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07,563,177,613         I. 유동부채 52,891,275,611           

  현금및현금성자산 28,328,853,322           기타유동금융부채 23,758,458,750           

  매출채권 27,544,478,125           미지급법인세 5,207,580,660            

  매도가능금융자산 16,600,222,563           기타유동부채 23,925,236,201           

  기타유동금융채권 2,479,777,514            II. 비유동부채 9,123,635,391            

  기타유동금융자산 128,419,145,881         순확정급여부채 2,016,779,198            

  기타유동자산 4,125,060,585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470,081,541              

  재고자산 65,639,62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0,192,706                

II. 비유동자산 94,131,955,060           기타비유동부채 6,616,581,946            

매도가능금융자산 8,717,379,69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0,000,000                부      채      총      계 62,014,911,002           

유형자산 32,865,299,987           

무형자산 42,138,997,730           

투자부동산 3,321,177,211            

기타비유동금융채권 302,998,052              자본

기타비유동자산 31,624,197                I. 자본금 17,655,442,000           

이연법인세자산 6,674,478,191 II. 자본잉여금 150,211,544,77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27,112,024)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3,725,662,010)

V. 이익잉여금(결손금) 115,481,022,221         

비지배지분 684,986,706              

자      본      총      계 239,680,221,671         

자      산      총      계 301,695,132,67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01,695,132,673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1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연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감사의견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

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03월 24일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189,549,125,785         I. 유동부채 53,833,327,919           

  현금및현금성자산 22,963,582,259           기타유동금융부채 27,359,531,727           

  매출채권 27,167,747,649           미지급법인세 5,382,621,038            

  매도가능금융자산 16,600,222,563           기타유동부채 21,091,175,154           

  기타유동금융채권 2,344,459,395            II. 비유동부채 7,584,942,822            

  기타유동금융자산 116,698,104,898         순확정급여부채 1,097,768,324            

  기타유동자산 3,741,789,926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68,333,699              

  재고자산 33,219,09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70,578,845              

II. 비유동자산 118,574,874,023         기타비유동부채 5,848,261,954            

매도가능금융자산 8,717,379,692            

종속기업투자주식 32,941,857,998           부      채      총      계 61,418,270,741           

유형자산 21,466,862,914           

무형자산 34,143,267,819           

투자부동산 13,912,838,530           

기타비유동금융채권 91,414,080                

기타비유동자산 17,091,667                자본 17,655,442,000           

이연법인세자산 7,284,161,323            I. 자본금 150,095,465,681         

II. 자본잉여금 29,787,153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725,662,010)

IV. 기타자본구성요소 122,650,696,243

자      본      총      계 246,705,729,067         

자      산      총      계 308,123,999,80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08,123,999,808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1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별도)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의견 :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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