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 기 제 20 기 제 1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892,889,933 39,175,413,696 34,692,785,805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58,715,293,730 40,787,737,935 43,441,558,581

        당기순이익 36,062,740,398 37,396,165,095 21,454,352,595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7,686,028,594 29,353,435,192 19,293,449,556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6,288,710,691) (7,452,899,115) (4,452,723,22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255,235,429 (18,508,963,237) 7,146,479,657

            매출채권의 증가 (17,301,885,131) (10,799,248,001) (5,911,875,695)

            기타채권의 증가(감소) (4,913,119,053) (1,112,811,754) (1,190,636,368)

            재고자산의 증가 (63,235,192) (27,358,618) (266,799,339)

            선급금의 증가 4,088,574,378 (7,127,956,792) (4,224,036,139)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624,924,713) (400,717,393) (20,022,487)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1,149,092,664) 0 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9,154,238,888 (15,298,232,966) 16,437,126,714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648,986,246) 4,039,498,362 (4,881,523,555)

            관광수탁금의 증가 13,444,133,957 8,839,631,243 6,079,993,090

            선수금의 증가 2,313,850,825 2,235,554,979 3,951,440,071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95,286,300 181,564,237 83,628,394

            충당부채의 감소(증가) (866,927,074) (803,197,468) (1,347,873,011)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160,016,810) 1,603,556,428 (1,497,156,504)

            장기성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51,662,036) 234,498,252 (65,785,514)

            퇴직금의 지급 0 (73,743,746) 0

            장기종업원급여채무의 감소 (61,000,000) 0 0

    이자 지급 (198,588,471) (156,530,069) (52,974,509)

    이자 수취 5,285,833,224 4,961,555,420 3,777,499,901

    배당금 수취 97,706,356 16,677,824 181,396,200

    법인세 납부 (18,007,354,906) (6,434,027,414) (12,654,694,36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300,668,367) (44,081,518,226) (30,181,029,4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02,620,793,682 91,480,982,746 63,974,527,26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7,032,200,000 85,465,000,000 61,822,043,41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0 1,500,000,000 0

        기타채권의 감소 3,417,071,019 1,546,533,511 134,329,29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09,290 2,280,000 0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0 388,567 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처분 405,255,074 0 0

        투자부동산의 처분 0 254,643,750 0

        유형자산의 처분 390,838,367 562,778,004 153,085,372

        무형자산의 처분 38,105,000 0 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337,214,932 2,149,358,914 1,865,069,18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3,921,462,049) (135,562,500,972) (94,155,556,713)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19,406,914,840) (110,289,707,779) (85,511,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0 0 (1,485,148,515)

        기타채권의 증가 (5,574,621,000) (3,389,692,000) (236,029,48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50,000,000) (5,000,000,000) (39,800,000)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4,892,000) (5,000,000,000) (86,905,60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0 0 (4,55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0 (497,970,000) 0

        유형자산의 취득 (7,728,375,363) (4,017,405,631) (1,032,575,073)

        무형자산의 취득 (3,115,757,921) (4,596,047,491) (3,022,701,07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7,840,900,925) (2,771,678,071) (2,735,596,848)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0 0 (1,250,12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043,435,593) 7,552,698,113 6,116,624,28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608,477,000 23,651,297,836 25,749,717,152

        자기주식의 처분 0 15,724,648,836 0

        단기차입금의 차입 1,572,774,000 4,049,692,000 11,245,359,152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처분 5,000,000 0 0

        장기차입금의 차입 0 0 2,504,358,00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0 3,275,000 12,000,000,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7,030,703,000 3,873,682,00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3,651,912,593) (16,098,599,723) (19,633,092,866)

        자기주식의 취득 (6,596,881,550) 0 (7,972,244,400)

        주식발행비 (144,055,200) 0 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213,759,182) 0 0

        단기차입금의 상환 (4,754,931,520) (5,713,095,600) 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87,441,641) (487,363,723) (595,288,466)

