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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을지대학교 총장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첨부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8일과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

서,운영차익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

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

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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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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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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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재무제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5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제14기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  희  규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내 

전화 :031) 74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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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
(당기 : 2019년 2월 28일 현재)
(전기 : 2018년 2월 28일 현재)

2 8 4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당기 전기

자     산

Ⅰ.유동자산 11,966,765,724 10,203,450,417
(1)당좌자산 11,966,765,724 10,203,450,417

현금및현금성자산 8,717,309,447 7,153,160,258
단기금융상품 3,003,799,480 2,960,889,234
미수금 121,771,914 66,101,317
선급금 76,202,969 13,849,088
선급법인세 13,153,870 9,450,520
부가세대급금 34,528,044 -

Ⅱ.비유동자산 624,868,186 476,605,580
(1)투자자산 237,090,240 200,000,000
    장기투자금융자산 37,090,240

보증금 200,000,000 200,000,000
(2)유형자산(주3) 376,342,959 276,605,580

기계기구 8,297,201,028 8,082,132,229
(감가상각누계액) (-)7,922,770,999 (-)7,807,703,929
집기비품 206,245,355 206,245,355
(감가상각누계액) (-)205,790,485 (-)205,526,135

차량운반구 42,558,500 42,558,500

(감가상각누계액) (-)42,557,500 (-)42,557,500

기타유형자산 1,457,060 1,457,060

(3)무형자산 11,434,987 -

   기타무형자산 11,434,987 -

자산총계 12,591,633,910 10,680,055,997

부     채

Ⅰ.유동부채 6,366,571,683 5,271,047,767
(1)유동부채 6,366,571,683 5,271,047,767

미지급금 125,513,054 56,056,411
예수금 432,891,254 287,837,122
제세예수금 48,009,754 30,064,738
부가세예수금 104,765,786 47,159,281
선수수익 5,655,391,835 4,849,930,215

Ⅱ.비유동부채 380,567,976 284,134,530
(1)고정부채 380,567,976 284,134,530

임대보증금 40,019,620 51,120,020
퇴직급여충당부채 340,548,356 233,014,510

과목
금액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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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
(당기 : 2019년 2월 28일 현재)
(전기 : 2018년 2월 28일 현재)

2 8 4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당기 전기
과목

금액

부채총계 6,747,139,659 5,555,182,297

기 본 금

Ⅰ.출연기본금 - -
(1)출연기본금 - -

Ⅱ.적립금 605,365,852 467,235,058
(1)적립금 605,365,852 467,235,05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5,365,852 467,235,058

Ⅲ.운영차익 5,239,128,399 4,657,638,642
(1)처분전운영차익 5,239,128,399 4,657,638,642

전기이월운영차손익 4,242,228,392 3,476,587,321
당기운영차손익 996,900,007 1,181,051,321

기본금총계 5,844,494,251 5,124,873,700
부채와기본금총계 12,591,633,910 10,680,055,997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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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
( 당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당기 전기

운영수익

Ⅰ.산학협력수익 6,070,216,816 6,820,666,243
(1)산학협력연구수익 5,573,396,646 5,990,998,619

정부연구수익 1,916,913,020 1,053,552,925
산업체연구수익 3,656,483,626 4,937,445,694

(2)교육운영수익 - 1,230,000
교육운영수익 1,230,000

(3)지적재산권수익 18,090,909 127,181,816
지적재산권실시수익 18,090,909 127,181,816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330,907,330 372,425,02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60,888,200 209,092,070
임대료수익 170,019,130 163,332,954

(5)기타산학협력수익 147,821,931 328,830,784
기타산학협력 수익 147,821,931 328,830,784

Ⅱ.지원금수익 15,262,365,052 11,595,505,482
(1)국공지원금수익 6,288,325,930 6,318,539,922

정부연구수익 6,264,336,039 6,274,033,230
산업체연구수익 23,989,891 44,506,692

(2)교육운영수익 1,108,626,696 2,128,834,616
교육운영수익 1,108,626,696 2,128,834,616

(3)기타지원금수익 7,865,412,426 3,148,130,944
기타지원금수익 7,865,412,426 3,148,130,944

Ⅲ.간접비수익 1,260,710,609 1,281,947,780

(1)산학협력수익 194,272,700 165,900,317

산학협력연구수익 194,272,700 165,900,317

교육운영수익 - -

(2)지원금수익 1,066,437,909 1,116,047,463

연구수익 995,393,006 1,097,942,700

교육운영수익 61,058,197 8,385,088

기타지원금수익 9,986,706 9,719,675

Ⅳ.전입및기부금수익 - -입 익

Ⅴ.운영외수익 453,251,449 304,519,969
(1)운영외수익 453,251,449 304,519,969

이자수익 80,617,849 56,166,098
유가증권평가이익 37,090,240 -
고유목적준비금환입액 277,279,456 200,790,533
기타운영외수익 58,263,904 47,563,338

