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제 16(당)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제 15(전)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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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귀중                                                          2020년 4월 10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20

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

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

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

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

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

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

기 위하여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

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

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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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학년도 

2019 년 03 월 01 일 부터 

2020 년 02 월 29 일 까지 

 

 

 

 

2018 학년도 

2018 년 03 월 01 일 부터 

2019 년 02 월 28 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강규성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14 길 

(전화) 02-95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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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당기 2020년 2월 29일 현재

전기 2019년 2월 28일 현재

1. 자산 (단위 : 원)

과목 제 16(당)기 제 15(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자산

Ⅰ. 유동자산 132,516,779 186,219,185

1. 당좌자산 132,516,779 186,219,18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1,486,799 186,182,375

2) 선급금 1,013,200 13,200

3) 선급법인세 16,780 23,610

Ⅱ. 비유동자산 4,681,475 1,538,093

1. 유형자산 4,681,475 1,538,093

1) 기계기구 433,207,060 426,888,970

(감가상각누계액) (428,525,585) (426,888,970)

2) 집기비품 119,049,644 120,960,734

(감가상각누계액) (119,049,644) (119,422,641)

3) 기타유형자산 40,085,685 40,085,685

(감가상각누계액) (40,085,685) (40,085,685)

자산총계 137,198,254 187,757,278

2. 부채와 기본금 (단위 : 원)

과목 제 16(당)기 제 15(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부채

Ⅰ. 유동부채 93,785,886 123,628,633

1. 유동부채 93,785,886 123,628,633

1) 미지급금 4,659,266 734,161

2) 예수금 15,695,803 352,590

3) 부가세예수금 - 477,118

4) 선수수익 73,430,817 122,064,764

Ⅱ. 비유동부채 16,780 23,610

1. 비유동부채 16,780 23,61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6,780 23,610

부채총계 93,802,666 123,652,243

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 -

1. 출연기본금 - -

1) 출연기본금 - -

Ⅱ. 운영차익 43,395,588 64,105,035

1. 처분전운영차익 43,395,588 64,105,035

1) 전기이월운영차익 64,105,035 58,383,045

2) 당기운영차익 (20,709,447) 5,721,990

기본금총계 43,395,588 64,105,035

부채와기본금총계 137,198,254 187,75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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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전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 운영수익 (단위 : 원)

과목 제 16(당)기 제 15(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 산학협력수익 23,816,019 3,343,958

1. 연구수익 21,861,475 2,253,050

1) 정부연구수익 4,545,455 -

2) 산업체연구수익 17,316,020 2,253,050

2. 기타산학협력수익 1,954,544 1,090,908

1) 기타산학협력수익 1,954,544 1,090,908

Ⅱ. 지원금수익 134,822,317 220,016,692

1. 연구수익 134,822,317 220,016,692

1) 정부연구수익 134,822,317 220,016,692

Ⅲ. 간접비수익 3,126,800 8,575,000

1. 산학협력수익 865,800 -

1) 산학협력연구수익 865,800 -

2. 지원금수익 2,261,000 8,575,000

1) 지원금연구수익 2,261,000 8,575,000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 -

Ⅴ. 운영외수익 2,785,794 981,088

1. 운영외수익 2,785,794 981,088

1) 이자수익 115,978 174,331

2) 전기오류수정이익 128,000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327,363 786,741

4) 기타운영외수익 1,214,453 20,016

운영수익총계 164,550,930 232,916,738

- 6 -



2. 운영비용 (단위 : 원)

과목 제 16(당)기 제 15(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 산학협력비 23,477,264 2,723,048

