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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귀중 2022년 4월 27일

감사의견 

우리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

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계산서, 운영차손익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의 2022년 2월 28일

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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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

처리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Administrator
새 스탬프

Administrator
새 스탬프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산학협력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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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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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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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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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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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년 4월 2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

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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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8(당) 기

2021년 03월 01일 부터

2022년 02월 28일 까지

제17(전) 기

2020년 03월 01일 부터

2021년 02월 28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조윤기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전   화) 043-2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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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18(당)기 : 2022년 02월 28일 현재

제17(전)기 : 2021년 02월 28일 현재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1,111,701,882 992,266,423

 1. 당좌자산 1,111,701,882 992,266,423

  1) 현금성자산 (주석3) 1,032,738,453 937,941,392

  2) 미수금 11,441,465 6,079,665

  3) 미수수익 29,145,800 8,501,800

  4) 선급금 36,667,414 38,447,064

  5) 선급법인세(주석8) 358,720 368,280

  6) 부가세대급금 1,350,030 928,222

II. 비유동자산 4,436,063,762 4,483,639,938

 1. 유형자산 (주석4) 3,831,444,643 3,799,590,717

  1) 건물 1,459,622,880 1,459,622,880

      감가상각누계액 (1,459,621,880) 1,000 (1,459,621,880) 1,000

  2) 구축물 23,433,000 23,433,000

      감가상각누계액 (23,432,000) 1,000 (23,432,000) 1,000

  3) 기계기구 14,694,610,130 13,497,701,820

      감가상각누계액 (11,394,776,822) 3,299,833,308 (10,319,930,820) 3,177,771,000

  4) 집기비품 1,833,762,278 1,766,146,196

      감가상각누계액 (1,302,157,943) 531,604,335 (1,144,333,479) 621,812,717

  5) 기타유형자산 151,655,500 151,655,500

      감가상각누계액 (151,650,500) 5,000 (151,650,500) 5,000

 2. 무형자산 (주석5) 604,619,119 684,049,221

  1) 지식재산권 19,597,356 16,058,261

  2) 기타무형자산 585,021,763 667,990,960

자산총계 5,547,765,644 5,475,906,361

부채

I. 유동부채 317,257,006 350,290,762

 1. 유동부채 317,257,006 350,290,762

  1) 미지급금 181,091,901 146,814,382

  2) 예수금 9,966,510 3,377,510

  3) 제세예수금 10,940,460 12,747,540

  4) 부가세예수금 1,631,644 1,713,409

  5) 선수수익 113,626,491 185,637,921

II. 비유동부채 327,182,785 225,150,584

 1. 비유동부채 327,182,785 225,15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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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1) 임대보증금 67,200,000 64,848,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주석9) 259,982,785 160,302,584

부채총계 644,439,791 575,441,346

기본금

I. 출연기본금 - -

 1. 출연기본금 - -

  1) 출연기본금 - -

II. 운영차익 4,903,325,853 4,900,465,015

 1. 처분전운영차익 4,903,325,853 4,900,465,015

  1) 전기이월운영차손익 4,900,465,015 3,934,002,007

  2) 당기운영차손익 2,860,838 966,463,008

기본금총계 4,903,325,853 4,900,465,015

부채와기본금총계 5,547,765,644 5,475,906,361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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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계 산 서

제18(당)기 :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제17(전)기 :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운영수익

I. 산학협력수익(주석6) 316,242,063 197,154,356

1. 연구수익 10,000,000 -

 1) 정부연구수익 10,000,000 -

2. 교육운영수익 199,527,690 91,942,610

 1)  교육운영수익 199,527,690 91,942,610

3. 기술이전수익 - 1,500,000

 1) 지적재산권이전수익 - 1,500,000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06,714,373 103,711,746

 1) 임대료수익 106,714,373 103,711,746

II. 지원금수익(주석7) 4,812,549,488 5,908,295,940

1. 연구수익 - 8,871,000

 1) 정부연구수익 - 8,871,000

2. 교육운영수익 4,449,436,252 5,364,282,074

 1) 교육운영수익 4,449,436,252 5,364,282,074

3. 기타지원금수익 363,113,236 535,142,866

 1) 기타지원금수익 363,113,236 535,142,866

III. 간접비수익 215,534,284 220,652,500

1. 지원금수익 215,534,284 220,652,500

 1) 연구수익 1,000,000 2,490,000

 2) 교육운영수익 212,111,784 211,562,500

 3) 기타지원금수익 2,422,500 6,600,000

IV. 전입 및 기부금수익 2,000,000 -

1. 기부금수익 2,000,000 -

 1) 지정기부금 2,000,000 -

Ⅴ. 운영외수익 109,158,684 174,503,310

1.운영외수익 109,158,684 174,503,310

 1) 이자수익 2,391,608 2,459,263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주석9) 101,961,428 167,043,233

