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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2016 학년도 2017년 2월 28일 현재
제 2015 학년도 2016년 2월 29일 현재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자

(단위 : 원)
제 2016(당) 학년도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527,379,613

647,514,890

527,379,613

647,514,890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9)

354,348,753

478,454,392

2. 단기금융상품(주석3,9)

155,000,000

155,000,000

8,953,882

6,504,671

-

115,869

8,338,058

6,224,900

-

8,000

738,920

1,207,058

3. 미수금
4. 미수수익
5. 선급금
6. 부가세대급금
7. 선납법인세(주석6)
Ⅱ.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주석4)
1. 기계장치

47,755,465

36,299,252

31,067,631

17,806,283

693,517,317

672,612,317

(663,372,284)

(655,995,563)

164,002,935

164,002,935

감가상각누계액

(163,081,337)

(162,814,406)

3. 기타유형자산

80,000,000

8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79,999,000)

(79,999,000)

감가상각누계액
2. 집기비품

(2) 무형자산(주석5)
1. 지적재산권
2. 기타무형자산
자

제 2015(전) 학년도

산

총

부

16,687,834

18,492,969

14,908,181

16,104,606

1,779,653

2,388,363

계

575,135,078

683,814,142

143,204,722

247,313,953

채

Ⅰ. 유동부채
1. 미지급금

35,940,260

43,894,814

2. 예수금

4,988,982

5,744,842

3. 부가세예수금

1,661,453

2,796,755

4. 기타예수금

7,035,250

9,156,371

93,578,777

185,721,171

5. 선수수익(주석7)
Ⅱ. 비유동부채
1. 임대보증금

109,622,520
4,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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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745
4,950,000

과

목

2. 퇴직급여충당금
부

채

기

총

제 2016(당) 학년도
104,672,520

계

본

90,172,745
252,827,242

342,436,698

210,000,000

210,000,000

금

Ⅰ. 출연기본금
1. 기본금

210,000,000

Ⅱ. 적립금
Ⅲ. 차기이월운영차손익(주석8)

기

제 2015(전) 학년도

210,000,000
-

-

112,307,836

131,377,444

1. 전기이월운영차손익

131,377,444

113,947,667

2. 당기운영차손익

(19,069,608)

17,429,777

본

금

총

계

322,307,836

341,377,444

부 채 및기본금총계

575,135,078

683,814,14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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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산서
제 2016학년도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제 2015학년도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제 2016(당) 학년도

Ⅰ.산학협력수익

제 2015(전) 학년도

836,140,517

683,559,731

1. 산학협력연구수익

202,633,535

142,100,556

1) 정부연구수익

202,633,535

142,100,556

225,734,804

163,931,563

1) 교육운용수익

225,734,804

163,931,563

3. 기타산학협력수익

22,586,305

37,363,857

22,586,305

37,363,857

385,185,873

340,163,755

385,185,873

340,163,755

2. 교육운영수익

1) 임대료수익
4.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427,232,523

739,371,153

229,901,303

296,087,273

229,901,303

296,087,273

163,765,140

418,946,180

1) 교육운영수익

163,765,140

418,946,180

3. 기타지원금수익

33,566,080

24,337,700

33,566,080

24,337,700

1) 정부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22,579,467

55,066,511

11,586,967

9,384,011

11,586,967

9,384,011

100,000

-

100,000

-

3. 지원금수익

10,892,500

45,682,500

1) 연구수익

3,800,000

20,312,000

2) 교육운영수익

7,092,500

21,370,500

-

4,000,000

1) 산학협력연구수익
2. 기타산학협력수익
1)기타산학협력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1. 기부금수익

2,437,500

16,900,000

2,437,500

16,900,000

1) 일반기부금

-

7,900,000

2) 지정기부금

2,437,500

9,000,000

Ⅴ. 운영외수익

29,7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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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026

과

목

1) 이자수익
2) 기타운영외수익

제 2016(당) 학년도

제 2015(전) 학년도

2,540,623

3,723,475

27,176,004

363,551

운영수익총계

1,318,106,634

1,498,984,421

322,965,107

234,159,555

운영비용
Ⅰ.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197,644,929

143,456,015

30,658,971

83,728,961

2) 학생인건비

-

2,848,303

3) 연구활동비

166,985,958

56,878,751

2. 교육운영비

94,307,600

72,705,740

1) 인건비

52,820,000

43,140,000

2) 교육과정개발비

3,356,000

1,190,500

3) 장학금

3,400,000

2,000,000

4) 실험실습비

7,505,000

11,790,000

27,226,600

14,585,240

3. 기타산학협력비

31,012,578

17,997,800

1) 실험실습비

31,012,578

17,997,800

1) 인건비

5) 기타교육운영비

Ⅱ. 지원금사업비
1. 연구비

440,480,139

728,529,278

237,591,190

284,117,822

167,673,050

180,354,440

17,610,000

29,600,000

3,084,000

756,500

32,080,040

50,676,718

480,600

171,500

6) 연구수당

16,663,500

22,558,664

2. 교육운영비

169,607,429

386,226,886

1) 인건비

28,666,000

94,935,000

6,300,000

9,040,070

-

32,450,000

4) 기타교육운영비

134,641,429

249,801,816

3. 기타보조금사업비

33,281,520

58,184,570

33,281,520

58,184,570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4)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2) 교육과정개발비
3) 실험실습비

