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기  결 산 공 고 

연결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법인세자산 

유동금융자산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투자 

이연법인세자산 

비유동금융자산 

기타비유동자산 

 

371,923,344,850 

142,499,889,137 

126,709,775,201 

685,486,261 

89,160,331,742 

12,470,018,839 

397,843,670 

317,722,003,060 

14,147,356,066 

88,993,725,319 

76,056,140,572 

43,007,523,596 

32,417,422,553 

59,047,834,958 

4,051,999,996 

부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유동금융부채 

당기법인세부채 

기타유동부채 

유동충당부채 

Ⅱ.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비유동금융부채 

확정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 

기타비용부채 

비유동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Ⅰ. 지배기업의소유지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Ⅱ.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225,008,678,096 

104,076,038,024 

61,635,569,238 

5,126,100,948 

51,312,190,511 

2,858,779,375 

79,481,362,804 

889,356,950 

73,096,982,372 

4,565,364,483 

33,217,889 

52,092,077 

844,349,033 

304,490,040,900 

 

 

166,045,071,453 

4,653,433,000 

143,176,205,401 

83,968,080,824 

(65,752,647,772) 

219,110,235,557 

385,155,307,010 

자산총계 689,645,347,910 부채와 자본총계 689,645,347,910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6일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나 성 균 
 

감사의견: 본 감사인의 감사와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네오

위즈와 그 종속기업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 

 

*당사의 상호명은 2013 년 3 월 26 일 주주총회 이후 ㈜네오위즈홀딩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6기  결 산 공 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네오위즈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유동금융자산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종속기업투자 

이연법인세자산 

비유동금융자산 

 

53,849,328,315 

35,383,105,346 

 2,343,496,008 

16,014,647,469 

19,070,764 

89,008,728 

239,395,838,124 

 73,946,000 

58,306,375 

516,687,533 

 186,785,709,225 

459,562,515 

51,501,626,476 

부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법인세부채 

유동금부채 

기타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확정급여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자본총계 

 

27,236,910,142 

1,266,026,458 

827,395,119 

24,950,000,000 

193,488,565 

229,468,484 

106,194,833 

123,273,651 

27,466,378,626 

 

 

4,653,433,000 

143,176,205,401 

113,285,255,843 

4,663,893,569 

265,778,787,813 

자산총계 293,245,166,439 부채와 자본총계 293,245,166,439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6일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나 성 균 
 

감사의견: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네오위즈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 경 태 

 

 

*당사의 상호명은 2013년 3월 26일 주주총회 이후 ㈜네오위즈홀딩스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