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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무제표

주석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2020년 04월 17일

감사의견

우리는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
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의 2020년 2월 29일과 20
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
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
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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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학협력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
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산학협력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
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
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
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
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
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
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
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
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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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
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
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산학협력단
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
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중 식별된 유의적 내
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동명회계법인 대표이사 정내석

.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2020년 4월 17일)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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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회계연도
2019년 03월 01일 부터
2020년 02월 29일 까지

2018회계연도
2018년 03월 01일 부터
2019년 02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승완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
062-5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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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2019회계연도 2020년 2월 29일 현재
2018회계연도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자

(단위:원)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산

I. 유동자산

301,651,463

454,322,882

(1)당좌자산

301,651,463

454,322,882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2.미수금
3.선급법인세

82,237,323

182,517,582

219,118,780

271,491,230

295,360

314,070

II. 비유동자산

3,377,174,621

3,083,249,329

(1)유형자산(주석4)

3,377,174,621

3,083,249,329

1.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2.기계기구
감가상각누계액
3.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자

산

총

145,210,000

145,210,000

(145,210,000)

(145,210,000)

17,781,411,207

16,566,979,477

(14,758,775,745)

(13,821,856,363)

1,616,255,843

1,500,207,663

(1,261,716,684)

(1,162,081,448)

계

부

3,678,826,084

3,537,572,211

24,365,893

17,397,233

채

I. 유동부채
1.제세예수금

24,365,893

17,397,233

II. 비유동부채

21,047,220

1.임대보증금
2.퇴직급여충당금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

채

17,000,000

18,000,000

3,751,860

3,751,860

295,360

314,070
45,413,113

39,463,163

I. 차기이월운영차손익(주석5)

3,633,412,971

3,498,109,048

(1)처분전운영차손익

3,633,412,971

3,498,109,048

기

총

22,065,930

계

본

금

1.전기이월운영차익
2.당기운영차익
기

본

금

총

3,498,109,048

3,134,248,258

135,303,923

363,860,790

계

3,633,412,971

3,498,109,048

부채와기본금총계

3,678,826,084

3,537,572,2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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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
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 부터 2020년 2월 29일 까지
2018회계연도 2018년 3월 1일 부터 2019년 2월 28일 까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원)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운 영 수 익
I. 산학협력수익
(1)연구수익
1.정부연구수익

8,650,900
8,650,900

-

23,710,500

36,745,500

18,150,000
6,860,485,500

5,771,481,000

14,000,000

-

14,000,000

(2)교육운영수익

6,020,185,500

6,020,185,500
826,300,000
826,300,000

(1)산학협력수익
2.교육운영수익

2.기타지원금수익

44,464,000

42,864,000

3,800,000

1,000,000

-

1,000,000

3,800,000

-

(2)지원금수익
1.연구수익수익

800,000,000
800,000,000

III. 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연구수익

4,971,481,000
4,971,481,000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24,200,000
24,200,000

(1)연구수익

1.교육운영수익

36,745,500

18,150,000

II. 지원금수익
1.정부연구수익

-

23,710,500

(4)기타산학협력수익
1.기타산학협력수익

35,000,000
35,000,000

(3)설비자산사용료수익
1.임대료수익

95,945,500

-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50,511,400

40,664,000

41,864,000

664,000

664,000

40,000,000

41,200,000

IV. 전입및기부금수익

19,950,000

16,200,000

(1)기부금수익

19,950,000

16,200,000

1.지정기부금

19,950,000

16,200,000

V. 운영외수익

48,726,048

(1)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48,472,853

48,726,048

48,472,853

1,971,230

2,128,930

384,000

-

3.고유목적사업 전입금

25,700,440

38,758,530

4.기타운영외수익

20,670,378

7,585,393

2.전기오류수정이익

운영수익총계

7,024,13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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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963,353

