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355,238,931,980 I. 유동부채 96,733,374,902 

현금및현금성자산 72,857,411,697 유동리스부채 1,440,478,015 

매출채권 26,960,270,557 기타유동금융부채 17,925,243,49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231,006,805 미지급법인세 23,350,933,28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유동부채 53,620,368,648 

기타유동금융채권 3,950,982,323 유동충당부채 396,351,459 

기타유동금융자산 210,588,652,425 II. 비유동부채 12,620,063,926 

미수법인세환급액 95,582,839 비유동리스부채 3,245,881,345 

기타유동자산 2,505,325,547 순확정급여부채 - 

재고자산 49,699,787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544,436,101 

II. 비유동자산 260,025,748,4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42,412,196 

기타비유동금융채권 765,654,510 기타비유동부채 7,514,675,34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1,706,301,301 비유동충당부채 172,658,9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부 채 총 계 109,353,438,82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5,168,108,295 

유형자산 44,282,590,547 자본

사용권자산 4,787,879,481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

무형자산 31,407,153,667 I. 자본금 17,655,442,000 

투자부동산 3,916,849,645 II. 자본잉여금 149,925,080,062 

기타비유동자산 1,600,303,82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6,097,721

순확정급여자산 769,677,760 IV. 기타자본구성요소 (72,640,424,780)

이연법인세자산 15,621,229,366 V. 이익잉여금 408,776,383,746 

비지배지분 1,858,662,803 

자 본 총 계 505,911,241,552 

자 산 총 계 615,264,680,38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15,264,680,380 

감사의견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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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윤훈수

위와 같이 공고함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제22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연결)

2021년 12월 31일 현재

2022년 03월 25일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326,136,572,996 I. 유동부채 94,655,003,074 

현금및현금성자산 50,695,780,378 기타유동금융부채 19,172,870,482 

매출채권 26,664,957,839 미지급법인세 22,831,539,07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231,006,805 기타유동부채 51,164,907,0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유동충당부채 396,351,459 

기타유동금융채권 5,889,409,967 유동리스부채 1,089,334,974 

기타유동금융자산 202,613,447,845 II. 비유동부채 11,514,125,262 

기타유동자산 1,996,609,18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10,040,329 

재고자산 45,360,981 순확정급여부채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371,210,315 

II. 비유동자산 278,734,413,414 기타비유동부채 7,514,675,344 

기타비유동금융채권 4,054,860,659 비유동충당부채 172,658,94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1,706,301,301 비유동리스부채 2,345,540,3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부 채 총 계 106,169,128,33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5,138,108,29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29,446,289,654 

유형자산 34,315,428,558 

사용권자산 3,538,118,869 자본

무형자산 31,441,222,600 I. 자본금 17,655,442,000 

투자부동산 1,349,251,641 II. 자본잉여금 149,249,386,478 

기타비유동자산 1,600,029,825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순확정급여자산 813,154,733 IV. 기타자본구성요소 (72,640,424,780)

이연법인세자산 15,331,647,279 V. 이익잉여금 404,437,454,376 

자 본 총 계 498,701,858,074 

자 산 총 계 604,870,986,41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04,870,986,410 

감사의견 :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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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윤훈수

제22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별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03월 25일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