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24,550,876,566         I. 유동부채 40,445,790,484           

  현금및현금성자산 52,366,060,807           기타유동금융부채 11,048,409,892           

  매출채권 23,150,357,846           미지급법인세 5,659,909,948            

  매도가능금융자산 50,155,301,536           기타유동부채 23,311,469,427           

  기타유동금융채권 1,601,631,370            단기차입금 426,001,217              

  기타유동금융자산 94,879,412,560           II. 비유동부채 13,578,624,166           

  기타유동자산 2,220,902,627            장기차입금 100,000,000              

  재고자산 159,199,131              순확정급여부채 774,317,043              

  미수법인세환급액 18,010,689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790,078,688              

II. 비유동자산 98,928,173,98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3,143,239                

매도가능금융자산 9,768,362,472            기타비유동부채 11,901,085,19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93,000,000                

유형자산 41,126,180,647           부      채      총      계 54,024,414,650           

무형자산 40,468,906,017           

투자부동산

기타비유동금융채권 419,807,539              자본

기타비유동자산 14,422,604                I. 자본금 17,655,442,000           

이연법인세자산 7,037,494,702 II. 자본잉여금 150,262,788,625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148,238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3,776,905,857)

V. 이익잉여금 145,036,053,613         

비지배지분 261,109,278              

자      본      총      계 269,454,635,897         

자      산      총      계 323,479,050,54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23,479,050,547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18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연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감사의견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

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03월 23일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12,552,366,539         I. 유동부채 38,683,261,923           

  현금및현금성자산 42,264,397,830           기타유동금융부채 11,224,517,572           

  매출채권 23,502,473,985           미지급법인세 5,608,326,750            

  매도가능금융자산 50,155,301,536           기타유동부채 21,850,417,601           

  기타유동금융채권 1,646,617,172            II. 비유동부채 13,296,633,026           

  기타유동금융자산 92,575,847,078           순확정급여부채 581,519,018              

  기타유동자산 2,277,579,859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704,238,212              

  재고자산 130,149,07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9,790,600              

II. 비유동자산 117,385,948,152         기타비유동부채 11,901,085,196           

매도가능금융자산 9,768,362,472            

종속기업투자주식 24,802,003,224           부      채      총      계 51,979,894,949           

유형자산 38,159,152,440           

무형자산 33,847,087,791           

투자부동산 2,565,899,06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93,000,000                

기타비유동금융채권 425,550,552              

기타비유동자산 12,416,667                자본

이연법인세자산 7,712,475,943            I. 자본금 17,655,442,000           

II. 자본잉여금 149,249,386,47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31,301,649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3,776,905,857)

V. 이익잉여금                  154,399,195,472         

자      본      총      계 277,958,419,742         

자      산      총      계 329,938,314,69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29,938,314,691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18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별도)

2017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의견 :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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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03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