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제 표
재무상태표
제14(당)기말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13(전)기말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피피아이
과

(단위 : 원)
목

주석

제14(당)기말

제13(전)기말

자산
유동자산

15,807,299,167

13,149,063,586

1,601,858,421

4,601,414,093

431,627,219

103,037,573

6,486,999,610

4,669,780,659

20,030,812

272,422,434

117,338,800

-

7,149,444,305

3,502,408,827

13,252,476,107

12,421,786,164

11,301,672,311

10,860,727,221

15

250,218,345

250,218,345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5,16

461,709,544

503,356,07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9,13

494,265,000

257,045,000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22,33

744,610,907

550,439,519

29,059,775,274
==============

25,570,849,750
==============

8,817,926,284

6,282,202,894

458,539,637

815,705,014

1,724,276,121

950,855,323

484,586,153

558,105,400

현금및현금성자산

4,5,7

기타유동금융자산

4,7,8,13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4,6,7
8

당기법인세자산
재고자산

10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영업권

11,12,13,14,16

자산 총계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
기타유동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4,7
4,7,17
18

단기차입금

4,7,19

5,378,108,373

3,1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4,7,19

772,416,000

464,125,000

-

393,412,157

3,618,363,175

4,107,022,251

당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7,20

94,600,000

300,740,000

장기차입금

4,7,19

3,273,925,000

3,494,089,000

249,838,175

312,193,251

퇴직급여채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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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주석

제14(당)기말

부채 총계

제13(전)기말

12,436,289,459

10,389,225,145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자본금

1,23

4,089,092,500

4,089,092,500

기타자본항목

23,25

151,511,111

116,510,667

12,382,882,204

10,976,021,438

-

-

16,623,485,815

15,181,624,605

29,059,775,274
===============

25,570,849,750
==============

이익잉여금

24

비지배지분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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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제14(당)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13(전)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피피아이
과

(단위 : 원)
목

주석

매출액
매출원가

26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25,26,28

영업이익

제14(당) 기

제13(전) 기

16,158,239,010

22,809,894,187

11,653,259,243

11,604,403,535

4,504,979,767

11,205,490,652

2,823,414,496

2,547,618,296

1,681,565,271

8,657,872,356

기타수익

29

480,037,032

662,059,673

기타비용

29

419,703,588

412,404,372

금융수익

7,31

68,887,117

29,080,306

금융비용

7,31

402,457,841

454,709,681

1,408,327,991

8,481,898,282

(118,971,304)

517,977,596

1,527,299,295
=============

7,963,920,686
=============

1,527,299,295

7,964,864,110

-

(943,424)

(120,438,529)

(124,321,746)

(120,438,529)

(124,321,746)

1,406,860,766

7,839,598,940

1,406,860,766

7,840,541,761

-

(942,821)

187

97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수익)

33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31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21,24,33

당기총포괄손익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

3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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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14(당)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13(전)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피피아이
과

목

2011.1.1(당기초)

(단위 : 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자본금

기타자본항목

비지배지분

이익잉여금

총 계

4,089,092,500

-

3,135,479,677

4,446,082

7,229,018,259

-

-

7,964,864,110

(943,424)

7,963,920,686

-

-

(124,322,349)

603

(124,321,746)

주식보상비용

-

116,510,667

-

-

116,510,667

비지배지분의 감소

-

-

-

(3,503,261)

(3,503,261)

2011.12.31(전기말)

4,089,092,500
============

116,510,667
============

10,976,021,438
=============

===========

15,181,624,605
==============

2012.1.1(당기초)

4,089,092,500

116,510,667

10,976,021,438

-

15,181,624,605

-

-

1,527,299,295

-

1,527,299,295

-

-

(120,438,529)

-

(120,438,529)

-

35,000,444

-

-

35,000,444

4,089,092,500
==============

151,511,111
==============

12,382,882,204
==============

==========

16,623,485,815
=============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소유주와의 거래
종업원 주식보상 제도: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실
소유주와의 거래
종업원 주식보상 제도:
주식보상비용
2012.12.31(당기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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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14(당)기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13(전)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피피아이
과

(단위 : 원)
목

주석

제14(당) 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제13(전) 기
(2,309,899,321)

9,606,373,504

(1,395,385,929)

10,047,692,860

이자지급

(411,360,143)

(444,593,034)

이자수취

48,827,951

33,920,139

법인세납부

35

(551,981,200)

투자활동 현금흐름

(30,646,461)
(3,103,279,882)

(5,981,464,602)

보증금의 감소

-

20,000,000

보증금의 증가

(85,400,000)

(10,000,000)

단기대여금의 회수

33,180,591

803,359,61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10,000,000

202,706,751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11,000,000

700,000

1,800,000

유형자산의 처분
국고보조금의 수령

842,500,000

958,760,000

국고보조금의 사용

(975,681,255)

(773,014,018)

단기대여금의 대여

(33,180,591)

(743,209,61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5,000,000)

(54,5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555,820,000)

(474,820,000)

유형자산의 취득

(1,819,064,579)

(5,460,056,466)

무형자산의 증가

(605,514,048)

(859,987,608)

비지배지분의 감소

-

재무활동 현금흐름

(3,503,261)
2,458,771,187

279,458,600

단기차입금의 차입

3,678,108,373

1,199,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400,000,000)

(2,668,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464,125,000)

(95,821,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715,190,000

2,238,52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62,938,000)

-

-

(496,563,600)

유동성연구과제보조금의 상환
장기연구과제보조금의 증가

114,600,000

212,340,000

장기연구과제보조금의 상환

(22,064,186)

(110,016,80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
의 순 증가(감소)

(2,954,408,016)

3,904,367,502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5,147,656)

(10,516,838)

(2,999,555,672)

3,893,850,66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601,414,093

707,563,429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01,858,421
=============

4,601,414,09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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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14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처분예정일 2013년 3월26일

처리확정일 2012년 3월28일

당기와 전기의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제 14(당) 기

제 13(전 ) 기

처분예정일: 2013 년 3 월 26 일

처분확정일 : 2012 년 3 월 28 일

과 목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382,089,582

10,975,228,816

10,975,228,816

3,134,687,055

보험수리적손익

(120,438,529)

(124,322,349)

당기순이익

1,527,299,295

7,964,864,110

처분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12,382,089,582

10,975,22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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