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결산공고
연결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와 그 종속기업
과 목

(단위 : 원)
금 액

과 목

자산

부채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 기타금융자산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 당기법인세자산
6. 기타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 기타금융자산
3. 유형자산
4. 사용권자산
5. 무형자산
6. 관계기업투자
7. 이연법인세자산
8. 기타비유동자산

217,201,347,934
60,025,673,271
105,010,820,710
391,685
46,066,465,905
14,224,520
6,083,771,843
805,965,397,994
1,269,522,272
3,553,610,951
1,496,097,864
19,852,451,133
779,101,926,930
6,204,832
609,018,395
76,565,617

유동부채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 유동리스부채
3. 단기차입금
4. 당기법인세부채
5. 기타유동부채
비유동부채
1. 비유동리스부채
2. 사채
3. 순확정급여부채
4. 이연법인세부채
5.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54,889,809,312
28,796,422,466
6,830,310,046
14,029,170,254
5,233,906,546
40,389,046,465
14,968,459,521
2,611,740,521
22,253,914,268
554,932,155
95,278,855,777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기타자본
4. 기타포괄손익누계
5. 이익잉여금
비지배주주지분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금 액

1,023,166,745,92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78,442,249,044
9,187,251,000
298,486,575,237
(42,903,798,238)
(10,053,157,558)
423,725,378,603
249,445,641,107
927,887,890,151
1,023,166,745,928

2021년 3월 24일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
대표이사
김 가 람
우리의 의견으로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

감사의견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
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용근

제9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
과 목

(단위 : 원)
금 액

과 목

자산

부채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 기타유동금융자산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 기타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 유형자산
4. 사용권자산
5. 무형자산
6. 종속기업투자에대한투자자산
7. 관계기업투자에대한투자자산
8. 순확정급여자산
9. 이연법인세자산

124,202,280,638
13,245,993,435
83,042,377,545
1,522,032,054
24,667,871,153
1,724,006,451
617,989,396,425
1,269,522,272
61,563,248,230
1,085,444,768
9,487,359,599
177,818,459
543,972,479,723
6,204,832
427,318,542
-

유동부채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 유동리스부채
3. 당기법인세부채
4. 기타유동부채
5. 기타유동금융부채
비유동부채
1. 비유동리스부채
2. 순확정급여부채
3. 이연법인세부채
4.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32,665,427,086
14,230,968,755
5,052,300,598
10,941,663,895
2,440,493,838
9,978,612,062
9,118,251,479
325,949,220
534,411,363
42,644,039,148

자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기타자본
4. 기타포괄손익누계
5.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자 산 총 계

금 액

742,191,677,06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187,251,000
298,352,711,327
(44,188,799,697)
(25,364,423,730)
461,560,899,015
699,547,637,915
742,191,677,063

2021년 3월 24일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
대표이사
김 가 람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

감사의견

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
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