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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귀중 2021년 5월 31일

감사의견

우리는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

다. 동 재무제표는산학협력단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재무상태표, 동일로종료되

는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

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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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별첨 주석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학협력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산

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특별히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

한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

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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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산학협력단의 2020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타 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 이 감사인의 2020년 7월 23일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학협력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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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

용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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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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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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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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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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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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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회계법인 동행 대표이사 유환철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년 5월 3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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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동행직인



(첨부)재 무 제 표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17기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2월 28일 까지

제 16기

2019년 03월 01일 부터

2020년 02월 29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태숙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97

(전 화) 033) 550-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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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17(당)기2021년2월28일현재

제16(당)기2020년2월29일현재

강원관광대학교산학협력단 (단위:원)

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자 산

Ⅰ.유동자산 110,534,935 245,842,226

(1)당좌자산 110,534,935 245,842,226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09,233,585 227,709,116

2.미수금 1,276,830 18,106,200

3.선급법인세 24,520 26,910

Ⅱ.비유동자산 432,321 133,916,872

(1)유형자산(주석4) 432,321 133,916,872

1.구축물 6,363,636 6,363,636

감가상각누계액 (6,362,636) (6,362,636)

2.기계기구 1,984,123,127 1,984,123,127

감가상각누계액 (1,983,938,126) (1,888,313,604)

3.집기비품 857,880,997 857,880,997

감가상각누계액 (857,634,677) (819,774,648)

4.기타유형자산 222,814,000 222,814,000

감가상각누계액 (222,814,000) (222,814,000)

자 산 총 계 110,967,256 379,759,098

부 채

Ⅰ.유동부채 8,487,230 58,011,660

1.미지급금 1,295,000 53,166,450

2.예수금 1,392,230 4,845,210

3.선수수익 5,800,000 -

Ⅱ.비유동부채 29,300,000 31,861,891

1.임대보증금 29,300,000 29,300,000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 2,561,891

부 채 총 계 37,787,230 89,873,551

기 본 금

Ⅰ.기본금 - -

(1)출연기본금 - -

1.출연기본금 - -

Ⅱ.운영차익 73,180,026 289,8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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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1)미처분운영차익(주석7) 73,180,026 289,885,547

1.전기이월운영차액 289,885,547 618,831,317

2.당기운영차익 (216,705,521) (328,945,770)

기 본 금 총 계 73,180,026 289,885,547

부채와기본금총계 110,967,256 379,759,09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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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제17(당)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16(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운 영 수 익

Ⅰ.산학협력수익(주석5) 28,495,520 30,861,368

(1)산학협력연구수익 19,970,000 -

1.정부연구수익 19,970,000 -

(2)교육운영수익 8,525,520 16,680,000

1.교육운영수익 8,525,520 16,680,000

(3)설비자산사용료수익 - 2,300,000

1.임대료수익 - 2,300,000

(4)기타산학협력수익 - 11,881,368

1.기타산학협력수익 - 11,881,368

Ⅱ지원금수익(주석6) 252,192,112 586,153,439

(1)교육운영수익 - 84,545,784

1.교육운영수익 - 84,545,784

(2)기타지원금수익 252,192,112 501,607,655

1.기타지원금수익 252,192,112 501,607,655

Ⅲ.간접비수익 15,998,000 25,000,000

(1)산학협력수익 998,000 -

1.산학협력연구수익 998,000 -

(2)지원금수익 15,000,000 25,000,000

1.기타지원금수익 15,000,000 25,000,000

Ⅳ.운영외수익 2,835,298 128,610,300

(1)운영외수익 2,835,298 128,610,300

1.이자수익 176,775 199,995

2.전기오류수정이익 - 8,186,933

3.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561,891 120,220,360

4.기타운영외수익 96,632 3,012

운영수익총계 299,520,930 770,625,107

운 영 비 용

Ⅰ.산학협력비 24,195,206 16,437,441

(1)산학협력연구비 19,85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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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1.연구활동비 19,859,000 -

