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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세한대학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 산학협력단”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의 2022년 2월 28일

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

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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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

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의 재무제

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

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규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방법

과 일부 상이합니다.

(계   속)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계속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

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학협력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

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

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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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계속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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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산학협력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 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

제 18 기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2년 02월 28일 까지

제 17 기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2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이동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전   화) 061-46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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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8 기  2022년 2월 28일 현재

제 17 기  2021년 2월 28일 현재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189,450,070 1,111,006,538

(1) 당좌자산 1,189,450,070 1,111,006,538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655,843,912 593,470,602

단기금융상품(주석 3) 517,608,581 514,457,032

미수금 10,628,812 1,128,250

선급법인세(주석 4) 744,892 906,272

부가세대급금 4,623,873 1,044,382

Ⅱ. 비유동자산 698,628,683 718,236,836

(1) 투자자산 501,000,000 501,000,000

출자금(주석 5) 501,000,000 501,000,000

(2) 유형자산(주석 2,6) 46,980,683 66,588,836

구축물 41,465,500 41,465,500

감가상각누계액 (12,084,104) (10,010,829)

기계기구 635,406,339 632,197,575

감가상각누계액 (634,667,339) (630,558,575)

집기비품 148,283,510 148,283,510

감가상각누계액 (146,772,010) (144,842,010)

기타유형자산 237,533,985 237,533,985

감가상각누계액 (222,185,198) (207,480,320)

(3) 기타비유동자산 150,648,000 150,648,000

보증금 150,648,000 150,648,000

자     산     총     계 1,888,078,753 1,829,243,374

부                     채

Ⅰ. 유동부채 98,991,349 24,040,631

(1) 유동부채 98,991,349 24,040,631

미지급금 7,181,750 2,273,388

예수금 4,282,314 95,834

제세예수금 8,428,580 5,468,380

부가세예수금 5,946,795 681,819

선수수익(주석 2,7) 73,151,910 15,5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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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Ⅱ. 비유동부채 26,000,000 -

(1) 비유동부채 26,000,000 -

임대보증금 26,000,000 -

부     채     총     계 124,991,349 24,040,631

기         본         금

Ⅰ. 출연자본금 - -

Ⅱ. 적립금 - 28,697,506

(1) 적립금 - 28,697,50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 9) - 28,697,506

Ⅲ. 운영차익 1,763,087,404 1,776,505,237

(1) 처분전운영차익 1,763,087,404 1,776,505,237

전기이월운영차익 1,805,202,743 1,758,012,047

당기운영차익 (42,115,339) 18,493,190

기   본   금   총   계 1,763,087,404 1,805,202,743

부 채 와 기 본 금 총 계 1,888,078,753 1,829,243,374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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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제 18 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 17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Ⅰ. 산학협력수익(주석 2,7) 244,847,200 600,276,427

(1) 연구수익 159,958,098 583,598,522

정부연구수익 36,217,864 583,598,522

산업체연구수익 123,740,234 -

(2) 설비자산사용료수익 67,390,492 4,230,27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4,245,845 4,230,270

임대료수익 63,144,647 -

(3) 기타산학협력수익 17,498,610 12,447,635

기타산학협력수익 17,498,610 12,447,635

Ⅱ. 지원금수익(주석 2,7) 161,993,750 124,461,426

(1) 연구수익 52,979,012 59,197,918

정부연구수익 52,979,012 59,197,918

(2) 교육운영수익 25,650,000 22,800,000

교육운영수익 25,650,000 22,800,000

(3) 기타지원금수익 83,364,738 42,463,508

기타지원금수익 83,364,738 42,463,508

Ⅲ. 간접비수익 32,979,797 43,554,174

(1) 산학협력수익 14,417,325 40,353,174

산학협력연구수익 13,164,010 38,806,819

기타산학협력수익 1,253,315 1,546,355

(2) 지원금수익 18,562,472 3,201,000

연구수익 9,892,000 -

교육운영수익 1,350,000 1,200,000

기타지원금수익 7,320,472 2,001,000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 -

Ⅴ. 운영외수익 33,718,394 20,366,737

(1) 운영외수익 33,718,394 20,366,737

이자수익 4,394,877 5,426,255

기타운영외수익 29,323,517 14,940,482

운  영  수  익  총  계 473,539,141 788,658,764

Ⅰ. 산학협력비 203,208,074 568,2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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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1) 산학협력연구비 186,595,375 554,958,860

인건비 167,877,464 64,170,094

연구재료비 3,903,149 -

연구활동비 11,614,762 386,093,942

연구과제추진비 - 14,537,724

연구수당 3,200,000 90,157,100

(2) 교육운영비 - 740,000

인건비 - 740,000

(3) 기타산학협력비 16,612,699 12,565,953

기타산학협력비 16,612,699 12,565,953

Ⅱ. 지원금사업비 165,757,825 124,435,767

(1) 연구비 61,556,987 60,072,259

인건비 20,703,977 23,404,978

학생인건비 7,200,000 500,000

연구활동비 23,953,010 20,114,380

연구과제추진비 - 8,752,901

연구수당 9,700,000 7,300,000

(2)교육운영비 25,943,710 21,900,000

인건비 22,500,000 21,000,000

기타교육운영비 3,443,710 900,000

(3) 기타지원금사업비 78,257,128 42,463,508

기타지원금사업비 78,257,128 42,463,508

Ⅲ. 간접비사업비 16,228,947 36,008,912

(1) 인력지원비 2,400,000 -

인건비 2,400,000 -

(2) 연구지원비 13,828,947 36,008,912

기관공통비용 13,597,247 36,008,912

연구실안전관리비 231,700 -

Ⅳ. 일반관리비 105,059,011 30,235,643

(1) 일반관리비 105,059,011 30,235,643

퇴직급여 - 4,285,530

감가상각비 19,608,153 20,943,463

일반제경비 85,450,858 5,006,650

Ⅴ. 운영외비용 25,400,623 11,220,439

(1) 운영외비용 25,400,623 11,220,439

기타운영외비용 25,400,623 11,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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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Ⅵ. 학교회계전출금 - -

