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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단 단장귀중

우리는 별첨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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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

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

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

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

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

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의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

간의 운영성과 그리고 운영차익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재무제표

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

이 아닙니다.

2022년 5월 19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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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제 17 기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2년 02월 28일 까지

제 16 기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2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영민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05

(전   화) 02-3453-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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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 기  2022년 2월 28일 현재

제 16(전) 기  2021년 2월 28일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Ⅰ. 유동자산 174,037,157 167,553,794

 1. 당좌자산 174,037,157 167,553,79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66,806,135 166,230,795

   2) 선급금 1,146,000 1,146,000

   3) 선급법인세 42,100 47,170

   4) 부가세대급금 9,042 129,829

   5) 기타당좌자산 6,033,880 -

Ⅱ. 비유동자산 91,353,740 38,550,909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26,501,299 3,440,817

   1) 기계기구 57,814,450 29,316,290

      (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액 ) (31,345,167) (26,003,489)

   2) 집기비품 480,000 480,000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447,984) (351,984)

 3. 무형자산 33,089,079 15,310,598

   1) 지식재산권 12,721,884 15,310,598

   2) 기타무형자산 20,367,195 -

 4. 기타비유동자산 31,763,362 19,799,494

   1) 기타기금 31,763,362 19,799,494

자    산    총    계 265,390,897 206,104,703

Ⅰ. 유동부채 106,809,684 113,876,895

 1. 유동부채 106,809,684 113,876,895

   1) 제세예수금 2,767,590 4,522,410

   2) 부가세예수금 2,000,000 920,455

   3) 선수수익 102,042,094 108,434,030

Ⅱ. 비유동부채 - -

부 채 총 계 106,809,684 113,876,895

Ⅰ. 적립금 47,524,743 31,700,957

 1. 적립급 31,763,362 19,799,494

   1) 기타적립금 31,763,362 19,799,494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761,381 11,901,463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761,381 11,901,463

Ⅱ. 운영차익 111,056,470 60,526,851

 1. 처분전운영차익 111,056,470 60,526,851

   1) 전기이월운영차익 44,703,065 49,51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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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2) 당기운영차익 66,353,405 11,007,817

기    본    금    총    계 158,581,213 92,227,808

부 채 와 기 본 금 총 계 265,390,897 206,104,703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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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계 산 서

제 17(당) 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 16(전)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운  영  수  익

Ⅰ. 산학협력수익 121,535,916 112,861,273

 1. 연구수익 116,990,461 112,861,273

   1) 정부연구수익 116,913,642 103,085,132

   2) 산업체연구수익 76,819 9,776,141

 2. 기술이전수익 4,545,455 -

   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4,545,455 -

Ⅱ. 지원금수익 599,783,489 254,721,619

 1. 연구수익 579,383,489 254,721,619

   1) 정부연구수익 579,383,489 254,721,619

 2. 교육운영수익 8,400,000 -

   1) 교육운영수익 8,400,000 -

 3. 기타지원금수익 12,000,000 -

   1) 기타지원금수익 12,000,000 -

Ⅲ. 간접비수익 27,089,103 41,804,815

 1. 산학협력수익 9,400,103 15,052,815

   1) 산학협력연구수익 9,400,103 15,052,815

 2. 지원금수익 17,689,000 26,752,000

   1) 연구수익 17,689,000 26,752,000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28,500,000 9,800,000

 1. 기부금수익 28,500,000 9,800,000

   1) 지정기부금 28,500,000 9,800,000

Ⅴ. 운영외수익 5,229,531 708,566

 1. 운영외수익 5,229,531 708,566

   1) 이자수익 354,908 336,475

   2) 기타운영외수익 4,874,623 372,091

운영수익총계 782,138,039 419,896,273

운  영  비  용

Ⅰ. 산학협력비 116,919,736 112,861,273

 1. 산학협력연구비 116,919,736 112,861,273

   1) 인건비 75,184,620 70,514,551

   2) 학생인건비 1,200,000 4,158,826

   3) 연구활동비 30,535,116 32,733,351

   4) 위탁연구개발비 10,000,000 5,454,545

Ⅱ. 지원금사업비 565,045,609 253,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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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1. 연구비 563,148,109 253,121,429