(2)교육운영비 4,336,206 13,084,600

1.실험실습비 375,000 1,420,000

2.기타교육운영비 3,961,206 11,664,600

(3)기타산학협력비 - 3,352,841

1.기타산학협력비 - 3,352,841

Ⅱ.지원금사업비 261,289,493 555,356,576

(1)교육운영비 - 67,600,000

1.기타교육운영비 - 67,600,000

(2)기타지원금사업비 261,289,493 487,756,576

1.기타지원금사업비 261,289,493 487,756,576

Ⅲ.간접비사업비 - 20,535,600

(1)연구지원비 - 20,535,600

1.기관공통지원경비 - 20,535,600

Ⅳ.일반관리비 140,228,043 447,401,986

(1)일반관리비 140,228,043 447,401,986

1.감가상각비 133,484,551 444,525,261

2.일반제경비 6,743,492 2,876,725

Ⅴ.운영외비용 37,757,800 9,839,274

(1)운영외비용 37,757,800 9,839,274

1.전기오류수정손실 37,527,120 6,536,000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2,561,891

3.기타운영외비용 230,680 741,383

Ⅵ.학교회계전출금 52,755,909 50,000,000

(1)학교회계전출금 52,755,909 50,000,000

1.학교회계전출금 52,755,909 50,000,000

운영비용합계 516,226,451 1,099,570,877

당기운영차액 (216,705,521) (328,945,770)

비 용 총 계 299,520,930 770,625,10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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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17(당)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16(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Ⅰ.현금유입액 313,790,799 472,460,474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313,790,799 472,460,474

1)산학협력연구수익현금유입액 28,495,520 30,861,368

(1)연구수익 19,970,000 -

가.정부연구수익 19,970,000 -

(2)교육운영수익 8,525,520 16,680,000

가.교육운영수익 8,525,520 16,680,000

(3)설비자산사용료수익 - 2,300,000

가.임대료수익 - 2,300,000

(4)기타산학협력수익 - 11,881,368

가.기타산학협력수익 - 11,881,368

2)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269,021,482 416,396,099

(1)교육운영수익 16,829,370 67,145,784

가.교육운영수익 16,829,370 67,145,784

(2)기타지원금수익 252,192,112 349,250,315

가.기타지원금수익 252,192,112 349,250,315

3)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15,998,000 25,000,000

(1)산학협력수익 998,000 -

가.산학협력연구수익 998,000 -

(2)지원금수익 15,000,000 25,000,000

가.기타지원금수익 15,000,000 25,000,000

4)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75,797 203,007

(1)운영외수익 275,797 203,007

가.이자수익 179,165 199,995

나.기타운영외수익 96,632 3,012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Ⅱ.현금유출액 (432,266,330) (592,334,526)

1.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432,266,330) (592,334,526)

1)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4,195,206) (16,8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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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17(당)기 제16(전)기

(1)산학협력연구비 19,859,000 -

가.연구활동비 19,859,000 -

(2)교육운영비 4,336,206 13,084,600

가.실험실습비 375,000 1,420,000

나.기타교육운영비 3,961,206 11,664,600

(3)기타산학협력비 - 3,796,735

가.기타산학협력비 - 3,796,735

2)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10,211,863) (501,299,483)

(1)교육운영비 40,600,000 27,000,000

가.기타교육운영비 40,600,000 27,000,000

(2)기타지원금사업비 269,611,863 474,299,483

가.기타지원금사업비 269,611,863 474,299,483

3)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 (20,535,600)

(1)교육운영비 - 20,535,600

가.기관공통지원경비 - 20,535,600

4)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7,345,552) (2,876,725)

(1)일반관리비 7,345,552 2,876,725

가.일반제경비 7,345,552 2,876,725

5)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37,757,800) (741,383)

(1)운영외비용 37,757,800 741,383

가.전기오류수정손실 37,527,120 741,383

나.기타운영외비용 230,680 741,383

6)학교회계전출현금유출액 (52,755,909) (50,000,000)

(1)학교회계전출금 52,755,909 50,000,000

가.학교회계전출금 52,755,909 50,000,00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3.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III.현금의증감(I-II) (118,475,531) (119,874,052)

IV.기초의현금 227,709,116 347,583,168

V.기말의현금(주석3) 109,233,585 227,709,11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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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17(당)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16(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 개요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4월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 산업체의 유기적

연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비관

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 이전 및 사업화촉진 등을 주업무로 하고있습니

다.

