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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16 기 2020년 02월 29일 현재
제 15 기 2019년 02월 28일 현재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1)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주8)
선급법인세
부가세대급금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100,923,269

1,885,495,698
1,878,513,810

341,560

139,030

2,720,002

6,842,858
651,576,595

(1)유형자산(주4)
감가상각누계액

1,885,495,698

1,097,861,707

Ⅱ.비유동자산
기계기구

1,100,923,269

72,731,053

651,576,595

72,731,053

6,827,649,200

6,143,846,746

(6,176,391,605)

(6,071,632,693)

97,252,950

97,252,950

(96,933,950)

(96,735,950)

8,915,172

8,915,172

(8,915,172)

(8,915,172)

자산총계

1,752,499,864

1,958,226,751

부채
Ⅰ.유동부채

453,839,551

1,302,917,962

미지급금

18,515,441

31,146,818

예수금

27,296,180

19,330,031

6,495,892

5,162,919

486,110

2,888,452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주6)

401,045,928

Ⅱ.비유동부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7)

1,244,389,742
884,608,706

884,608,706

부채총계

829,065,247
829,065,247

1,338,448,257

2,131,983,209

414,051,607

(173,756,458)

414,051,607

(173,756,458)

기본금
Ⅰ.운영차익
(1)처분전운영차익
전기이월운영차익
당기운영차익

(173,756,458)

(7,060,717)

587,808,065

(166,695,741)

기본금 총계
부채와 기본금 총계

414,051,607

(173,756,458)

1,752,499,864

1,958,226,75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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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제 16 기 2019년 03월 01일부터 2020년 02월 29일까지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운영수익
Ⅰ.산학협력수익

903,110,808

899,193,255

(1)연구수익

769,528,272

796,952,503

정부연구수익

446,559,641

441,007,407

산업체연구수익

322,968,631

355,945,096

(2)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

(3)기술이전수익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

6,000,000
6,000,000

133,582,536
133,582,536

(5)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

96,240,752
96,240,752

-

-

Ⅱ.지원금수익

4,070,957,395

1,915,528,936

(1)연구수익

2,832,404,423

834,753,006

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2,282,515,981

815,303,448

549,888,442

19,449,558

(2)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790,005,072
790,005,072

(3)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509,875,910
448,547,900

448,547,900

Ⅲ.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509,875,910
570,900,020
570,900,020

410,645,972

344,710,805

57,885,972

82,843,805

57,885,972

82,843,805

교육운영수익

-

-

기타산학협력수익

-

-

(2)지원금 수익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352,760,000
317,260,000

248,582,000

35,500,000

12,400,000

-

885,000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기부금수익
지정기부금

261,867,000

-

-

-

-

-

V.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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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3,460

40,638,692

85,073,460

40,638,692

과

목

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7)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운영외수익

제 16(당) 기

제 15(전) 기

2,441,930

1,247,202

72,204,348

35,381,634

-

-

10,427,182

4,009,856

운영수익총계

5,469,787,635

3,200,071,688

857,393,992

1,023,492,447

운영비용
Ⅰ.산학협력비
(1)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710,029,352

876,944,207

393,095,634

468,529,165

학생인건비

97,398,656

134,961,047

연구장비재료비

97,288,331

105,886,047

연구활동비

46,244,789

26,615,381

연구과제추진비

30,471,033

38,912,748

연구수당

27,640,000

30,658,000

위탁연구개발비

17,890,909

71,381,819

(2)기타산학협력비
기타산학협력비

147,364,640
147,364,640

Ⅱ.지원금사업비
(1)연구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146,548,240
146,548,240

3,378,192,418

1,891,725,653

2,166,367,538

851,070,893

700,636,280

128,851,262

48,100,000

69,064,286

연구장비재료비

654,791,858

444,123,201

연구활동비

627,931,426

85,174,576

연구과제추진비

44,491,974

44,511,568

연구수당

90,416,000

79,346,000

(2)교육운영비

763,276,980

494,649,330

인건비

195,822,750

118,427,750

장학금

42,740,000

68,556,930

524,714,230

307,664,650

기타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기타지원금사업비

448,547,900
448,547,900

546,005,430
546,005,430

Ⅲ.간접비사업비

341,484,093

132,858,949

(1)인력지원비

128,779,794

38,961,851

인건비

86,317,810

연구개발능력성과급

42,461,984

(2)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5,530,260
33,431,591
198,960,570

