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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야대학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9일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
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의 2020년 2월 29일
과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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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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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교육부가 제정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
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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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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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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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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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창원코아 6층
대 신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용호

2020년 4월 1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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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회계연도
2019년 03월 01일 부터
2020년 02월 29일 까지

2018회계연도
2018년 03월 01일 부터
2019년 02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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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055- 330- 1018

재무상태표

2019회계연도(당기) 2020년 2월 29일 현재
2018회계연도(전기) 2019년 2월 28일 현재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과목
자

(단위 : 원)
당기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1) 투자자산(주석4)
1. 퇴직연금운용자산

산

총

부

183,192,571
183,192,571

17,808,136

7,380,364

5,272,359

-

12,535,777
계

7,380,364
7,380,364

199,926,209

190,572,935

47,339,686

65,045,153

채
1. 선수수익

47,339,686

Ⅱ. 비유동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채

기

총
본

75,013,992

(88,508,015)

(56,594,582)

계

47,339,686

83,464,563

152,586,523

107,108,372

금

1. 전기이월미처분운영차익
2. 당기운영차익(차손)
금

18,419,410

88,508,015

I. 처분전운영차익(주석5)

본

65,045,153
-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4)

기

182,118,073

12,535,777

Ⅰ. 유동부채

부

183,192,571

5,272,359

(2) 무형자산(주석3)
1. 산업재산권

182,118,073

182,118,073

Ⅱ. 비유동자산

자

전기

총

107,108,372

113,729,384

45,478,151

(6,621,012)

계

152,586,523

107,108,372

부채및기본금총계

199,926,209

190,572,93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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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2019회계연도(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018회계연도(전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과목

(단위 : 원)
당기

전기

운영수익
Ⅰ. 지원금수익

827,805,467

941,881,455

1. 연구수익

61,806,623

114,445,119

1) 정부연구수익

61,806,623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

3. 기타지원금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

36,336

765,998,844

1. 지원금수익

2)기타지원금수익

36,336

765,998,844

Ⅱ. 간접비수익

1)연구수익

114,445,119

827,400,000
827,400,000

42,205,000

46,251,000

42,205,000

46,251,000

2,205,000

6,251,000

40,000,000

40,000,000

Ⅲ.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571,512

6,307,677

571,512

6,307,677

1) 이자수익

150,900

166,054

2) 기타운영외수익

420,612

6,141,623

운영수익총계

870,581,979

994,440,132

797,805,436

955,497,067

55,497,205

114,493,211

운영비용
Ⅰ. 지원금사업비
1. 연구비
1) 인건비

9,000,000

14,600,000

2) 연구장비ㆍ재료비

1,532,000

13,870,300

3) 연구활동비

22,221,203

40,564,556

4) 연구과제추진비

10,784,002

17,875,355

5) 연구수당

11,960,000

27,583,000

2.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사업비

742,308,231
742,308,231

Ⅱ. 간접비사업비
1. 성과활용지원비
1)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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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03,856
841,003,856

16,764,670

35,800,290

-

25,350,000
25,350,000

과목

당기

2.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

16,764,670
16,764,670

Ⅲ.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무형자산상각비
2) 일반제경비

10,450,290
10,450,290

1,796,587

7,691,161

1,796,587

7,691,161

1,696,587

1,152,781

100,000

6,538,380

Ⅳ.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1) 기타운영외비용

전기

8,737,135

2,072,626

8,737,135

2,072,626

8,737,135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차손)
운영비용총계

2,072,626
825,103,828

1,001,061,144

45,478,151

(6,621,012)

870,581,979

994,440,13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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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2019회계연도(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018회계연도(전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목

당기

Ⅰ. 현금유입액

전기
852,876,512

1,030,012,677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852,876,512

1,030,012,677

1)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810,100,000

977,454,000

2)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2,205,000

46,251,000

3)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571,512

6,307,677

853,951,010

989,730,507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847,099,010

986,304,507

1)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821,497,205

941,893,211

2)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6,845,670

35,800,290

3)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100,000

6,538,380

4)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8,656,135

2,072,626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6,852,000

3,426,000

1) 무형자산취득지출

6,852,000

3,426,000

Ⅲ.현금의증감

(1,074,498)

40,282,170

Ⅳ.기초의현금

183,192,571

142,910,401

Ⅴ.기말의현금

182,118,073

183,192,571

Ⅱ.현금유출액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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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9회계연도(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018회계연도(전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1. 법인의 개요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률에 의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
성하고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여 2004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현재 경남 김해
시 삼계로 208 가야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회계
처리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
처리규칙에대한특례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에 따라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 그
외의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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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자산
산학협력단은 개별취득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당해 무형자산
의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
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7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
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산학협력단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
기간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
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농협은행에 가입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납
부한 부담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지
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수익 및 운영외수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운영
비용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및 운영외비용으로 구
분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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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산업재산권

7,380

취득

처분

6,852

상각
-

기말

(1,696)

12,536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산업재산권

5,107

취득

처분

3,426

상각
-

기말

(1,153)

7,380

(2) 무형자산의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일반관리비

전기
1,696

1,153

4. 퇴직급여충당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88,508

75,014

차감 : 퇴직연금운용자산

(93,780)

(56,595)

잔액

(5,272)

1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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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75,014

37,189

퇴직급여지급액

(1,649)

(5,171)

퇴직급여설정액

15,143

42,996

기말잔액

88,508

75,014

(3)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56,595

32,372

부담금납입액

42,884

29,287

897

107

퇴직급여지급액

(6,596)

(5,171)

기말잔액

93,780

56,595

이자수익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정기예적금 등

당기말
장부금액

전기말
공정가치

93,780

9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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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금액
56,595

공정가치
56,595

5.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처분예정일 : 2020년 4월 29일

처분확정일 : 2019년 4월 30일

I. 처분전운영차익
1. 전기이월미처분운영차익
2. 당기운영차익(차손)

152,586,523

107,108,372

107,108,372

113,729,384

45,478,151

(6,621,012)

II. 적립금등 이입액
III. 합계( I + II )
IV. 운영차익처분액
V. 차기이월미처분운영차익(III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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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586,523

107,108,372

-

-

152,586,523

107,108,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