520,242,883) (1,815,138,785)

            충당부채의 감소 (1,020,811,194) (378,781,831) (485,896,170)

            장기성기타채무의 감소 (20,242,675) (10,896,692) (56,442,384)

            장기종업원급여채무의 감소 (118,000,000) (34,856,948) (57,364,619)

    이자 지급 (844,469,341) (269,653,902) (194,299,628)

    이자 수취 3,043,962,249 3,570,583,356 4,432,124,139

    배당금 수취 91,948,100 95,178,800 142,787,758

    법인세 납부 (18,545,894,539) (11,706,714,124) (12,551,296,97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96,865,125 (945,284,683) (39,542,165,5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04,343,514,906 138,272,209,783 108,669,184,60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8,948,372,140 125,077,303,369 96,289,243,894

        기타채권의 감소 20,048,764,307 5,456,889,012 9,085,257,51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738,080,000 0 0

        관계기업의 유상감자 5,000,000,000 0 0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638,296,500 51,000 0

        유형자산의 처분 803,975,784 429,877,485 340,749,628

        무형자산의 처분 0 0 116,266,791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4,995,029,356 2,523,701,871 2,815,718,716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1,170,996,819 198,504,861 21,948,058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0 4,585,882,185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7,646,649,781) (139,217,494,466) (148,211,350,10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4,272,290,408) (77,989,964,043) (105,859,334,430)

        기타채권의 증가 (12,403,485,821) (11,016,189,043) (12,718,438,84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0 (1,000,000,000) 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70,010,682) (250,000,000) (3,450,000,000)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548,800,000) 0 (1,202,291,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0 0 (2,670,372,836)

        유형자산의 취득 (48,028,731,077) (16,413,808,183) (10,316,655,604)

        무형자산의 취득 (4,054,650,498) (8,098,714,406) (3,653,239,537)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7,068,681,295) (24,448,818,791) (8,341,017,85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528,934,255) (2,353,451,913) (31,737,691,91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2,169,615,627 29,919,454,337 21,909,289,946

        단기차입금의 차입 11,128,433,821 16,866,349,043 13,057,420,102

        장기차입금의 차입 3,394,729,714 7,083,020,894 2,517,969,844

        사채의 발행 4,157,511,332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3,488,940,760 5,970,084,400 0

        주식선택권의 행사 0 0 6,333,9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7,698,549,882) (32,272,906,250) (53,646,981,858)

        자기주식의 취득 0 (337,895,000) (32,996,692,363)

        주식발행비의 지급 0 (927,389,170) (43,200,00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0 0 (5,000,000)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713,087,124) (1,028,792,545) (743,160,729)

        단기차입금의 상환 (27,213,151,800) (12,257,903,909) (5,373,448,86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897,902,483) (1,634,956,646) (343,924,636)

        배당금의 지급 (16,874,408,475) (16,085,968,980) (14,141,555,27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증가) 8,669,711,603 31,698,863,742 32,374,941,37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46,485,489,549 113,930,508,875 81,852,584,189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892,278,402 856,116,932 (297,016,68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56,047,479,554 146,485,489,549 113,930,508,875

연결 현금흐름표
제 24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23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2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