   1) 인건비 310,552,670 52,344,100

   2) 학생인건비 55,781,828 82,968,172

   3) 연구시설장비비 1,220,628 30,010,256

   4) 연구활동비 162,097,983 46,120,901

   5) 연구수당 33,495,000 41,678,000

 2. 교육운영비 1,897,500 -

   1) 인건비 1,600,000 -

   2) 기타교육운영비 297,500 -

Ⅲ. 간접비사업비 10,516,109 4,807,550

 1. 인력지원비 4,605,400 -

   1) 인건비 4,605,400 -

 2. 연구지원비 5,910,709 4,807,550

   1) 기관공통비용 5,910,709 4,807,550

Ⅳ. 일반관리비 9,681,371 24,593,110

 1. 일반관리비 9,681,371 24,593,110

   1) 지급수수료 1,168,000 18,700,000

   2) 감가상각비 5,437,678 3,304,408

   3) 무형자산상각비 3,075,693 2,588,702

Ⅴ. 운영외비용 4,011,549 4,378,224

 1. 운영외비용 4,011,549 4,378,224

   1) 기타운영외비용 4,011,549 4,378,224

Ⅵ. 학교회계전출금 9,610,260 9,126,870

 1. 학교회계전출금 9,610,260 9,126,870

   1) 학교회계전출금 9,610,260 9,126,870

운  영  비  용  합  계 715,784,634 408,888,456

당  기  운  영  차  익 66,353,405 11,007,817

운  영  비  용  총  계 782,138,039 419,896,273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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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차 익 처 분 계 산 서

제17(당)기
2021년   3월  1일 부터

제16(전)기
2020년   3월  1일 부터

2022년  2월 28일 까지 2021년  2월 28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2년  4월 11일 처리확정일 2021년  4월 12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원)

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Ⅰ. 처분전 운영차손익 111,056,470 60,526,851

    1) 전기이월운영차익 44,703,065 49,519,034

    2) 당기운영차익 66,353,405 11,007,817

Ⅱ. 적립금 등 이입액 18,760,672 11,901,463

    1) 기타적립금이입액 2,999,291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입액 15,761,381 11,901,463

Ⅲ. 합  계( Ⅰ＋Ⅱ) 129,817,142 72,428,314

Ⅳ. 운영차익처분액 66,353,405 27,725,249

    1) 기타적립금적립액 47,107,591 11,963,86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 19,245,814 15,761,381

Ⅴ. 차기이월운영차익(Ⅲ－Ⅳ) 63,463,737 44,703,065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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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 16(전)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Ⅰ. 현금유입액 776,830,718 461,550,627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776,830,718 452,200,627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15,915,753 120,792,834

     (1) 연구수익 111,370,298 120,792,834

       가. 정부연구수익 111,370,298 110,875,479

       나. 산업체연구수익 - 9,917,355

     (2) 기술이전수익 4,545,455 -

       가. 지식재산권이전수익 4,545,455 -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600,091,261 279,080,172

     (1) 연구수익 579,691,261 279,080,172

       가. 정부연구수익 579,691,261 279,080,172

     (2) 교육운영수익 8,400,000 -

       가. 교육운영수익 8,400,000 -

     (3) 기타지원금수익 12,000,000 -

       가. 기타지원금수익 12,000,000 -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27,089,103 41,804,815

     (1) 산학협력수익 9,400,103 15,052,815

       가. 산학협력연구수익 9,400,103 15,052,815

     (2) 지원금수익 17,689,000 26,752,000

       가. 지원금연구수익 17,689,000 26,752,000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28,500,000 9,800,000

     (1) 기부금수익 28,500,000 9,800,000

       가. 지정기부금 28,500,000 9,800,000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5,234,601 722,806

     (1) 운영외수익 5,234,601 722,806

       가. 이자수익 359,978 350,715

       나. 기타운영외수익 4,874,623 372,091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9,350,000