64,104,864

26,199,852

31,712,704

160,700,528

24,889,170

연구실안전관리비

9,060,190

6,302,990

연구실보안관리비

3,000,000

1,200,000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3,7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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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2,234

과

목

제 16(당) 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3,743,729

Ⅳ.일반관리비

163,706,798

104,956,912

감가상각비(주4)

104,956,912

Ⅴ.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7)

163,706,798
163,706,798

169,952,155

124,983,582

169,952,155

124,983,582

127,747,807

93,517,722

42,204,348

VI.학교회계전출금
(1)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주10)

29,792,234
104,956,912

(1)일반관리비

기타운영외비용

제 15(전) 기

31,465,86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운영비용합계

4,881,979,570

3,366,767,429

당기운영차익

587,808,065

(166,695,741)

운영비용총계

5,469,787,635

3,200,071,68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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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16 기 2019년 03월 01일부터 2020년 02월 29일까지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제 16(당) 기

Ⅰ.처분전운영차익
전기이월운영차익
당기운영차익

제 15(전) 기
414,051,607

(173,756,458)

(173,756,458)

(7,060,717)

587,808,065

(166,695,741)

Ⅱ.차기이월운영차익

414,051,60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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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56,458)

현금흐름표
제 16 기 2019년 03월 01일부터 2020년 02월 29일까지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제 16(당) 기

Ⅰ.현금유입액

4,562,003,092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제 15(전) 기
3,863,388,620

4,562,003,092

3,863,388,620

916,693,657

1,001,310,773

(1)산학협력수익

783,111,121

899,070,021

정부연구수익

478,733,197

494,129,021

산업체연구수익

304,377,924

404,941,000

-

6,000,000

-

6,000,000

(3)설비자산사용료수익

133,582,536

96,240,752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33,582,536

96,240,752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214,030,732

2,510,672,050

1,865,509,740

1,429,896,120

(2)교육운영수익

899,973,092

509,875,910

(3)기타지원금수익

448,547,900

570,900,020

410,645,972

344,710,805

57,885,972

82,843,805

57,885,972

82,843,805

352,760,000

261,867,000

317,260,000

248,582,000

35,500,000

12,400,000

-

885,000

20,632,731

6,694,992

(1)운영외수익

20,632,731

6,694,992

이자수익

2,239,400

1,195,022

(2)기술이전수익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1)연구수익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2)지원금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
4)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기타운영외수익

18,393,331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5,499,970
-

-

Ⅱ.현금유출액

5,342,655,195

3,157,384,943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4,658,852,741

3,128,202,707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872,277,769

1,028,984,753

724,913,129

882,436,513

402,766,537

462,372,347

학생인건비

96,339,780

141,161,047

연구장비재료비

93,076,581

113,536,447

연구활동비

46,614,789

26,245,381

연구과제추진비

31,084,533

46,581,472

(1)산학협력연구비
인건비

- 10 -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연구수당

27,640,000

30,658,000

위탁개발연구비

27,390,909

61,881,819

(2)기타산학협력비

147,364,640

146,548,240

기타산학협력비

147,364,640

146,548,240

3,378,587,360

1,900,269,613

(1)연구비

2,166,762,480

859,614,853

인건비

701,636,280

129,851,262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학생인건비

47,300,000

71,464,286

연구장비재료비

655,364,710

444,386,669

연구활동비

627,857,526

89,601,268

45,245,964

43,645,368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89,358,000

80,666,000

(2)교육운영비

763,276,980

494,649,330

인건비

195,822,750

118,427,750

장학금

42,740,000

68,556,930

기타교육운영비

524,714,230

307,664,650

(3)기타지원금사업비

448,547,900

546,005,430

기타지원금사업비

448,547,900

546,005,430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341,239,093

132,608,949

128,779,794

38,961,851

(1)인력지원비
인건비

86,317,810

5,530,260

연구개발능률성과급

42,461,984

33,431,591

198,715,570

63,854,864

25,954,852

31,462,704

160,700,528

24,889,170

연구실안전관리비

9,060,190

6,302,990

연구실보안관리비

3,000,000

1,200,000

13,743,729

29,792,234

13,743,729

29,792,234

4)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36,748,519

36,339,392

기타운영외비용

36,748,519

36,339,392

30,000,000

30,000,000

(2)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5)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83,802,454