운영수익총계 23,046,543,926 20,002,639,474

과목
금액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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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
( 당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당기 전기
과목

금액

운영비용

Ⅰ.산학협력비 5,697,418,283 6,290,279,033
(1)산학협력연구비 5,573,396,646 5,990,998,619

인건비 934,499,816 730,958,204
학생인건비 167,843,327 86,726,092
연구장비재료비 368,076,241 270,602,120
연구활동비 738,357,406 475,010,735
연구수당 80,479,098 35,899,000
위탁연구개발비 3,284,140,758 4,391,802,468

(2)교육운영비 6,125,000 1,230,000
기타교육운영비 6,125,000 1,230,000

    (3)지식재산권비용 10,854,545 -
산학협력보상금 10,854,545 -

(4)기타산학협력비 107,042,092 298,050,414
기타산학협력비 107,042,092 298,050,414

Ⅱ.지원금사업비 15,270,063,062 11,589,096,493
(1)연구비 6,296,023,940 6,220,630,933

인건비 1,283,590,155 1,161,444,043
학생인건비 728,704,223 769,358,979
연구장비재료비 2,528,100,183 2,310,242,367
연구활동비 1,242,132,717 1,563,447,050
연구수당 460,076,639 416,138,494
위탁연구개발비 53,420,023 -

(2)교육운영비 1,108,626,696 2,220,334,616
인건비 481,288,035 1,005,067,310
장학금 104,400,000 91,500,000
실험실습비 2,473,350 -
기타교육운영비 520,465,311 1,123,767,306

(3)기타보조금사업비 7,865,412,426 3,148,130,944
기타지원금사업비 7,865,412,426 3,148,130,944

Ⅲ.간접비사업비 693,411,633 576,961,388

(1)인력지원비 177,681,783 194,047,959

인건비(간접비) 109,072,948 94,667,442

연구개발능률성과금(간접비) 68,608,835 99,380,517

(2)연구지원비 268,531,295 157,132,741

기관공통지원경비(간접비) 195,537,445 148,136,835

사업단운영비(간접비) 12,933,850 4,716,906

연구실안전관리비(간접비) 10,060,000 4,279,000

대학연구활동지원금 50,000,000 -

(3)성과활동지원비 18,248,742 30,172,155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8,248,742 30,172,155

(4)기타지원비 228,949,813 195,608,533

기타지원비 228,949,813 195,608,533

Ⅳ.일반관리비 179,233,942 198,571,569
(1)일반관리비 179,233,942 198,571,569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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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
( 당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당기 전기
과목

금액

인건비 61,661,176 20,504,856
감가상각비 115,331,420 157,898,075
일반제경비 2,241,346 20,168,638

Ⅴ.운영외비용 209,516,999 166,679,670
(1)운영외비용 209,516,999 166,679,670

전기오류수정손실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기타운영외비용 209,516,999 166,679,670

Ⅵ.학교회계전출금 - -

운영비용합계 22,049,643,919 18,821,588,153

당기운영차익 996,900,007 1,181,051,321

운영비용총계 23,046,543,926 20,002,639,474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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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

( 당기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

2 5 4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당기 전기

Ⅰ. 현금유입액 23,653,787,825 20,905,643,431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3,546,253,979 20,881,788,991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6,951,519,847 6,937,679,285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15,201,112,068 12,560,373,530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260,710,609 1,281,947,780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4)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132,911,455 101,788,396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1)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07,533,846 23,854,440 

1) 부채의차입 107,533,846 23,854,440 

Ⅱ. 현금유출액 22,046,728,390 18,710,782,380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1,809,124,204 18,640,833,053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5,675,073,114 6,290,279,033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5,119,489,248 11,566,239,468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741,138,017 576,961,388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63,902,522 40,673,494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209,521,303 166,679,670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26,503,786 53,703,447 
1) 유형자산취득지출 215,068,799 53,703,447 
2) 무형자산취득지출 11,434,987 -                       
3)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1,100,400 16,245,880 

