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별첨：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전기

2017년 03월 01일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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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8일과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의 2019년 2월 28일
과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그
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
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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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
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학협력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
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
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
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
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
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산학협
력단장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산학협력단장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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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당기
2018년 03월 01일 부터
2019년 02월 28일 까지

전기
2017년 03월 01일 부터
2018년 02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은영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전 화)

02)36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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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당기 2019년 2월 28일 현재
전기 2018년 2월 28일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자

(단위 : 원)

목

당 기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가.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나. 선급법인세
다. 부가세대급금

22,436,462

52,141,155

22,436,462

52,141,155

22,434,092

50,669,928

2,370

1,980

-

1,469,247

Ⅱ.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

전 기

-

-

22,436,462

52,141,155

2,535,200

32,926,739

채

Ⅰ. 유동부채
1. 제세예수금
2. 부가세예수금
3. 선수수익

35,200

1,440,380

-

4,756,363

2,500,000

26,729,996

Ⅱ. 비유동부채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4)

19,901,262
19,901,262

부채총계

19,214,416
19,214,416

22,436,462

52,141,155

Ⅰ. 출연기본금

-

-

Ⅱ. 적립금

-

-

Ⅲ. 운영차손익

-

-

기본금총계

-

-

22,436,462

52,141,155

부채및기본금총계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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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당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당

기

Ⅰ. 산학협력수익(주석 2)

65,747,498

(1) 연구수익
1. 정부연구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

65,747,498
-

91,493,006

(1) 산학협력수익

12,551,794
12,551,794

2,548,783

7,750,064

2,092,783

6,370,064
6,370,064

456,000

(1) 운영외수익

3. 기타운영외수익

21,298,806

456,000

Ⅳ. 운영외수익

2. 고유목적사업환입액(주석4)

12,551,794

2,092,783

(2) 지원금수익

1. 이자수익

21,298,806
21,298,806

Ⅲ. 간접비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164,262,675
72,769,669

(1) 연구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

164,262,675

65,747,498

II. 지원금수익(주석 2)
1. 정부연구수익

전 기

1,380,000
1,380,000

3,045,241

3,052,413

3,045,241

3,052,413

35,235

32,410

3,000,000

3,000,000

10,006

20,003

운영수익총계

92,640,328

187,616,946

Ⅰ. 산학협력비

63,680,017

161,947,622

63,680,017

161,947,622

(1) 산학협력연구비
1. 인건비

27,563,601

98,951,392

2. 연구활동비

30,042,273

50,035,859

6,074,143

12,960,371

3. 연구과제추진비
Ⅱ. 지원금사업비

21,296,130

(1) 연구비

12,551,794

21,296,130

12,551,794

1. 인건비

4,333,340

6,500,000

2. 연구활동비

9,159,650

3,362,194

3. 연구과제추진비

2,203,140

289,600

4. 연구수당

5,600,000

2,400,000

Ⅲ.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일반제경비

1,860,465

977,335

1,860,465

977,335

Ⅳ. 운영외비용

1,860,465
3,686,846

(1) 운영외비용
1. 고유목적사업전입액(주석4)

977,335

8,257,065

3,686,846
3,686,846

Ⅴ. 학교회계전출금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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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065
8,257,065
3,000,000

과

목

당

기

(1) 학교회계전출금
1. 학교회계전출금

전 기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비용합계

92,640,328

187,616,946

당기운영차익

-

-

운영비용총계

92,640,328

187,616,946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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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당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전기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당

기

Ⅰ. 현금유입액

전
60,653,579

203,104,645

1. 운영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60,653,579

203,104,645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42,859,945

174,151,968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15,200,000

21,150,600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2,548,783

7,750,064

4)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44,851

52,013

2.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

-

3.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

-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기

(88,889,415)

(182,249,998)

88,889,415

182,249,998

1) 산학협력비 현금유출액

63,545,169

164,802,539

2) 지원사업비 현금유출액

21,331,330

12,586,994

3) 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1,012,916

1,860,465

4) 학교회계전출금 현금유출액

3,000,000

3,0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

-

3.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

-

Ⅲ. 현금의증감(Ⅰ+Ⅱ)

(28,235,836)

20,854,647

Ⅳ. 기초의현금 (주석3)

50,669,928

29,815,281

Ⅴ. 기말의현금 (주석3)

22,434,092

50,669,928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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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당기

2019년 2월 28일 현재

전기

2018년 2월 28일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의 개요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성과 관리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2004년 3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추계예술대학교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수익의 인식
가. 산학협력수익 및 지원금수익
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사업기간이 정하여진 지원금수익 등에 대해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수익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
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수익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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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부금수익
산학협력단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
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기본금은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운영계산서 작성기준
운영계산서는 1)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운영
외수익 등의 수익항목과 2)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비용항목, 그리고 3) 당기운영차익으로 구분표시
하며 총액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계산서는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
은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발생된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서로 대응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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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의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내 용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당기말

전기말
22,434

50,67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결산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하고 있는 바,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
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용

당 기

전 기

전기 이월

19,214

13,957

당기설정액

3,687

8,257

당기사용액

(3,000)

(3,000)

기말 잔액

19,901

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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