과

목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운 영 비 용
I. 산학협력비

40,981,549

(1)산학협력연구비

76,799,710

-

34,820,143

1.학생인건비

-

4,800,000

2.연구장비.재료비

-

26,153,763

3.연구활동비

-

2,175,000

4.연구과제추진비

-

1,691,380

(2)교육운영비

26,720,260

15,500,000

1.인건비

2,640,000

-

2.장학금

20,600,000

15,500,000

3,480,260

-

3.기타교육운영비
(3)기타산학협력비
1.기타산학협력비

14,261,289
14,261,289

II. 지원금사업비

26,479,567
26,479,567

4,944,859,299

3,587,907,264

18,720,449

10,735,560

(1)연구비
1.학생인건비

120,000

280,000

2.연구활동비

17,912,600

8,207,700

687,849

2,247,860

3.연구과제추진비
(2)교육운영비
1.인건비
2.교육과정개발비
3.실험실습비
4.기타교육운영비

2,348,150,238
497,294,000

400,485,000

11,103,854

8,391,838

1,510,895,295

1,063,455,222

328,857,089

279,758,668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1,752,090,728

2,577,988,612
2,577,988,612

1,825,080,976
1,825,080,976

III. 간접비사업비

8,914,630

14,232,467

(1)성과활용지원비

1,617,000

4,336,500

1.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617,000

4,336,500

(2)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7,297,630
7,297,630

9,895,967
9,895,967

IV. 일반관리비

1,794,584,257

1,818,288,692

(1)일반관리비

1,794,584,257

1,818,288,692

1.인건비

724,345,360

732,029,710

2.감가상각비

1,065,394,618

1,082,663,589

3.일반제경비

4,844,279

3,595,393

V. 운영외비용

39,493,290

43,874,430

(1)운영외비용

39,493,290

43,874,430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25,681,730

2.기타운영외비용

13,811,560

38,874,430
5,000,000

VI. 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용합계

60,000,000

70,000,000

6,888,833,025

5,611,1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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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당기운영차익

135,303,923

363,860,790

운영비용총계

7,024,136,948

5,974,963,35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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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
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 부터 2020년 2월 29일 까지
2018회계연도 2018년 3월 1일 부터 2019년 2월 28일 까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원)
2019회계연도

I.현금유입액

7,112,199,248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연구수익현금유입액

2018회계연도
5,923,369,283

7,057,796,328

5,882,276,313

50,511,400

95,945,500

-

35,000,000

8,650,900

-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3,710,500

36,745,500

기타산학협력수익

18,150,000

24,200,000

6,913,241,950

5,715,216,330

14,000,000

-

6,124,351,150

4,872,758,930

774,890,800

842,457,400

44,464,000

42,864,000

3,800,000

1,000,000

40,664,000

41,864,000

19,950,000

16,200,000

19,950,000

16,200,000

29,628,978

12,050,483

29,628,978

12,050,483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4.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기부금수익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운영외수익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부채의차입
임대보증금증가
기타비유동부채증가

54,402,920
41,092,970

2,000,000

3,000,000

52,402,920

38,092,970
7,212,479,507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산학협력연구비
교육운영비
기타산학협력비

41,092,970

54,402,920

II.현금의유출액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

5,829,871,744

5,797,756,677

4,489,564,544

40,981,549

76,799,710

-

34,820,143

26,720,260

15,500,000

14,261,289

26,479,567

4,944,859,299

3,587,907,264

18,720,449

10,735,560

교육운영비

2,348,150,238

1,752,090,728

기타지원금사업비

2,577,988,612

1,825,080,976

8,914,630

14,232,467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연구비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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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성과활용지원비

1,617,000

4,336,500

기타지원비

7,297,630

9,895,967

729,189,639

735,625,103

729,189,639

735,625,103

13,811,560

5,000,000

13,811,560

5,000,000

60,000,000

70,000,000

4.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일반관리비
5.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
기타운영외비용
6.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학교회계전출금

60,000,00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유형자산취득지출액

70,000,000
1,359,319,910

1,301,319,950

1,359,319,910

1,301,319,950

기계기구취득

1,239,191,730

1,130,481,570

집기비품취득

120,128,180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임대보증금감소
기타비유동부채감소

170,838,380
55,402,920

38,987,250

55,402,920

38,987,250

3,000,000

2,000,000

52,402,920

36,987,250

III.현금의증감(Ⅰ-Ⅱ)

(100,280,259)

93,497,539

IV.기초의현금

182,517,582

89,020,043

V.기말의현금

82,237,323

182,517,58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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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9회계연도 2020년 2월 29일 현재
2018회계연도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1. 일반사항

서영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학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4년3월 6일 설립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설립이래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 지
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체의 니
즈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산학협력단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고 있습
니다.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산학협력단은 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
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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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나.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
에 따라 인식한다.

다.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
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라.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
한다.

마.지원금 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바.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3)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산학협력단은 유형고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내
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
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자산종별

내용연수

구축물

5년

기계기구

5년

집기비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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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급여충당금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 현재 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예 금

보고기준일 현재 산학협력단의 예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예금 종류

금

은행명

액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운영자금

보통예금

국민은행

78,812

173,708

운영자금

보통예금

신한은행

3,426

8,810

운영자금

보통예금

광주은행

-

-

82,238

182,518

예금합계

4.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보고기간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2019회계연도
구

분

기초가액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구 축 물

-

-

-

-

-

기계장치

2,745,123

1,239,191

-

(961,679)

3,022,635

집기비품

338,126

120,128

-

(103,715)

354,539

3,083,249

1,359,319

-

(1,065,394)

3,377,17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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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회계연도
구

분

기초가액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구 축 물

-

-

-

-

-

기계장치

2,602,295

1,130,482

-

(987,654)

2,745,123

집기비품

262,298

170,838

-

(95,010)

338,126

2,864,593

1,301,320

-

(1,082,664)

3,083,249

합 계

5.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보고기간중 운영차손익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과

목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처분예정일:2020.04.30.

처분확정일:2019.04.30.

I. 처분전운영차손익
전기이월운영차익
당기운영차익
II. 차기이월운영차손익

3,633,412,971

3,498,109,048

3,498,109,048

3,134,248,258

135,303,923

363,860,790
3,633,41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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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109,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