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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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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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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창조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59

(전   화) 042-630-4653

- 4 -



재 무 상 태 표

제 15 기 2019년 02월 28일 현재

제 14 기 2018년 02월 28일 현재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1,885,495,698 1,174,666,611

(1)당좌자산 1,885,495,698 1,174,666,611

현금및현금성자산(주8) 1,878,513,810 1,172,510,133

미수수익 - -

선급법인세 139,030 86,850

부가세대급금 6,842,858 2,069,628

Ⅱ.비유동자산 72,731,053 207,255,615

(1)유형자산(주4) 72,731,053 207,255,615

기계기구 6,143,846,746 6,114,664,510

감가상각누계액 (6,071,632,693) (5,914,012,354)

집기비품 97,252,950 97,252,950

감가상각누계액 (96,735,950) (90,649,491)

차량운반구 8,915,172 8,915,172

감가상각누계액 (8,915,172) (8,915,172)

자산총계 1,958,226,751 1,381,922,226

부채

Ⅰ.유동부채 1,302,917,962 618,053,784

(1)유동부채 1,302,917,962 618,053,784

미지급금 31,146,818 37,070,800

예수금 19,330,031 17,839,917

부가세예수금 5,162,919 5,263,221

미지급비용 2,888,452 10,750,736

선수수익(주6) 1,244,389,742 547,129,110

Ⅱ.비유동부채 829,065,247 770,929,159

(1)비유동부채 829,065,247 770,929,15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7) 829,065,247 770,929,159

부채총계 2,131,983,209 1,388,982,943

기본금

Ⅰ.차기이월운영차익 (173,756,458) (7,060,717)

(1)처분전운영차익 (173,756,458) (7,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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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전기이월운영차익 (7,060,717) 205,486,139

당기운영차익 (166,695,741) (212,546,856)

기본금 총계 (173,756,458) (7,060,717)

부채와 기본금 총계 1,958,226,751 1,381,922,22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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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제 14 기 2017년 03월 01일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운영수익

Ⅰ.산학협력수익 899,193,255 801,476,546

(1)연구수익 796,952,503 603,680,974

정부연구수익 441,007,407 325,902,401

산업체연구수익 355,945,096 277,778,573

(2)교육운영수익 - -

교육운영수익 - -

(3)기술이전수익 6,000,000 19,636,363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6,000,000 19,636,363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96,240,752 164,922,849

설비자산사용료수익 96,240,752 164,922,849

(5)기타산학협력수익 - 13,236,360

기타산학협력수익 - 13,236,360

Ⅱ.지원금수익 1,915,528,936 1,523,479,933

(1)연구수익 834,753,006 538,813,480

정부연구수익 815,303,448 457,181,480

산업체연구수익 19,449,558 81,632,000

(2)교육운영수익 509,875,910 489,899,966

교육운영수익 509,875,910 489,899,966

(3)기타지원금수익 570,900,020 494,766,487

기타지원금수익 570,900,020 494,766,487

Ⅲ.간접비수익 344,710,805 123,661,766

(1)산학협력수익 82,843,805 48,151,950

산학협력연구수익 82,843,805 48,151,950

교육운영수익 - -

기타산학협력수익 - -

(2)지원금 수익 261,867,000 75,509,816

연구수익 248,582,000 59,928,000

교육운영수익 12,400,000 15,581,816

기타지원금수익 885,000 -

Ⅳ.전입및기부금수익 - 64,491,209

(1)기부금수익 - 64,491,209

지정기부금 - 64,491,209

V.운영외수익 40,638,692 75,788,543

(1)운영외수익 40,638,692 75,788,543

이자수익 1,247,202 8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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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7) 35,381,634 73,653,104

