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83,700,361,152 I. 유동부채 67,896,074,198 

현금및현금성자산 64,922,612,495 단기차입금 600,000,000 

매출채권 29,737,732,532 기타유동금융부채 24,280,596,42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438,126,530 미지급법인세 12,329,816,4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007,559,654 기타유동부채 30,685,661,338 

기타유동금융자산 136,608,229,083 II. 비유동부채 14,954,539,095 

기타유동금융채권 1,806,782,163 장기차입금 -

기타유동자산 4,020,852,239 순확정급여부채 627,358,776 

재고자산 118,043,481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873,979,828 

미수법인세환급액 40,422,97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2,067,759 

II. 비유동자산 113,088,837,349 기타비유동부채 13,441,132,73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625,725,490 부 채 총 계 82,850,613,2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3,031,567,866 

관계기업투자주식 1,851,443,039 자본

유형자산 39,335,219,653 I. 자본금 17,655,442,000 

무형자산 32,423,095,781 II. 자본잉여금 149,968,201,463 

투자부동산 182,224,411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2,152,515)

기타비유동금융채권 1,411,267,264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8,717,655,157)

기타비유동자산 6,962,361 V. 이익잉여금 195,129,831,811 

이연법인세자산 8,221,331,484 비지배지분 434,917,606 

자 본 총 계 313,938,585,208 

자 산 총 계 396,789,198,50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96,789,198,501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19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연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웹젠
대표이사 김 태 영

감사의견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과 그 종속기업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
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03월 22일



주식회사 웹젠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269,559,693,965 I. 유동부채 65,764,176,378 

현금및현금성자산 51,924,146,518 기타유동금융부채 24,141,090,286 

매출채권 29,689,971,002 미지급법인세 12,329,639,13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438,126,530 기타유동부채 29,293,446,9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007,559,654 II. 비유동부채 14,827,589,227 

기타유동금융자산 135,515,095,384 순확정급여부채 515,623,237 

기타유동금융채권 2,134,982,66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789,911,525 

기타유동자산 3,760,864,29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0,921,733 

재고자산 88,947,915 기타비유동부채 13,441,132,732 

II. 비유동자산 128,775,722,870 부 채 총 계 80,591,765,605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6,625,725,4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23,031,567,866 자본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17,062,032,268 I. 자본금 17,655,442,000 

유형자산 37,999,245,526 II. 자본잉여금 149,249,386,478 

무형자산 32,575,996,341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55,322)

투자부동산 1,164,853,708 IV. 기타자본구성요소 (48,717,655,157)

기타비유동금융채권 2,017,191,351 V. 이익잉여금 199,606,533,231 

기타비유동자산 6,109,243 자 본 총 계 317,743,651,230 

이연법인세자산 8,293,001,077 

자 산 총 계 398,335,416,83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98,335,416,835 

삼일회계계법인 대표이사 김 영 식

제19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별도)

2018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의견 :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웹젠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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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3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