운  영  비  용  합  계 515,654,480 770,165,574

당  기  운  영  차  익 (42,115,339) 18,493,190

운  영  비  용  총  계 473,539,141 788,658,764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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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18 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 17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Ⅰ. 현금의유입액 553,095,635 776,443,944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27,095,635 776,443,944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280,491,214 598,126,214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179,744,850 115,104,939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32,979,797 43,554,174

4)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33,879,774 19,658,61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입액 26,000,000 -

1) 부채의차입 26,000,000 -

Ⅱ. 현금의유출액 487,570,776 753,797,032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87,570,776 753,797,032

1) 산학협력비 206,787,565 568,102,086

2) 지원금사업비 153,702,783 124,625,735

3) 간접비사업비 16,228,947 36,008,912

4) 일반관리비 85,450,858 13,839,860

5) 운영외비용 25,400,623 11,220,439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 -

Ⅲ. 자금의증감 65,524,859 22,646,912

Ⅳ. 기초의현금 1,107,927,634 1,085,280,722

Ⅴ. 기말의현금 1,173,452,493 1,107,927,634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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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8 기  2022년 2월 28일 현재

제 17 기  2021년 2월 28일 현재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

1.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의 개요

세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2004년 3월 26일에 설립되어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계약의 체결과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대

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목적사업으

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디자인혁신센터(DIC),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혁

신센터(RIC)로 지정받았고, 창업보육사업(1개 센터) 및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2. 산학협력단의 주요 회계처리방침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

니하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순

차로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주요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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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인식기준

수익은 그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하며,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

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

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및 특

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은 각각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및 지적재산

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특허

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보조금 및 기부금의 수익은 보조금, 기부금을 수

령한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자산의 평가기준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

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자산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

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 등에 대하여 미래의 대손예상

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상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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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

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

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

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

여 그 초과금액을 감액손실 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원가

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적용한 각 자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내용연수

구축물 20년

기계기구  5년

집기비품  5년

기타유형자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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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수령 후 미실현수익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급여충당부채

산학협력단의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

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소요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의 금융기관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예치기관
금  액

당기 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국민은행 655,843,912 593,470,602

계 655,843,912 593,470,602

단기금융상품
국민은행 517,608,581 514,457,032

계 517,608,581 514,45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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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급법인세

당기말 현재 선급법인세 잔액 745천원은 전액 법인의 금융상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것으로서 법인세신고를 통하여 환급될 예정

입니다.

5. 출자금

기말 현재 출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 원)

회사명 주당금액 주식수 지분비율 금액

세한대학교기술지주회사(주) 5,000 100,200주 100.0% 501,000,000

<전 기> (단위 : 원)

회사명 주당금액 주식수 지분비율 금액

세한대학교기술지주회사(주) 5,000 100,200주 100.0% 501,000,000

상기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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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기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과목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 원)

과      목
기초

장부가액
취  득 대체증(감)

처      분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기      말

장부가액

구축물 31,454,671 - - - 2,073,275 29,381,396

기계기구 1,639,000 - - - 900,000 739,000

집기비품 3,441,500 - - - 1,930,000 1,511,500

기타유형자산 30,053,665 - - - 14,704,878 15,348,787

계 66,588,836 - - - 19,608,153 46,980,683

<전  기> (단위 : 원)

과      목
기초

장부가액
취  득 대체증(감)

처      분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기      말

장부가액

구축물 33,527,946 - - - 2,073,275 31,454,671

기계기구 2,539,000 - - - 900,000 1,639,000

집기비품 5,371,500 - - - 1,930,000 3,441,500

기타유형자산 46,093,853 - - - 16,040,188 30,053,665

계 87,532,299 - - - 20,943,463 66,58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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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수수익 

기말 현재 선수수익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 정 과 목
금    액

당기 전기

산학협력수익

산업체연구수익 33,135,800 -

정부연구수익 15,765,000 2,542,000

기타산학협력수익 - 6,479,200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 24,251,110 6,500,010

합       계　 73,151,910 15,521,210

8.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내용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 4,547,680

 충당부채설정액 - -

 퇴직금지급액 - (4,547,680)

 기말잔액 - -

 기말퇴직금소요액 - -

전기에 지급한 퇴직금은 4,547,680원이며, 당기 지급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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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세등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발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하여 동 준비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므로 당

기에 납부할 법인세등은 없습니다.

10.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자금은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2) 당기순이익에 가감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 정 과 목
금    액

당기 전기

 1) 가산할 항목

     감가상각비 19,608,153 20,943,46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62,032,045 (16,789,741)

합       계　 81,640,198 4,153,722

11. 재무제표 확정

당기 재무제표는  2022년 5월 20일 확정될 예정이며, 승인기관은 산학협력단 운영위

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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