   1) 기타비유동자산수입 - 9,350,000

     (1) 기타지금인출수입 - 9,350,000

       가. 기타기금인출수입 - 9,350,000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Ⅱ. 현금유출액 776,255,378 426,575,235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714,939,176 401,394,178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17,403,709 114,7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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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7 (당) 기 제 16 (전) 기

     (1) 산학협력연구비 117,403,709 114,774,005

       가. 인건비 75,591,380 72,621,011

       나. 학생인건비 1,332,000 4,119,226

       다. 연구활동비 30,480,329 32,579,223

       라. 위탁연구개발비 10,000,000 5,454,545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572,229,549 251,700,529

     (1) 연구비 570,332,049 251,700,529

       가. 인건비 317,472,820 51,695,080

       나. 학생인건비 56,268,588 82,362,612

       다. 연구시설장비비 1,220,628 30,010,256

       라. 연구활동비 161,696,373 46,103,301

       마. 연구수당 33,673,640 41,529,280

     (2) 교육운영비 1,897,500 -

       가. 인건비 1,600,000 -

       나 .기타교육운영비 297,500 -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0,516,109 4,807,550

     (1) 인력지원비 4,605,400 -

       가. 인건비 4,605,400 -

     (2) 연구지원비 5,910,709 4,807,550

       가. 기관공통경비 5,910,709 4,807,550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1,168,000 18,700,000

     (1) 일반관리비 1,168,000 18,700,000

       가. 지급수수료 1,168,000 18,700,000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4,011,549 2,285,224

     (1) 운영외비용 4,011,549 2,285,224

       가. 기타운영외비용 4,011,549 2,285,224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9,610,260 9,126,87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1,316,202 25,181,057

   1) 유형자산취득지출 28,498,160 1,600,190

       가. 기계기구취득 28,498,160 1,600,190

   2) 무형자산취득지출 20,854,174 8,809,500

       가. 지식재산권취득 - 8,809,500

       나. 기타무형자산취득 20,854,174 -

   3) 기타비유동자산지출 11,963,868 14,771,367

       가.기타기금적립지출 11,963,868 14,771,367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Ⅲ. 현 금 의  증 감 575,340 34,975,392

Ⅳ. 기 초 의  현 금 166,230,795 131,255,403

Ⅴ. 기 말 의  현 금 166,806,135 166,230,795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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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17 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제 16 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

1. 일반사항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련 법률에 

의거 2005년 8월에 설립 되었으며,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 

입니다.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산학협력단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와 주요

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05

(2) 주요사업내용 :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학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진에 관한 업무, 그밖의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대표이사 :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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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산학협력단 회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에 대한 산

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수익의 인식     

    

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사업기간이 정하여진 지원금수익 등에 대해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부금

수익의 경우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

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식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

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

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기본금은 적립금, 준비금 및 운영차손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ㆍ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3) 운영계산서 작성기준

운영계산서는 ①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 수익 및 운영외수익 등의 수익항

목과 ②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및 학교회

계전출금 등의 비용항목, 그리고 ③당기운영차익으로 구분표시하며 총액으로 기재하

고 있습니다. 운영계산서는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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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생한 기간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은 실현된 시기를 기준

으로, 비용은 발생된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서로 대응표시 시키

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표 작성기준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활동 등은

운영활동으로,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 여유현금의 운용 등은 투자활동, 비유동부

채 및 기본금의 조달과 상환 등은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흐름표

는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

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

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

고 있으며,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

기 계 기 구 5 년

집 기 비 품 5 년

기타의유형자산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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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

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 상각하

고 있으며,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

영업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무형자산 5 년

특허권 7 년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 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기계장치 3,313 28,498 - (5,342) 26,469

집기비품 128 - - (96) 32

합   계 3,441 28,498 - (5,438) 26,501

<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잔액 취 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기계장치 4,921 1,600 - (3,208) 3,313

집기비품 224 - - (96) 128

합   계 5,145 1,600 - (3,304)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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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산학협력단의 무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 기말

지식재산권 15,311 - - (2,589) 12,722

기타무형자산 - 20,854 - (487) 20,367

합    계 15,311 20,854 - (3,076) 33,089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 기말

지식재산권 9,090 8,810 - (2,589) 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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