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333,403,888,516 I. 유동부채 92,401,342,966 

현금및현금성자산 87,535,942,228 유동리스부채 1,383,261,060 

매출채권 35,557,693,607 기타유동금융부채 18,589,183,63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5,386,297,430 미지급법인세 21,192,831,2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유동부채 51,236,066,982 

기타유동금융채권 2,319,708,280 II. 비유동부채 15,610,647,728 

기타유동금융자산 120,608,153,498 비유동리스부채 1,972,747,047 

미수법인세환급액 1,596,524 순확정급여부채 - 

기타유동자산 1,941,575,038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341,269,690 

재고자산 52,921,91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72,514,342 

II. 비유동자산 209,296,355,304 기타비유동부채 12,024,116,649 

기타비유동금융채권 769,923,871 부 채 총 계 108,011,990,69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6,054,915,5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자본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7,856,626,670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유형자산 35,635,117,665 I. 자본금 17,655,442,000 

사용권자산 3,392,446,503 II. 자본잉여금 149,936,662,535 

무형자산 31,614,301,675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189,837

투자부동산 12,518,518,009 IV. 기타자본구성요소 (56,017,529,217)

기타비유동자산 1,913,007,633 V. 이익잉여금 322,736,955,124 

순확정급여자산 275,776,146 비지배지분 349,532,847 

이연법인세자산 9,265,721,622 자 본 총 계 434,688,253,126 

자 산 총 계 542,700,243,82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42,700,243,820 

감사의견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윤훈수

제21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연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03월 19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311,361,041,153 I. 유동부채 90,831,558,277 

현금및현금성자산 60,829,067,174 기타유동금융부채 22,869,773,185 

매출채권 35,062,094,460 미지급법인세 19,930,898,50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5,386,297,430 기타유동부채 47,154,632,0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유동리스부채 876,254,516 

기타유동금융채권 7,708,936,338 II. 비유동부채 15,123,197,707 

기타유동금융자산 120,608,153,49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1,672,949 

기타유동자산 1,716,369,780 순확정급여부채

재고자산 50,122,47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171,720,889 

II. 비유동자산 223,638,075,763 기타비유동부채 12,024,116,649 

기타비유동금융채권 650,386,961 비유동리스부채 1,865,687,22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6,054,915,510 부 채 총 계 105,954,755,9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7,856,626,67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28,188,762,853 

유형자산 34,422,838,641 자본

사용권자산 2,922,246,236 I. 자본금 17,655,442,000 

무형자산 31,729,136,284 II. 자본잉여금 149,249,386,478 

투자부동산 897,464,297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기타비유동자산 1,910,744,429 IV. 기타자본구성요소 (56,017,529,217)

순확정급여자산 246,148,524 V. 이익잉여금 318,157,061,671 

이연법인세자산 8,758,805,358 자 본 총 계 429,044,360,932 

자 산 총 계 534,999,116,91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34,999,116,916 

감사의견 :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20년 12월 31일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윤훈수

제21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별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03월 19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