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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

무제표는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

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단의 재무제표는 산단의 2021년 2월 28일과 2020년 2

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 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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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

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

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

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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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산단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산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산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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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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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선린대학교 산학렵력단

제 17 기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2월 28일 까지

제 16 기

2019년 03월 01일 부터

2020년 02월 29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우영효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 30

(전   화)  054-26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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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21년 02월 28일 현재

제 16 기 2020년 02월 29일 현재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53,490,865 69,814,624

(1)당좌자산 53,490,865 69,814,624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53,467,555 69,806,884

선급법인세 23,310 7,740

Ⅱ.비유동자산 1,012,061,212 6,464,566

(1)투자자산 5,000,000 5,000,000

출자금(주석4) 5,000,000 5,000,000

(2)유형자산(주석5) 1,007,061,212 1,448,566

기계기구 5,143,317,570 4,516,089,100

감가상각누계액 (4,545,971,516) (4,515,412,200)

집기비품 752,246,930 314,899,930

감가상각누계액 (342,531,772) (314,128,264)

(3)무형자산(주석6) - 16,000

기타무형자산 - 16,000

자산총계 1,065,552,077 76,279,190

부    채

Ⅰ.유동부채 11,615,144 36,084,517

미지급금 - 35,978,917

예수금 11,615,144 105,600

Ⅱ.고정부채 121,000,000 121,000,000

장기미지급금 121,000,000 121,000,000

부채총계 132,615,144 157,084,517

기  본  금

Ⅰ.기본금 932,936,933 (80,805,327)

(1)운영차액(주석7) 932,936,933 (80,805,327)

전기이월운영차액 (80,805,327) (66,638,155)

당기운영차액 1,013,742,260 (14,167,172)

기본금총계 932,936,933 (80,805,327)

부채및기본금총계 1,065,552,077 76,279,19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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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제 17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 16 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운 영 수 익

Ⅰ.산학협력수익 - -

Ⅱ.지원금수익 3,180,000,000 357,505,361

교육운영수익(주석8) 3,180,000,000 357,505,361

Ⅲ.전입및기부금수익 2,514,200 -

기부금수익 2,514,200 -

Ⅳ.운영외수익 5,625,708 44,156,532

이자수익 184,338 76,665

기타운영외수익 5,441,370 44,079,867

운영수익총계 3,188,139,908 401,661,893

운 영 비 용

Ⅰ.지원금사업비 2,107,722,525 397,803,377

(1)교육운영비 2,107,722,525 397,803,377

인건비 223,735,908 -

교육과정개발비 4,000,000 -

장학금 99,000,000 -

실험실습비 63,844,410 -

기타교육운영비 1,717,142,207 397,803,377

Ⅱ.일반관리비 66,584,529 9,681,300

감가상각비(주석5) 58,962,824 3,139,000

무형자산상각비(주석6) 16,000 -

일반제경비 7,605,705 6,542,300

Ⅲ.운영외비용 90,594 8,344,388

기타운영외비용 90,594 8,344,388

운영비용합계 2,174,397,648 415,829,065

당기운영차액(차손) 1,013,742,260 (14,167,172)

비용총계 3,188,139,908 401,661,89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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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17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 16 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Ⅰ.현금유입액 3,163,670,535 399,154,968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188,139,908 401,661,893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180,000,000 357,505,361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2,514,200 -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5,625,708 44,156,532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4,469,373) (2,506,925)

미지급금의증가(감소) (35,978,917) 27,558,195

예수금의증가(감소) 11,509,544 (65,120)

장기미지급금의증가(감소) - (30,000,000)

Ⅱ.현금유출액 3,180,009,864 412,685,705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115,434,394 412,685,705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2,107,722,525 397,803,377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7,605,705 6,542,300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106,164 8,340,028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064,575,470 -

유형자산의취득 1,064,575,470 -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Ⅲ.현금의증가(감소) (16,339,329) (13,530,737)

Ⅳ.기초의현금 69,806,884 83,337,621

Ⅴ.기말의현금 53,467,555 69,806,88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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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7 기 2021년 02월 28일 종료회계연도

제 16 기 2020년 02월 29일 종료회계연도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

1. 산학렵력단의 개요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

길 30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선린대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선린대학교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산학협력 활성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협력의 기반을 제도

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대학내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

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선린대학교는 2004년 3월에 '산학협

력단'을 설립하였으며, 산학협력단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결산을 교비회계

와는 별도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여 2004회계연도부터 관리 운영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2004년 2월에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를 분리 및 독립하였으며

 산업체수탁연구비를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산업체수탁연구 및 

산학협력 관련업무를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지만, 단장의 임면 권한이 총장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운영위원회에 산학협력단장이 당연직 위원

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교의 하부기관으로서 운영 및 관리 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리

(3) 산학협력단 산하 센터 및 사업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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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산권 취득. 수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지원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8)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창.취업 지원

(10) 대학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 간의 상호협력 활동에 관한 업무 지원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

한 지원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주요회계처리방침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산업교육진흥및산학렵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채택

하고 있는 주요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기준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

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

에 따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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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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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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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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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및 기부금의 수익은 지원금,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다만, 지원금 및 기부금이 특정 사업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미사용잔액 발생시 상환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

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

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3) 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수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금

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말하며,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

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

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

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

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

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내용연수

기계기구 5년

비품 5년

 

(5)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산학협력단의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

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 정액

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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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내용연수

지적재산권 5년

기타의 무형자산 5년

 

(6) 선수수익

산학협력단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은 수취

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을 선수수익으로하여 유동부채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운영

차익의 처분에 의해 적림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후 5

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8)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

익, 간접비수익, 접입 및 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운영비용

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고 있으

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

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구분 종류 금융기관 제17(당)기 제16(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대구은행등 53,467,555 69,80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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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출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제17(당)기 제16(전)기 

(주)포항연합기술지주 1.60 5,000,000 (주1) 5,000,000 5,000,000

(주1)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

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 당기 및 전기중 유형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제17(당)기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및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기계기구 676,900 627,228,470 - 30,559,316 597,346,054

집기비품 771,666 437,347,000 - 28,403,508 409,715,158

계 1,448,566 1,064,575,470 - 58,962,824 1,007,061,212

-제16(전)기

구분 기초잔액 취득 처분및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기계기구 676,900 - - - 676,900

집기비품 3,910,666 - - 3,139,000 771,666

계 4,587,566 - - 3,139,000 1,448,566

6. 당기 및 전기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제17(당)기

구분 기초잔액 취득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기타의무형자산 16,000 - 16,000 -

-제16(전)기

구분 기초잔액 취득 당기상각액 기말잔액

기타의무형자산 16,000 - -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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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과목
제17(당)기 제16(전)기 

처분예정일:2021년4월24일 처분확정일:2020년4월27일

 I.처분전운영차익(차손) 932,936,933 (80,805,327)

1.전기이월운영차익(차손) (80,805,327) (66,638,155)

   2.당기운영차익(차손) 1,013,742,260 (14,167,172)

Ⅱ.적립금등이입액 - -

합계 932,936,933 (80,805,327)

Ⅲ.운영차익처분액 - -

Ⅳ.차기이월운영차익(차손) 932,936,933 (80,805,327)

8. 산학협력수익

당기의 지원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적    요 지원처 금   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2,564,000,000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사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311,000,000

포항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포항시 300,000,00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보조금 경북도 5,000,000

합    계 3,1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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