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금 흐 름 표

제51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50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단위 : 원)

과                        목 제51(당) 기 제 50(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12,398,128,136 1,178,877,294,494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753,808,901,946 2,049,556,836,242 

 가. 당기순손익 (3,514,130,153,586) (1,478,226,773,553)

 나. 당기순손익 조정을 위한 가감 3,620,918,520,774 3,174,071,075,082 

     대손상각비 6,780,917,913 12,631,898,089 

     재고자산처분손익 (7,323,754,889) (23,857,732,671)

     재고자산평가손익 144,505,780 2,181,136,918 

     관계,종속기업투자처분손익 (98,506,304,278) (102,798,399,379)

     감가상각비 2,509,544,274,488 2,425,372,853,630 

     무형자산상각비 33,042,983,298 34,271,182,349 

     유무형자산처분손익 (27,822,140,762) (30,539,350,531)

     유형자산폐기손실 299,118,256,009 234,247,063,386 

     유형자산손상차손 46,832,808,260 59,408,140,731 

     파생상품거래손익 11,981,440,497 45,185,949,616 

     파생상품평가손익 (28,587,737,661) 44,491,276,988 

     외화환산손익 68,873,162,674 (31,653,779,708)

     퇴직급여 185,851,413,437 163,055,877,245 

     충당부채전입액 68,200,927,304 38,633,856,425 

     충당부채환입액 (39,288,841,072) (374,121,617)

     대손충당금환입 - (973,696,704)

     이자비용 1,409,215,850,261 1,311,006,987,184 

     이자수익 (74,656,960,988) (81,517,315,454)

     배당금수익 (804,439,660,708) (505,673,605,077)

     기타영업손익 6,791,793,744 19,332,828,459 

     법인세비용(효익) 55,165,587,467 (438,359,974,797)

 다.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 감소(증가) 1,647,020,534,758 353,712,534,713 

     매출채권의 증가 (975,915,622,747) (590,866,876,654)

     미수금의 감소 1,132,385,173 7,796,970,158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25,137,035,600 (517,587,124)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272,047,849,931 123,701,281,786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522,089,827) 1,993,467,142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179,590,274) 32,420,562,268 

     선급금의 증가 (7,602,539,278) (977,074,960)

     선급비용의 감소 2,503,391,229 4,280,860,206 

     기타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 2,100,078,930 877,539,312 

     기타비금융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32,988,081,750) 130,987,750 

     매입채무의 증가 811,106,646,931 285,506,140,31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306,469,181 (116,594,943,798)

     미지급비용의 증가 3,033,955,223 6,856,13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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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9,889,283,420) 6,153,999,512 

     기타채무의 증가 17,289,648,418 22,296,686,826 

     선수금의 증가 1,130,005,086,136 293,555,278,858 

     선수수익의 감소 (767,995,901) (807,111,246)

     이연수익의 증가 474,529,319,606 428,819,281,465 

     예수금의 증가 22,011,637,443 14,012,371,478 

     기타의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 19,901,960,416 18,992,020,498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 70,000,000 - 

     퇴직금의지급 (73,308,707,576) (140,128,171,253)

     관계기업퇴직금전출액 (7,284,523,885) - 

     사외적립자산의납입 - (32,212,272)

     충당부채의사용 (22,696,494,801) (43,757,073,409)

  2. 배당금수취 804,439,660,708 　 505,673,605,077 

  3. 이자지급 (1,569,419,123,531) 　 (1,459,871,184,261)

  4. 이자수취 56,802,127,949 　 72,357,670,300 

  5. 법인세 환급(납부) 66,766,561,064 　 11,160,367,136 

Ⅱ.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인한 현금흐름 (4,660,261,005,745) 　 (5,364,508,293,578)

     대여금의순증감 (6,857,142,970) 　 (7,336,488,673)

     보증금의순증감 971,214,587 　 1,329,391,731 

     매도가능금융자산의순증감 (15,781,287,668) 　 (10,542,140,923)

     종속기업,관계기업및조인트벤처투자의순증감 (8,413,218,846) 　 (772,262,469,408)

     유형자산의취득 (4,696,583,042,694) 　 (4,513,840,897,622)

     무형자산의취득 (8,229,149,043) 　 (18,852,364,348)

     유형자산의처분 15,613,425,545 　 26,094,151,325 

     무형자산의처분 465,581,750 　 119,752,350 

     정부보조금등의수령 21,957,605,541 　 22,805,351,399 

     기타투자자산의순증감 36,595,008,053 　 (92,022,579,409)

III.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인한 현금흐름 　 3,451,163,404,135 　 4,285,660,572,142 

     사채의순증감 2,149,895,989,623 　 5,371,866,536,522 　

     차입금의순증감 1,404,311,158,000 　 (998,782,190,000) 　

     파생상품의순정산 21,517,913,341 　 31,134,803,517 　

     금융리스부채의순증감 (124,050,974,669) 　 (118,039,961,757) 　

     배당금의지급 (510,682,160) 　 (518,616,140) 　

IV.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순증가(감소) (96,699,473,474) 100,029,573,058 

V.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환율변동효과 (444,214,616) 　 (88,466,498)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97,143,688,090) 　 99,941,106,560 

VI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88,197,131,128 　 188,256,024,568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91,053,443,038 　 288,197,1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