당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은 강원도 태백시 소재 강원관광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기

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됩니다. 그 밖의 산

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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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금및현금성자산

산학협력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의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취

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큰 거래비용 없이 현

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

및 금융상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상품

산학협력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

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

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

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을 제외

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5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습니

다.

라. 무형자산

산학협력단은 무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당

해 자산의 내용연수(5년)동안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

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퇴직급여

산학협력단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

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

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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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운영수익은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

익, 전입 및 기부수익, 운영외수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운영비용은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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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

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말잔액

산학협력단

창업동아리 농협중앙회 271-01-****** 7

기부금 농협중앙회 301-0094-**** 927,864

G/E/4/U사업 농협중앙회 301-0161-**** 5,846,021

운영비 국민은행 308301-0-**** 15,802,538

예수금 국민은행 308301-0-**** 5,420,960

간접비 국민은행 308301-0-**** 20,746,299

한국연구재단사업 국민은행 308301-0-**** 14,426

소계 48,758,115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농협중앙회 301-0034-**** 24,564,633

소계 24,564,633

창업

보육

센터

강원도보조금 농협중앙회 301-0008-**** 2,122

보육료 농협중앙회 301-0008-**** 2,474,875

보증금 농협중앙회 301-0008-**** 33,428,196

태백시보조금 농협중앙회 301-0008-**** 5,644

소계 35,910,837

합계 109,23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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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말잔액

산학협력단

창업동아리 농협중앙회 271-01-****** 1,036

기부금 농협중앙회 301-0094-**** 926,940

G/E/4/U사업 농협중앙회 301-0161-**** 40,628,295

운영비 국민은행 308301-0-**** 28,126,890

예수금 국민은행 308301-0-**** 10,936,288

간접비 국민은행 308301-0-**** 17,464,955

동해어린이급식 국민은행 308301-0-**** 155,060

한국연구재단사업 국민은행 308301-0-**** 20,867,802

소계 119,107,266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농협중앙회 301-0034-**** 34,978,942

소계 34,978,942

창업

보육

센터

강원도보조금 농협중앙회 301-0008-**** 2,120

보육료 농협중앙회 301-0008-**** 2,472,410

보증금 농협중앙회 301-0008-**** 33,400,001

태백시보조금 농협중앙회 301-0008-**** 5,640

소계 35,880,171

학교

기업

웰빙베이커리 국민은행 308301-0-**** 6,346,237

카폐 국민은행 308301-0-**** 31,396,500

소계 37,742,737

합계 227,709,116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내역 금융기관 계좌번호 당기말 전기말

보조사업의예탁된

정부보조금
동해어린이급식 국민은행 308301-0-**** - 155,060

합계 - 15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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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 원)

구분 기초가액 취득 처분 기타 감가상각비 기말가액

구축물 1,000 - - - - 1,000

기계기구 95,809,523 - - - (95,624,522) 185,001

집기비품 38,106,349 - - - (37,860,029) 246,320

합계 133,916,872 - - - (133,484,551) 432,321

(전 기) (단위 : 원)

구분 기초가액 취득 처분 기타 감가상각비 기말가액

구축물 1,000 - - - - 1,000

기계기구 386,867,214 - - - (291,057,691) 95,809,523

집기비품 191,573,919 - - - (153,467,570) 38,106,349

합계 578,442,133 - - - (444,525,261) 133,91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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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학협력수익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산학협력수익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거래처명 당기 전기

산학협력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19,970,000 -

교육운영수익 요양보호사교육원 8,525,520 16,680,000

설비자산사용료수익 태백시청 - 2,300,000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 - 11,881,368

합 계 28,495,520 30,86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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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수익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지원금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거래처명 당기 전기

교육운영수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27,00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 57,545,784

소 계 - 84,545,784

기타지원금수익

강원도청 - 2,000,000

태백시청 - 175,175,965

동해시청 252,192,112 303,463,690

한국연구재단 - 20,968,000

소 계 252,192,112 501,607,655

합 계 252,192,112 586,153,439

7. 차기이월운영차익

산학협력단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차익에 당기운영차손익을 가감하여 차기이월

운영차익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중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 당기운영차손익 당기처분 처분후금액

차기이월운영차익 289,885,547 (216,705,521) - 73,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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