 3) 기타운영외수익 4,805,648 5,000,814

운영수익총계 5,455,484,519 6,500,606,106

운영비용

I. 산학협력비 121,797,690 158,151,729

1. 산학협력연구비 10,003,000 1,300,000

 1) 연구장비재료비 7,800,000 -

 2) 연구과제추진비 1,0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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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3) 연구수당 1,200,000 1,300,000

2. 교육운영비 111,794,690 156,851,729

 1) 인건비 97,505,860 73,704,568

 2) 기타교육운영비 14,288,830 83,147,161

II. 지원금사업비 3,461,885,432 3,721,679,121

1. 연구비 - 7,571,000

 1) 연구장비재료비 - 5,815,000

 2) 연구활동비 - 756,000

 3) 연구수당 - 1,000,000

2. 교육운영비 3,099,879,330 3,193,335,707

 1) 인건비 965,220,779 886,138,911

 2) 실험실습비 510,678,260 542,560,940

 3) 기타교육운영비 1,623,980,291 1,764,635,856

3. 기타지원금사업비 362,006,102 520,772,414

 1) 기타지원금사업비 362,006,102 520,772,414

III. 간접비사업비 107,982,720 121,637,680

1. 인력지원비 34,174,430 36,483,840

 1) 인건비 34,174,430 36,483,840

2. 연구지원비 73,704,290 83,867,090

 1)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73,704,290 83,867,090

3. 성과활동지원비 104,000 1,286,750

 1)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04,000 1,286,750

Ⅳ. 일반관리비 1,554,087,496 1,434,936,937

1. 일반관리비 1,554,087,496 1,434,936,937

 1) 인건비 7,101,300 3,057,818

 2) 감가상각비 1,232,670,466 1,099,290,070

 3) 무형자산상각비 219,455,602 215,800,502

 4) 대손상각비 - 2,656,110

 5) 일반제경비 94,860,128 114,132,437

Ⅴ. 운영외비용 206,870,343 47,737,631

1. 운영외비용 206,870,343 47,737,631

 1) 유형자산처분손실 - 1,155,0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주석9) 201,641,629 44,062,515

 3) 기타운영외비용 5,228,714 2,520,116

Ⅵ. 학교회계전출금 - 50,000,000

1. 학교회계전출금 - 50,000,000

 1) 학교회계전출금 - 50,000,000

운영비용합계 5,452,623,681 5,534,143,098

당기운영차익 2,860,838 966,463,008

비용총계 5,455,484,519 6,500,6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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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차 손 익 처 분 계 산 서

제18(당)기 :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2년 5월 18일)

제17(전)기 :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처분확정일 : 2021년 4월   9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Ⅰ. 처분전운영차익 4,903,325,853 4,900,465,015

  1. 전기이월운영차익 4,900,465,015 3,934,002,007

  2. 당기운영차익 2,860,838 966,463,008

Ⅱ. 적립금 등 이입액 - -

Ⅲ. 합  계(Ⅰ+Ⅱ) 4,903,325,853 4,900,465,015

Ⅳ. 운영차익처분액 - -

Ⅴ. 차기이월운영차익(Ⅲ-Ⅳ) 4,903,325,853 4,900,465,01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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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18(당)기 :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제17(전)기 :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I. 현금유입액 5,286,440,232 6,461,458,291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284,088,232 6,452,110,291

  1) 산학협력수익 현금유입액 284,465,858 258,354,518

   (1) 연구수익 9,801,360 17,500,000

   (2) 교육운영수익 173,393,690 138,670,730

   (3) 기술이전수익 - 1,500,000

   (4) 임대료수익 101,270,808 100,683,788

  2) 지원금수익 현금유입액 4,774,803,774 5,968,122,716

   (1) 연구수익 - 8,871,000

   (2) 교육운영수익 4,315,735,713 5,374,534,500

   (3) 기타지원금수익 459,068,061 584,717,216

  3) 간접비수익 현금유입액 215,611,784 220,652,500

   (1) 지원금수익 215,611,784 220,652,500

  4) 전입 및 기부금수익 현금유입액 2,000,000 -

   (1) 기부금수익 2,000,000 -

  5) 운영외수익 현금유입액 7,206,816 4,980,557

   (1) 운영외수익 7,206,816 4,980,55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52,000 9,348,000

  1) 임대보증금 증가 2,352,000 9,348,000

II. 현금유출액 5,191,643,171 6,395,006,114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787,093,279 4,188,723,953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121,502,080 177,102,829

   (1) 산학협력연구비 10,003,000 19,988,000

   (2) 교육운영비 111,499,080 157,114,829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457,399,122 3,716,465,911

   (1) 연구비 - 7,571,000

   (2) 교육운영비 3,101,457,090 3,192,738,157

   (3) 기타지원금사업비 355,942,032 516,156,754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105,582,720 122,969,200