1. 산학협력연구비 21,522,720 1,632,140

1) 인건비 7,750,000 -

2) 학생인건비 - 66,684

3) 연구활동비 11,104,282 1,500,000

4) 연구과제추진비 2,668,438 65,456

2. 기타산학협력비 1,954,544 1,090,908

1) 기타산학협력비 1,954,544 1,090,908

Ⅱ. 지원금사업비 130,607,100 217,271,086

1. 연구비 130,607,100 217,271,086

1) 인건비 42,570,000 106,906,460

2) 학생인건비 8,800,000 5,300,000

3) 연구장비재료비 7,317,740 -

4) 연구활동비 41,701,852 79,241,880

5) 연구과제추진비 20,635,508 9,942,746

6) 연구수당 9,582,000 15,880,000

Ⅲ. 간접비사업비 3,933,444 5,865,406

1. 인력지원비 1,872,700 -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872,700 -

2. 연구지원비 1,744,244 4,301,864

1) 기관공통지원경비 1,744,244 4,301,864

3. 성과활용지원비 316,500 376,680

1)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316,500 376,680

4. 기타지원비 - 1,186,862

1) 기타지원비 - 1,186,862

Ⅳ. 일반관리비 22,096,677 539,967

1. 일반관리비 22,096,677 539,967

1) 지급수수료 - 123,530

2) 감가상각비 1,263,618 372,997

3) 일반제경비 833,059 43,440

4) 학교회계전출금 20,000,000 -

Ⅴ. 운영외비용 5,145,892 795,241

1. 운영외비용 5,145,892 795,24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320,533 795,241

2) 기타운영외비용 3,007,179 -

3) 전기오류수정손실 818,180 -

운영비용합계 185,260,377 227,194,748

당기운영차익 (20,709,447) 5,721,990

운영비용총계 164,550,930 232,916,738

- 7 -



현금흐름표
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전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16(당)기 제 15(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 현금유입액 108,813,403 242,101,515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08,813,403 242,101,515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3,816,019 1,077,708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81,509,031 231,548,960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2,980,800 9,289,000

4)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507,553 185,847

Ⅱ. 현금유출액 163,508,979 237,784,619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59,229,979 237,784,619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3,636,359 5,019,993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10,837,959 226,529,830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045,834 6,067,826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20,709,807 166,970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20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4,279,000 -

    1) 유형자산지출 4,279,000 -

Ⅲ. 현금의증감 (54,695,576) 4,316,896

Ⅳ. 기초의현금 186,182,375 181,865,479

Ⅴ. 기말의현금 131,486,799 186,18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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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6(당)기 2020년 2월 29일 현재 

제 15(전)기 2019년 2월 28일 현재 

 

 

 

1.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개요: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한국성서대학교 교육이념인 밀알정신에 입각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및 확산하여 국가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정

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

상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유형자산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비유동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자금 외에 유형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

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 작성시 당해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학협

력단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로 5년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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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그리고 기

타의 소득금액의 전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 준비금은 설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연구수익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

업구분은 연구 및 개발용역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느냐 아니면 대가관계 없이 제공하느냐에 따

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구사업의 수익사업은 산학협력수익으로 분류하며 연구사업의 비수

익사업은 지원금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1 - 

3. 연구수익: 

 

1) 당기 

당기 중 연구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협약(계약)기관 금  액 

산학협력수익 서울특별시           21,861  

지원금수익 

한국연구재단 74,824 

서울특별시발달장애지원센터 14,998 

서울특별시 45,000 

소  계 134,822  

합  계 156,683 

 

당기말 현재 연구의 일부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73,430,817원을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전기 

전기 중 연구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협약(계약)기관 금  액 

산학협력수익 서울특별시           2,253  

지원금수익 

한국연구재단         89,801  

중소기업기술진흥원 100,209  

보건복지부          30,007  

소  계 220,017  

합  계 222,270 

 

 

전기말 현재 연구의 일부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122,064,764원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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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당기 중 유형자산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기타증감 대  체 감가상각비 기  말 

기계기구 - 4,279  128  1,538 (1,264) 4,681 

집기비품 1,538 - - (1,538) - - 

 

 

5. 운영차익: 

 

당기 및 전기 중 운영차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전기이월운영차익 64,105 58,383 

당기운영차익 (20,709) 5,722 

차기이월운영차익 43,396 6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