유형자산처분이익 - 708,000

기타운영외수익 4,009,856 574,508

운영수익총계 3,200,071,688 2,588,897,997

운영비용

Ⅰ.산학협력비 1,023,492,447 678,874,528

(1)산학협력연구비 876,944,207 545,299,328

인건비 468,529,165 208,352,406

학생인건비 134,961,047 133,968,225

연구장비재료비 105,886,047 74,300,982

연구활동비 26,615,381 57,587,953

연구과제추진비 38,912,748 46,510,067

연구수당 30,658,000 14,670,728

위탁연구개발비 71,381,819 9,908,967

(2)교육운영비 - -

인건비 - -

기타교육운영비 - -

(3)지적재산권운영ㆍ이전비 - 17,045,400

산학협력보상금 - 17,045,400

(4)기타산학협력비 146,548,240 116,529,800

기타산학협력비 146,548,240 116,529,800

Ⅱ.지원금사업비 1,891,725,653 1,425,690,209

(1)연구비 851,070,893 498,343,427

인건비 128,851,262 123,041,612

학생인건비 69,064,286 67,130,000

연구장비재료비 444,123,201 162,611,586

연구활동비 85,174,576 64,163,581

연구과제추진비 44,511,568 29,260,648

연구수당 79,346,000 52,136,000

(2)교육운영비 494,649,330 460,570,865

인건비 118,427,750 125,602,940

장학금 68,556,930 176,937,980

기타교육운영비 307,664,650 158,029,945

(3)기타지원금사업비 546,005,430 466,775,917

기타지원금사업비 546,005,430 466,775,917

Ⅲ.간접비사업비 132,858,949 63,690,002

(1)인력지원비 38,961,851 7,250,000

인건비 5,530,260 -

연구개발능력성과급 33,431,591 7,250,000

(2)연구지원비 64,104,864 40,893,402

기관공통지원경비 31,712,704 23,43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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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24,889,170 13,332,240

연구실안전관리비 6,302,990 4,124,460

연구실보안관리비 1,200,000 -

(3)성과활용지원비 29,792,234 15,546,600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29,792,234 15,546,600

Ⅳ.일반관리비 163,706,798 350,301,444

(1)일반관리비 163,706,798 350,301,444

감가상각비(주4) 163,706,798 350,301,444

Ⅴ.운영외비용 124,983,582 218,397,461

(1)운영외비용 124,983,582 218,397,4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7) 93,517,722 188,572,124

기타운영외비용 31,465,860 29,825,337

VI.학교회계전출금 30,000,000 64,491,209

(1)학교회계전출금 30,000,000 64,491,209

학교회계전출금(주10) 30,000,000 64,491,209

운영비용합계 3,366,767,429 2,801,444,853

당기운영차익 (166,695,741) (212,546,856)

운영비용총계 3,200,071,688 2,588,897,99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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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제 14 기 2017년 03월 01일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Ⅰ.처분전운영차익 (173,756,458) (7,060,717)

전기이월운영차익 (7,060,717) 205,486,139

당기운영차익 (166,695,741) (212,546,856)

Ⅱ.차기이월운영차익 (173,756,458) (7,060,71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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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15 기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제 14 기 2017년 03월 01일부터 2018년 02월 28일까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Ⅰ.현금유입액 3,863,388,620 2,799,304,984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863,388,620 2,798,596,984

 1)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001,310,773 753,244,181

(1)산학협력수익 899,070,021 555,448,609

정부연구수익 494,129,021 264,007,589

산업체연구수익 404,941,000 291,441,020

(2)기술이전수익 6,000,000 19,636,363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6,000,000 19,636,363

(3)설비자산사용료수익 96,240,752 164,922,849

설비자산사용료수익 96,240,752 164,922,849

(4)기타산학협력수익 - 13,236,360

기타산학협력수익 - 13,236,360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2,510,672,050 1,849,577,953

(1)연구수익 2,510,672,050 1,849,577,953

정부연구수익 1,429,896,120 864,911,500

교육운영수익 509,875,910 489,899,966

기타지원금수익 570,900,020 494,766,487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344,710,805 124,607,221

(1)산학협력수익 82,843,805 49,097,405

산학협력연구수익 82,843,805 49,097,405

(2)지원금수익 261,867,000 75,509,816

산학협력연구수익 248,582,000 59,928,000

교육운영수익 12,400,000 15,581,816

기타지원금수익 885,000 -

 4)전입 및 기부금 현금 유입액 - 64,491,209

(1)기부금 수익 - 64,491,209

기부금 수익 - 64,491,209

 5)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6,694,992 6,676,420

(1)운영외수익 6,694,992 6,676,420

이자수익 1,195,022 838,691

기타운영외수익 5,499,970 5,837,729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708,000