   (1) 인력지원비 34,174,430 36,597,360

   (2) 연구지원비 73,704,290 83,867,090

   (3) 성과활동지원비 (2,296,000) 2,504,750

  4) 일반관리비 현금유출액 97,380,643 119,665,897

   (1) 일반관리비 97,380,643 119,665,897

  5) 운영외비용 현금유출액 5,228,714 2,5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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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8(당) 기 제 17(전) 기

   (1) 운영외비용 5,228,714 2,520,116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 50,000,000

   (1) 학교회계전출금 - 5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04,549,892 2,206,282,161

  1) 유형자산취득지출 1,264,524,392 1,862,070,400

   (1) 기계기구취득 1,196,908,310 1,278,698,700

   (2) 집기비품취득 67,616,082 583,371,700

  2) 무형자산취득지출 140,025,500 344,211,761

   (1) 지적재산권취득 6,880,500 -

   (2)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133,145,000 344,211,761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Ⅲ.현금의 증감(Ⅰ+Ⅱ) 94,797,061 66,452,177

IV. 기초의 현금 937,941,392 871,489,215

V. 기말의 현금 1,032,738,453 937,941,39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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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18(당)기 : 2021년 03월 01일부터 2022년 02월 28일까지

제17(전)기 :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1. 일반사항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대학의 건학이념인 "진리,개성,전문"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첨단 연구장비 및 실험 기

자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체제구축, 상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학협력과 및 2개의 연구소, 4개의 센터, 충북직업능력개

발원, 창업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

수읍 덕암길 1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1) 운영수익인식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

는 운영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금수입은 연구· 개발· 교육등의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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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기부금의 수익은 보조금,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수익을 인식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 사

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수

익은 대여기간 또는 사용기간 동안 용역제공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일 현재 회수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유가증권

 

산학협력단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을 ‘ 일반기업회계기준’ 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만기

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권과 기술지주회사에서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

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4) 유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산학협력단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

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간접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29조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과 수

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고,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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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환입하고 있습니다. 동 준비금을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내 미사용한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산학협력단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융기관 예금종류 당기말 전기말

현금성자산
농협은행 보통예금 10,202 2,680

신한은행 보통예금 1,022,536 935,261

합 계 1,032,738 937,941

 

4.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산학협력단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건물 1 - - - - 1

구축물 1 - - - - 1

기계기구 3,177,771 1,196,908 - 1,074,846 - 3,299,833

집기비품 621,813 67,616 - 157,824 - 531,604

기타유형자산 5 - - - - 5

합 계 3,799,591 1,264,524 - 1,232,670 - 3,8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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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건물 1 - - - - 1

구축물 1 - - - - 1

기계기구 2,915,754 1,278,699 160 1,016,521 - 3,177,771

집기비품 122,205 583,372 995 82,769 - 621,813

기타유형자산 5 - - - - 5

합 계 3,037,966 1,862,070 1,155 1,099,290 - 3,799,591

 

5.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산학협력단의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지식재산권 16,058 6,881 - 3,341 - 19,597

기타무형자산 667,991 133,145 - 216,114 - 585,022

합 계 684,049 140,026 - 219,456 - 604,619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타증감 기말

지식재산권 19,168 344,212 - 3,110 - 16,058

기타무형자산 536,470 - - 212,691 - 667,991

합 계 555,638 344,212 - 215,801 - 6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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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학협력수익

 

당기 및 전기 중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내 역 당기 전기

산학협력수익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10,000 -

소계 10,000 -

교육운영수익

충북직업능력개발원 - 16,952

사업주위탁훈련사업 2,146 -

일학습병행제사업 172,453 74,099

고숙련일학습병행제사업 - 891

기타 24,929 -

소계 199,528 91,943

기술이전수익 지적재산권이전수익 - 1,500

소계 - 1,500

임대료수익 창업보육센터 106,714 103,712

소계 106,714 103,712

합계 316,242 19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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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수익

당기 및 전기 중 산학협력단의 지원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내 역 당기 전기

정부연구수익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사업 - 2,056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 6,815

소계 - 8,871

교육운영수익

LINC+ 사업 1,333,081 1,749,980

혁신지원사업 3,116,355 3,534,302

비대면교육긴급지원사업 - 80,000

소계 4,449,436 5,364,282

기타지원금

수익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사업 30,000 43,646

창업보육센터운영활성화사업 12,000 14,000

BI리모델링지원사업 - 100,000

온라인 공동활용화상회의실구축사업 - 8,000

충북투자협약기업인력양성사업 10,057 -

고숙련일학습병행사업 117,399 108,699

그린캠퍼스사업 58,447 123,171

일학습병행제사업 135,210 137,627

소계 363,113 535,143

합계 4,812,549 5,908,296

8. 선급법인세

 

산학협력단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수입

이자는 예금이자로 계상 후 이자수령시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된 법인세와 지방소득

세를 선급법인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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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수익과 운영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기타운

영외수익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회계소득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

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해당 계정과목에서 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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