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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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귀중                                                         2022년 4월 30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22

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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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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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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

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25, 607 호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 개 성 

2022 년 4 월 30 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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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18(당)기  

2021 년 03 월 01 일 부터 

2022 년 02 월 28 일 까지 

 

 

 

 

제 17(전)기  

2020 년 03 월 01 일 부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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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당기 2022년 2월 28일 현재

전기 2021년 2월 28일 현재

1. 자산 (단위 : 원)

과목 제 18(당)기 제 17(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자산

Ⅰ. 유동자산 56,609,173 134,085,097

1. 당좌자산 56,609,173 134,085,097

1) 현금및현금성자산 56,583,430 96,582,439

2) 미수금 - 37,200,000

3) 선급법인세 11,290 17,440

4) 부가세대급금 14,453 285,218

Ⅱ. 비유동자산 27,127,126 18,419,720

1. 유형자산 27,127,126 18,419,720

1) 기계기구 38,223,250 23,910,550

(감가상각누계액) (11,096,124) (5,490,830)

자산총계 83,736,299 152,504,817

2. 부채와 기본금 (단위 : 원)

과목 제 18(당)기 제 17(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부채

Ⅰ. 유동부채 35,748,887 86,232,081

1. 유동부채 35,748,887 86,232,081

1) 미지급금 224,413 4,154,661

2) 선수금 69,906 -

3) 예수금 1,324,450 2,922,373

4) 부가세예수금 36,364 -

5) 선수수익 34,093,754 79,155,047

Ⅱ. 비유동부채 - 17,440

1. 비유동부채 - 17,440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17,440

부채총계 35,748,887 86,249,521

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 -

1. 출연기본금 - -

1) 출연기본금 - -

Ⅱ. 운영차익 47,987,412 66,255,296

1. 처분전운영차익 47,987,412 66,255,296

1) 전기이월운영차익 66,255,296 43,395,588

2) 당기운영차익 (18,267,884) 22,859,708

기본금총계 47,987,412 66,255,296

부채와기본금총계 83,736,299 152,5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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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당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 운영수익 (단위 : 원)

과목 제 18(당)기 제 17(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 산학협력수익 14,663,633 117,427,272

1. 연구수익 13,799,998 116,109,091

1) 정부연구수익 13,799,998 116,109,091

2. 기타산학협력수익 863,635 1,318,181

1) 기타산학협력수익 863,635 1,318,181

Ⅱ. 지원금수익 140,080,172 100,080,507

1. 연구수익 140,080,172 100,080,507

1) 정부연구수익 140,080,172 100,080,507

Ⅲ. 간접비수익 1,753,000 2,529,000

1. 산학협력수익 - -

1) 산학협력연구수익 - -

2. 지원금수익 1,753,000 2,529,000

1) 지원금연구수익 1,753,000 2,529,000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2,500,000 1,000,000

1. 기부금수익 2,500,000 1,000,000

1)일반기부금 2,500,000 1,000,000

Ⅴ. 운영외수익 418,405 32,113,998

1. 운영외수익 418,405 32,113,998

1) 이자수익 180,331 160,935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7,440 31,771,397

3) 기타운영외수익 220,634 181,666

운영수익총계 159,415,210 253,1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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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비용 (단위 : 원)

과목 제 18(당)기 제 17(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 산학협력비 38,023,429 85,816,150

1. 산학협력연구비 37,205,248 84,497,968

1) 인건비 13,874,121 -

3) 연구활동비 23,331,127 84,497,968

2. 기타산학협력비 818,181 1,318,182

1) 기타산학협력비 818,181 1,318,182

Ⅱ. 지원금사업비 127,429,292 83,189,766

1. 연구비 127,429,292 83,189,766

1) 인건비 51,690,000 24,525,060

2) 학생인건비 12,929,880 13,327,720

3) 연구활동비 51,370,828 32,856,986

4) 연구수당 11,438,584 12,480,000

Ⅲ. 간접비사업비 6,624,670 5,508,210

1. 인력지원비 542,000 -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542,000 -

2. 연구지원비 2,429,070 2,486,710

1) 기관공통지원경비 2,429,070 2,486,710

3. 성과활용지원비 53,600 21,500

1)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53,600 21,500

4. 기타지원비 3,600,000 3,000,000

1) 기타지원비 3,600,000 3,000,000

Ⅳ. 일반관리비 5,605,703 23,854,217

1. 일반관리비 5,605,703 23,854,217

1) 지급수수료 409 2

2) 감가상각비 5,605,294 3,854,215

3) 학교회계전출금 - 20,000,000

Ⅴ. 운영외비용 - 31,922,726

1. 운영외비용 - 31,922,726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31,772,057

2) 기타운영외비용 - 150,669

운영비용합계 177,683,094 230,291,069

당기운영차익 (18,267,884) 22,859,708

운영비용총계 159,415,210 253,1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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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당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18(당)기 제 17(전)기

관 항 목 목 항 관 목 항 관

Ⅰ. 현금유입액 151,883,298 190,732,658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51,883,298 190,732,658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52,204,304 80,227,272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95,018,879 106,372,737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753,000 1,961,000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2,500,000 1,000,000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407,115 1,171,649

Ⅱ. 현금유출액 191,882,307 225,637,018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77,569,607 208,044,558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43,515,236 82,367,469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27,429,292 99,787,346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6,624,670 5,615,820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409 20,123,254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 150,669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4,312,700 17,592,460

    1) 유형자산지출 14,312,700 17,592,460

Ⅲ. 현금의증감 (39,999,009) (34,904,360)

Ⅳ. 기초의현금 96,582,439 131,486,799

Ⅴ. 기말의현금 56,583,430 96,582,439

- 9 -



 

- 10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8(당)기 2022년 2월 28일 현재 

제 17(전)기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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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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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익: 

 

1) 당기 

당기 중 연구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협약(계약)기관 금  액 

산학협력수익 한국보육진흥원 13,800 

지원금수익 

한국연구재단 85,080 

경기도 동물보호과 50,000 

배재대학교인구교육사업단 5,000 

소  계 140,080 

합  계 153,880 

 

당기말 현재 연구의 일부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34,094천원을 선수수

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전기 

전기 중 연구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협약(계약)기관 금  액 

산학협력수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6,109 

지원금수익 

한국연구재단 72,557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5,304 

서울특별시발달장애지원센터 19,749 

배재대학교인구교육사업단 5,000 

소  계 102,610 

합  계 218,719 

 

전기말 현재 연구의 일부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79,155천원을 선수수

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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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중 유형자산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기계기구 18,420 14,313 - (5,605) 27,128 

 

2) 전기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기계기구 4,681 17,592 - (3,854) 18,420 

 

5. 운영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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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당  기 전  기 

전기이월운영차익 66,255           43,396  

당기운영차익 (18,268)           22,860  

차기이월운영차익 47,987 66,255  

 

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당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은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0,000천원의 이행지급보

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