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38,374,007,413 I. 유동부채 42,305,303,330 

현금및현금성자산 48,399,586,801 유동리스부채 1,428,486,442 

매출채권 34,019,211,760 기타유동금융부채 9,776,873,07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7,976,879,281 미지급법인세 7,155,049,8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1,670,523,926 기타유동부채 23,944,893,944 

기타유동금융채권 2,915,004,697 II. 비유동부채 16,042,496,497 

기타유동금융자산 62,083,132,749 비유동리스부채 3,172,839,242 

미수법인세환급액 158,645,482 순확정급여부채 630,788,596 

기타유동자산 1,103,505,58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218,188,200 

재고자산 47,517,13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32,059,309 

II. 비유동자산 175,588,487,324 기타비유동부채 10,088,621,150 

기타비유동금융채권 726,619,132 부 채 총 계 58,347,799,82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3,170,219,7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4,594,051,459 자본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041,100,000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유형자산 36,851,268,234 I. 자본금 17,655,442,000 

사용권자산 4,493,203,688 II. 자본잉여금 149,834,499,395 

무형자산 30,542,847,29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1,560,815)

투자부동산 13,810,609,640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8,717,655,157)

기타비유동자산 1,797,397,382 V. 이익잉여금 237,018,652,612 

이연법인세자산 6,561,170,699 비지배지분 255,316,875 

자 본 총 계 355,614,694,910 

자 산 총 계 413,962,494,73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13,962,494,737 

감사의견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20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연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03월 20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29,795,447,050 I. 유동부채 40,498,102,471 

현금및현금성자산 34,547,337,371 기타유동금융부채 9,949,017,131 

매출채권 34,283,113,466 미지급법인세 7,153,135,62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7,976,879,281 기타유동부채 23,095,637,6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1,670,523,926 유동리스부채 300,312,068 

기타유동금융채권 8,487,994,575 II. 비유동부채 12,498,540,030 

기타유동금융자산 62,083,132,74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23,297,864 

기타유동자산 700,866,954 순확정급여부채 561,829,615 

재고자산 45,598,728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085,704,515 

II. 비유동자산 183,704,626,861 기타비유동부채 10,088,621,150 

기타비유동금융채권 74,521,480 비유동리스부채 139,086,88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3,170,219,792 부 채 총 계 52,996,642,5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4,594,051,45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041,100,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25,328,131,435 

유형자산 35,291,403,528 자본

사용권자산 432,048,630 I. 자본금 17,655,442,000 

무형자산 31,197,065,534 II. 자본잉여금 149,249,386,478 

투자부동산 2,228,742,530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372,792

기타비유동자산 1,786,171,774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8,717,655,157)

이연법인세자산 6,561,170,699 V. 이익잉여금 242,293,885,297 

자 본 총 계 360,503,431,410 

자 산 총 계 413,500,073,91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13,500,073,911 

감사의견 :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20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별도)

2019년 12월 31일 현재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03월 20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