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연결현금흐름표
제 83 기 1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제 82 기 1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두산과 그 종속기업
과목

(단위 : 원)
주석

제83기 1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1) 분기순이익
(2) 조정

제82기 1분기

(787,211,923,780)
33

(657,898,323,347)

(650,918,043,019)

(505,594,658,032)

54,921,318,800

42,095,084,457

472,711,890,766

483,460,680,831

(1,178,551,252,585)

(1,031,150,423,320)

2. 이자의 수취

10,923,157,964

11,411,913,417

3. 이자의 지급

(121,507,457,760)

(120,579,116,377)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 배당금의 수취

1,652,207,417

1,790,000

5. 법인세의 납부

(27,361,788,382)

(43,138,252,35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17,595,082,559)

(173,819,708,331)

104,106,371,617

106,533,912,898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2,655,513,395

-

(2)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18,182,200,000

-

(3) 단기대여금의 감소

492,585,265

87,318,309,925

(4)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49,702,211

2,500,000

(5)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272,398,775

11,385,419,521

49,909,068,439

1,012,772,896

-

1,406,300,000

(8) 유형자산의 처분

1,827,061,112

4,227,012,405

(9) 무형자산의 처분

411,399,476

1,181,598,151

(10) 기타투자활동

106,442,944

-

(321,701,454,176)

(280,353,621,229)

(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6,924,549,167

(2) 단기투자증권의 취득

89,337,375,247

-

7,777,116,432

-

(4)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283,740,440

18,568,370,901

(5)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5,644,549,486

383,245,155

18,330,537,661

29,694,315,510

-

16,180,961,227

(8) 유형자산의 취득

110,321,474,897

49,634,465,214

(9) 무형자산의 취득

76,095,802,539

73,922,870,705

(6) 장기대여금의 감소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 단기대여금의 증가

(6) 장기대여금의 증가
(7)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10) 투자부동산의 취득

998,277,100

17,430,000

(11) 기타투자활동

912,580,374

5,027,413,35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53,706,182,889

597,084,693,519

2,226,163,372,744

1,521,697,827,537

(1)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893,134,575,543

290,620,866,780

(2) 유동화채무의 증가

524,300,000,000

397,300,000,000

(3) 사채의 발행

248,121,612,000

190,563,298,272

(4) 장기차입금의 차입

560,597,521,815

643,213,662,485

(5) 신주인수권의 행사

9,663,386

-

(1,372,457,189,855)

(924,613,134,018)

(1) 유동화채무의 감소

555,600,000,000

457,125,000,000

(2) 사채의 상환

213,453,042,269

305,892,700,000

(3) 장기차입금의 상환

587,255,947,497

159,452,163,85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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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부채의 상환
(5) 주식선택권의 감소
(6) 종속기업의 주식발행비용
Ⅳ.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V.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16,121,550,554

2,142,392,264

-

877,900

26,649,535

53,160,778,706

17,951,914,562

-

(68,043,279,944)

(97,940,044,744)

(284,724,703,541)

Ⅶ. 기초의 현금

2,456,189,369,971

2,344,600,297,096

VⅢ. 기말의 현금

2,358,249,325,227

2,059,875,593,555

Ⅵ. 현금의 감소(Ⅰ+Ⅱ+Ⅲ+Ⅳ+V)

"별첨 주석은 본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