1) 임대보증금의 반환 11,100,400 16,245,880              

Ⅲ. 현금의증감 1,607,059,435 2,194,861,051 

Ⅳ. 기초의현금 10,114,049,492 7,919,188,441 

Ⅴ.  기말의현금 11,721,108,927 10,114,049,492 

과목
금액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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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차익 처분계산서
===========================

 당기 : 2018년 03월 01일부터  전기 : 2017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2018년 02월 28일까지

처분확정일 : 2019년5월 20일 처분확정일 : 2018년 4월 13일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원)

   5,239,128,399    4,657,638,642

   4,242,228,392    3,476,587,321

996,900,007 1,181,051,321

               -                -

   5,239,128,399    4,657,638,642

     344,949,808      415,410,250

     344,949,808      415,410,250

   4,894,178,591    4,242,228,392

Ⅲ. 합  계( Ⅰ＋Ⅱ)

Ⅴ. 차기이월운영차손익(Ⅲ－Ⅳ)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Ⅳ. 운영차익 처분액

  2.당기운영차익

Ⅱ. 적립금 등 이입액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전기이월운영차익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Ⅰ. 처분전 운영차손익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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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당기 : 2019 년 2 월 28 일 현재 
전기 : 2018 년 2 월 28 일 현재 

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의 개요 : 

 

(1)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4.  3.  8. 산학협력단 설치인가 

2004.  3.  8. 제 1 대 단장에 채수권 교수 취임 

2006.  7.  1. 제 2 대 단장에 김정환 교수 취임 

2007.  1.  1. 제 3 대 단장에 문희주 교수 취임 

2008.  1.  1. 제 4 대 단장에 한애경 교수 취임 

2008. 12.  1. 제 5 대 단장에 최한영 교수 취임 

2011.  3.  1. 제 6 대 단장에 김규호 교수 취임 

2015.  1.  1. 제 7 대 단장에 박항식 교수 취임 

2015.  9.  1. 제 8 대 단장에 김규호 교수 취임 

2017.  7.  1. 제 9 대 단장에 신문삼 교수 취임 

2018.  8.  13. 제 10 대 단장에 강희규 교수 취임 

(2)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내 

(3) 대표자 :  강  희  규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하

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 인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

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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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당기 : 2019 년 2 월 28 일 현재 
전기 : 2018 년 2 월 28 일 현재 

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 
 

 

행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

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

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

하고 있습니다. 

5) 지원금 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

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기계기구 5 년 집기비품 5 년 차량운반구 5 년 

 

수선비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

출은 자본적지출로 하고 단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

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 

 

산학협력단은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등의 적립시 자금계산서의 지

출란에 계상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기본금란에 동 금액을 회계처리한 후 동 금액

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립금

은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에서 자문을 받아 자금계산서의 수입란에 당해 적립금에 

대응된 각종 기금의 인출액을 인출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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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익금-손금)에 대하여 신고조

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말 현재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준거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퇴직금 소요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3. 유형자산 :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기계기구 274,428,300 215,068,799 115,067,070 374,430,029

비    품 719,220 264,350      454,870

 차량운반구 1,000 - - 1,000

  도     서 1,457,060 - - 1,457,060

    계 276,605,580 215,068,799 115,331,420 376,342,959

 

 

(2) 전기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기계기구  373,896,723  53,703,447 153,171,870  274,428,300

비    품  
 

5,445,425  

 

- 4,726,205  

 

     719,220

차량운반구 1,000 - - 1,000

도     서  1,457,060  - -  1,457,060

    계  380,800,208  53,703,447 157,898,075  276,60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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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4. 주요 연구용역 : 

 

(1) 기말 현재 주요 연구용역의 수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거래처

명 

 내역/ 

계정과목 

기초용역 

계약잔액 

용역금액의 변동 

및 신규 계약액 

당기운영 

수익 
 

당기말용역계

약잔액 

한국연구

재단 등 

 기타국고

보조 
3,477,423,843 6,876,006,498  6,288,325,930  4,065,104,411

경기도 등 
 지자체 보

조금수익 
372,538,758 8,022,103,083 7,865,412,426  529,229,415

 주)유한

양행 등 

 산학협력 

연구수익 
531,290,671 5,668,140,084 5,573,396,646  626,034,109

합계   4,381,253,272 20,566,249,665 19,727,135,002  5,220,367,935

 

 

5. 전입금수익 : 

당기와 전기 중 학교로부터 수령한 전입금 수익은 없습니다. 

 

 

6. 배당 제한 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29 조 1 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설정한 준비금으

로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7.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  

현금흐름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자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

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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