 1)유형자산매각대 - 708,000

(1)기계기구 매각대 - 708,000

Ⅱ.현금유출액 3,157,384,943 2,296,9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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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128,202,707 2,260,611,348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028,984,753 664,679,886

(1)산학협력연구비 882,436,513 531,104,686

인건비 462,372,347 202,587,696

학생인건비 141,161,047 136,406,173

연구장비재료비 113,536,447 68,572,682

연구활동비 26,245,381 57,640,213

연구과제추진비 46,581,472 40,818,227

연구수당 30,658,000 15,170,728

위탁개발연구비 61,881,819 9,908,967

(2)지적재산권운영이전비 - 17,045,400

산학협력보상금 - 17,045,400

(3)기타산학협력비 146,548,240 116,529,800

기타산학협력비 146,548,240 116,529,800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1,900,269,613 1,417,730,375

(1)연구비 859,614,853 489,498,593

인건비 129,851,262 121,041,612

학생인건비 71,464,286 66,530,000

연구장비재료비 444,386,669 161,775,266

연구활동비 89,601,268 60,453,301

연구과제추진비 43,645,368 29,082,414

연구수당 80,666,000 50,616,000

(2)교육운영비 494,649,330 461,455,865

인건비 118,427,750 125,802,940

장학금 68,556,930 176,937,980

기타교육운영비 307,664,650 158,714,945

(3)기타지원금사업비 546,005,430 466,775,917

기타지원금사업비 546,005,430 466,775,917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32,608,949 65,003,502

(1)인력지원비 38,961,851 7,250,000

인건비 5,530,26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3,431,591 7,250,000

(2)연구지원비 63,854,864 42,323,402

기관공통지원경비 31,462,704 24,866,70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24,889,170 13,332,240

연구실안전관리비 6,302,990 4,124,460

연구실보안관리비 1,200,000 -

(3)성과활용지원비 29,792,234 15,430,100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29,792,234 15,430,100

 4)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36,339,392 48,706,376

기타운영외비용 36,339,392 48,7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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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5)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30,000,000 64,491,209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9,182,236 36,313,858

 1)유형자산취득지출 29,182,236 36,313,858

(1)기계기구취득 29,182,236 36,313,858

(2)집기비품취득 - -

Ⅲ.현금의증감(Ⅰ-Ⅱ) 706,003,677 502,379,778

Ⅳ.기초의현금 1,172,510,133 670,130,355

Ⅴ.기말의현금(Ⅲ+Ⅳ) 1,878,513,810 1,172,510,13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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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5 기 2019년 02월 28일 현재

제 14 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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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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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52,156 29,182,236 - (157,620,339) - 72,214,053

집기비품 6,603,459 - - (6,086,459) - 517,000

합계 207,255,615 29,182,236 - (163,706,798) - 72,731,053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기계기구 496,443,741 36,313,858 - (332,105,443) - 200,652,156

집기비품 24,799,460 - - (18,196,001) - 6,603,459

합계 521,243,201 36,313,858 - (350,301,444) - 207,255,615

5. 보험가입내역

당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은 종업원건강보험, 고용보험, 종업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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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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등 19,659,808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 중점관리 중권역 지류지천· 수질·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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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0,488

㈜케이지엔지니어링 대전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20,618,182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네트워크연구지원사업 등 173,521,95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SW중심대학지원사업 917,588,200

합계 1,244,389,742

-전기말

(단위 : 원)

거래처 내역 금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웨어러블 차세대 전원모듈용 고자유도 무선 적용성

검증 연구
15,636,520

㈜세종이엔씨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베트남고칼슘 비산회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연약지반 처리공법 개발
16,191,350

㈜CTC바이오 고기능성 사료첨가용 효소제의 생산균주 개발 용역연구 6,112,998

㈜나노헬릭스 Taq polymerase의 저온 활성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개발 13,221,205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네트워크연구지원사업 등 179,932,60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316,034,434

합계 547,12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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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 및 전기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770,929,159 656,010,139

전입액 93,517,722 188,572,124

환입액 (35,381,634) (73,653,104)

기말잔액 829,065,247 770,929,159

8.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상의 자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당기말 1,878,513,810원,

전기말 1,172,510,133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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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2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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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전기

우송대학교 학교회계전출금 30,000,000 64,4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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