        배당금의 지급 (11,554,843,500) (9,898,140,400) (11,065,56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0,451,214,027) 2,646,593,583 10,628,380,64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3,015,665,014 91,205,775,164 80,296,694,02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711,866,798) (836,703,733) 280,700,50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1,852,584,189 93,015,665,014 91,205,775,164

연결 현금흐름표
제 21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2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1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제 20 기 제 1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68,700,643 37,730,979,165 47,736,452,253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5,225,977,093 39,545,490,136 55,247,081,586

        당기순이익 32,726,832,085 29,962,151,009 19,514,660,487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3,160,637,093 22,512,973,323 15,167,449,881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6,050,929,150) (4,794,749,620) (4,041,999,94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14,610,562,935) (8,134,884,576) 24,606,971,163

            매출채권의 증가 (14,412,430,312) (8,337,602,825) (5,582,750,746)

            기타채권의 증가 (6,168,615,224) (447,241,369) (220,762,355)

            선급금의 감소(증가) (253,726,870) 1,160,476,641 2,309,035,867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227,544,672) (346,745,760) (71,783,87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686,700,639) (12,424,622,957) 23,097,256,827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035,421,553 1,105,485,048 (1,935,010,166)

            관광수탁금의 증가 10,393,958,227 9,065,233,515 5,337,531,489

            선수금의 증가 2,403,448,916 2,090,933,137 3,869,491,811

            충당부채의 감소 (866,835,339) (802,462,718) (1,168,602,400)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39,756,200 310,590,000 (736,435,585)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906,294,775) 491,072,712 (290,999,706)

            장기종업원급여채무의 감소 (61,000,000) 0 0

    이자수익 수취 4,354,080,154 3,522,214,150 3,227,750,862

    배당수익 수취 1,220,667,600 300,000,000 738,108,200

    법인세 납부 (14,932,024,204) (5,636,725,121) (11,476,488,39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938,473,316) (45,987,356,911) (27,329,163,68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1,757,416,769 60,189,478,491 61,177,851,57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4,293,000,000 54,833,000,000 58,677,656,67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0 1,500,000,000 0

        기타채권의 감소 3,417,071,019 1,500,000,000 1,042,729,89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09,290 2,280,000 0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0 388,567 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처분 3,005,000,000 0 0

        투자부동산의 처분 0 254,643,750 0

        유형자산의 처분 381,500,000 21,434,943 3,807,268

        무형자산의 처분 38,105,000 0 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622,631,460 2,077,731,231 1,453,657,74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1,695,890,085) (106,176,835,402) (88,507,015,253)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86,543,000,000) (76,873,000,000) (62,423,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0 0 (1,485,148,515)

        기타채권의 증가 (5,504,621,000) (3,340,000,000) (1,120,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50,000,000) (5,000,000,000) (39,800,000)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4,892,000)  (50,000,000)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0,745,664,337) (12,198,525,000) (18,004,55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497,970,000) 0

        유형자산의 취득 (2,954,411,574) (1,926,422,935) (681,795,961)

        무형자산의 취득 (2,554,819,296) (4,207,617,930) (2,733,219,977)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138,481,878) (2,133,299,537) (1,969,500,8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23,980,550) 9,774,604,036 (18,914,356,4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030,703,000 19,598,330,836 0

        자기주식의 처분 0 15,724,648,836 0

        주식선택권의 행사 7,030,703,000 3,873,682,00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7,954,683,550) (9,823,726,800) (18,914,356,400)

        자기주식의 취득 (6,596,881,550) 0 (7,972,244,400)

        배당금의 지급 (11,357,802,000) (9,823,726,800) (10,942,112,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4,993,753,223) 1,518,226,290 1,492,932,17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67,596,859,189 66,178,479,892 64,679,252,38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36,819,182) (99,846,993) 6,295,33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2,466,286,784 67,596,859,189 66,178,479,892

현금흐름표
제 21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20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19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