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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연결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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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10년 7월 7일 자로 엔에이치엔게임스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동 합병은 역합병에 해당되어 합병전 실체가

엔에이치엔게임스로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9Webzen

(주)플럭스

Webzen Taiwan

Webzen America

Webzen China

㈜이미르엔터테인먼트



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실적요약(연결)

구 분 1Q2011 1Q2010 YoY

영업수익 13,247 6,848 93.4%

매출액 12,926 6,846 88.8%

기타영업수익 321 1 22,799.4%

영업이익(손실) 947 3,386 -72.0%

(단위 : 백만원)

영업이익(손실) 947 3,386 -72.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 3,112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620) 2,681 적자전환

총포괄손익 (290) 2,604 적자전환

포괄손익 지배기업 지분 (237) 2,604 적자전환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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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실적요약(별도)

구 분 1Q2011 1Q2010 YoY

영업수익 10,099 6,848 47.5%

매출액 9,639 6,846 40.8%

기타영업수익 460 1 32,753.1%

(단위 : 백만원)

기타영업수익 460 1 32,753.1%

영업이익(손실) (72) 3,386 적자전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79) 2,542 적자전환

당기순이익 (1,256) 2,111 적자전환

총포괄손익 (1,212) 2,098 적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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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

YoY실적 추이(연결)

실적분석

YoY 실적 추이(별도)

▹ 영업수익 :  132억 - 연결기준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 별도기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영업이익 : 9억 - 연결기준 전년동기대비 72% 감소 , 별도기준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영업권 상각 비용 반영)

▹ 당기순이익 : -6억 - 연결기준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 , 별도기준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3,247

1Q2011 1Q2010

(단위 : 백만원)13,247

947

2,681

6,848

3,386

(620)

(단위 : 백만원)

1Q2011 1Q2010

10,099

(72)

(1,256)

2,681

6,848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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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

게임별 매출 구성

제품별 매출구성(별도)

구 분 1Q2011 4Q2010 1Q2010

총 매출액 9,639 12,417 13,692

(단위 : 백만원)

▹ 뮤 매출 :  36억 - 전기대비 16% 감소 , 전년동기대비 35% 감소

▹ 썬 매출 :  15억 - 전기대비 20% 감소 , 전년동기대비 28% 감소

▹ R2 매출 :  27억 - 전기대비 32% 감소 , 전년동기대비 26% 감소

▹ 아크로드 매출 :  12억 - 전기대비 13% 감소 , 전년동기대비 19% 감소

13,692
R2

아크로드 C9썬

뮤

뮤 3,599 4,265 5,534

썬 1,481 1,860 2,048

BATTERY 66 48

R2 2,678 3,954 3,607

아크로드 1,237 1,417 1,519

C9 579 874 98337%

15%

28%

6%
13%

1Q2011 4Q2010

9,639

1Q2010

34%

15%

32%

7%

11%

12,417

40%

15%

26%

7%

11%

13,692

* 전년동기 매출액은 합병전 웹젠과 엔에이치엔게임스의 제품별

매출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회계상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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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

지역별 매출 구성

지역별 매출구성(별도)

(단위 : 백만원)

▹ 국내 매출 :  58억 - 전기대비 24% 감소 , 전년동기대비 36 % 감소

▹ 해외 매출 :  38억 - 전기대비 19% 감소 , 전년동기대비 16 % 감소

(해외매출비중 전기대비 1%P 증가, 전년동기대비 6% 증가)

구 분 1Q2011 4Q2010 1Q2010

총 매출액 9,639 12,417 13,692국내매출 해외매출

13,692

38%

62%

36%

11,245

2%

57%

38%

7,493
4%

국내 5,847 7,729 9,154

해외 3,792 4,688 4,538

1Q2011 4Q2010 1Q2010

61%

39%

9,639

62%

38%

12,417

67%

13,692

33%
* 전년동기는 합병전 웹젠과 엔에이치엔게임스의 제품별 매출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회계상 수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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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03.31 2010.12.31

유동자산 35,824 79,119

비유동자산 104,553 45,559

자산총계 140,377 124,678

유동부채 15,993 10,748

비유동부채 37,476 27,549

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요약재무정보(연결)

부채총계 53,468 38,298

자본금 16,552 16,552

자본잉여금 131,650 131,5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13 180

기타자본구성요소 (56,183) (56,907)

이익잉여금 (5,636) (5,065)

비지배지분 12 65

자본총계 86,908 8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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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요약재무정보(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1분기 2010년 1분기

영업수익 13,247 6,848

매출 12,926 6,846

기타영업수익 321 1

영업비용 12,300 3,462

영업이익(손실) 947 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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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손실) 947 3,386

금융손익 (956) (84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 3,112

법인세비용 611 431

당기순이익(손실) (620) 2,681

기타포괄손익 330 (77)

총포괄손익 (290) 2,604

지배기업지분 (237) 2,604

비지배기업지분 (53)



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요약재무정보(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03.31 2010.12.31

유동자산 10,591 76,666

비유동자산 120,455 45,359

자산총계 131,047 122,026

유동부채 25,683 8,123

비유동부채 19,368 2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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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 19,368 27,515

부채총계 45,052 35,637

자본금 16,552 16,552

자본잉여금 131,650 131,55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 3

기타자본구성요소 (56,183) (56,907)

이익잉여금 (6,073) (4,816)

자본총계 85,995 86,388



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요약재무정보(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1분기 2010년 1분기

영업수익 10,099 6,848

매출 9,639 6,846

기타영업수익 460 1

영업비용 10,171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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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손실) (72) 3,386

금융손익 (1,008) (84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79) 2,542

법인세비용 176 431

당기순이익(손실) (1,256) 2,111

기타포괄손익 44 (13)

총포괄손익 (1,212) 2,098



고객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인 게임 컨텐츠 기업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