1)유형자산취득지출

683,802,454

기계기구취득

683,802,454

29,182,236
29,182,236
29,182,236

Ⅲ.현금의증감(Ⅰ-Ⅱ)

(780,652,103)

706,003,677

Ⅳ.기초의현금

1,878,513,810

1,172,510,133

Ⅴ.기말의현금(Ⅲ+Ⅳ)

1,097,861,707

1,878,513,81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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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6 기 2020년 02월 29일 현재
제 15 기 2019년 02월 28일 현재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의 개요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2004년 3월 3일 설립되었으며,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
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이 주요 업무입니
다. 당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은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59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
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
계기준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
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
정책과 동일합니다.
당 산학협력단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수익의 인식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 수익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제공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입금 및 기부금 수익은 수령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
습니다. 또한,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
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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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및현금성자산
산학협력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산학협력단은 보고기간말 현재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손추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
정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
상하고,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자산구분

감가상각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기계기구

5년

정액법

집기비품

5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당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학교회계의 고유목적사업에 전출시키기 위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및 환
입은 운영계산서 상의 운영외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6) 오류의 수정
전기 이전의 오류는 당기 영업외손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중대한 오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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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잔액은 없습니다.

4.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기계기구

72,214,053

683,802,454

-

(104,758,912)

-

651,257,595

집기비품

517,000

-

-

(198,000)

-

319,000

72,731,053

683,802,454

-

(104,956,912)

-

651,576,595

합계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기계기구

200,652,156

29,182,236

-

(157,620,339)

-

72,214,053

집기비품

6,603,459

-

-

(6,086,459)

-

517,000

207,255,615

29,182,236

-

(163,706,798)

-

72,731,053

합계

5. 보험가입내역
당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은 종업원건강보험, 고용보험, 종업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14 -

6. 선수수익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수익 및 보조금수익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용
역제공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중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거래처

내역

금액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오염 우심지역 현황조사

32,479,979

환경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11,263,484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중점관리 중권역 지류ㆍ지천 모니터링 등

57,188,227

㈜CTC바이오

복합 효소제용 사료첨가 효소의 생산균 개발

32,330,750

(주)신화엔지니어링

업종별 통합환경관리계획 컨설팅 메뉴얼작성 기술개발 연구

33,600,000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네트워크연구지원사업 등

76,126,97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지원사업

24,088,490

㈜인성정보 등

SW중심대학지원사업(민간대응)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20년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사업

24,000,000

합계

109,968,020
401,045,928

-전기말
(단위 : 원)
거래처

내역

금액

국립환경과학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등

19,659,808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 중점관리 중권역 지류ㆍ지천ㆍ수질ㆍ유량 모니터링

33,941,508

한국기계연구원

EtherCAT기반 안전보드 수정 제작

15,156,818

㈜CTC바이오

복합 효소제용 사료첨가 효소의 생산균 개발

15,136,350

(주)신화엔지니어링

드론과 3D BIM 기술 적용을 통한 4차 산업으로 도약하는 건설
기술 혁신방안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등

42,856,437

㈜세종이엔씨

구매조건부 신테품 개발사업 고강도 격자지보재 개발

㈜케이지엔지니어링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네트워크연구지원사업 등

173,521,95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지원사업

917,588,200

합계

5,910,488
20,618,182

1,244,389,742

- 15 -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및 전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829,065,247

770,929,159

전입액

127,747,807

93,517,722

환입액

(72,204,348)

(35,381,634)

기말잔액

884,608,706

829,065,247

8.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상의 자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당기말 1,097,861,707원,
전기말 1,878,513,810원)입니다.

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의 내용
산학협력단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증수혜자

보증 제공자

제공받은 보증내용

보증금액

보증처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보증보험

이행선급금 등

383,985,920

거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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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용
(1) 특수관계자 현황
관

계

회사명 및 성명

기타

우송대학교

(2) 당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우송대학교

학교회계전출금

당기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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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3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