1) 기타보조금사업비
Ⅲ. 간접비사업비

26,180,002

73,599,149

1. 인력지원비

18,326,602

61,355,445

1) 인건비

14,733,915

52,282,340

3,592,687

9,073,105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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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2. 연구지원비
1) 기관공통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제 2016(당) 학년도
7,600,000

11,816,804

7,600,000

11,816,804

253,400

426,900

253,400

426,900

Ⅳ. 일반관리비
1) 교직원보수

제 2015(전) 학년도

526,993,745

411,706,602

435,061,624

334,199,945

46,067,051

21,293,858

3) 복리후생비

803,000

884,600

4) 여비교통비

4,935,150

7,503,864

5) 교육훈련비

3,595,800

4,033,629

6) 소모품비

2,087,400

1,997,800

7) 업무추진비

2,254,000

3,198,500

8) 회의비

2,268,100

2,570,600

9) 행사비

950,000

4,565,966

10) 지급수수료

1,981,630

550,000

11) 세금과공과

722,828

241,360

12) 보험료

963,500

-

13) 감가상각비

7,643,652

12,969,015

14) 무형자산상각비

3,249,375

4,693,759

11,000

22,000

14,399,635

12,981,706

2) 퇴직급여

15) 출판인쇄비
16) 기타관리운영경비
Ⅴ. 운영외비용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기타운영외비용

20,557,249

33,560,060

-

33,560,060

20,557,249

-

운영비용합계

1,337,176,242

1,481,554,644

당기운영차익

(19,069,608)

17,429,777

운영비용총계

1,318,106,634

1,498,984,421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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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2016학년도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제 2015학년도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단위 : 원)
제 2016(당) 학년도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제 2015(전) 학년도

1,222,369,436

1,556,638,188

1,222,369,436

1,556,638,188

814,584,087

696,189,168

182,815,177

161,370,544

182,815,177

161,370,544

226,205,389

162,260,978

226,205,389

162,260,978

24,242,478

32,393,891

24,242,478

32,393,891

381,321,043

340,163,755

가.기타산학협력수익

381,321,043

340,163,755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51,501,840

759,107,377

193,333,920

278,498,477

193,333,920

278,498,477

158,167,920

422,608,400

가.교육운영수익

158,167,920

422,608,400

(3) 기타지원금수익

-

58,000,500

-

58,000,500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가.정부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가.교육운영수익
(3)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가.임대료수익
(4) 기타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가.정부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가.기타지원금수익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22,579,467

55,066,511

11,686,967

9,384,011

가.산학협력연구수익

11,586,967

9,384,011

나.기타산학협력수익

100,000

-

(2) 지원금수익

10,892,500

45,682,500

가.연구수익

3,800,000

20,312,000

나.교육운영수익

7,092,500

21,370,500

-

4,000,000

2,437,500

35,660,865

-

19,660,865

-

19,660,865

2,437,500

16,000,000

-

7,000,000

(1) 산학협력수익

다.기타지원금수익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1) 전입금수익
가.학교기업전입금
(2) 기부금수익
가.일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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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2016(당) 학년도

제 2015(전) 학년도

나.지정기부금

2,437,500

9,000,000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31,266,542

10,614,267

(1) 운영외수익

31,266,542

10,614,267

가.이자수익

3,124,630

5,051,630

28,141,912

5,562,637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나.기타운영외수익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346,475,075

1,494,047,044

1,320,362,677

1,482,246,354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335,521,212

225,721,860

(1) 산학협력연구비

209,703,634

134,941,020

41,999,226

75,932,416

나.학생인건비

-

2,848,303

다.연구활동비

167,704,408

56,160,301

(2) 교육운영비

94,805,000

72,783,040

가.인건비

52,820,000

43,140,000

나.교육과정개발비

3,356,000

1,115,200

다.장학금

3,400,000

2,000,000

라.실험실습비

7,505,000

11,790,000

27,724,000

14,737,840

31,012,578

17,997,800

가.기타산학협력비

31,012,578

17,997,800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424,160,588

774,320,827

234,195,369

290,817,743

164,793,050

180,354,440

17,610,000

29,600,000

3,084,000

756,500

32,164,219

57,376,639

480,600

171,500

바.연구수당

16,063,500

22,558,664

(2) 교육운영비

156,586,979

425,318,514

가.인건비

28,666,000

101,741,360

6,300,000

9,040,070

-

32,450,000

라.기타교육운영비

121,620,979

282,087,084

(3) 기타지원금사업비

33,378,240

58,184,570

가.인건비

마.기타교육운영비
(3) 기타산학협력비

(1) 연구비
가.인건비
나.학생인건비
다.연구장비 재료비
라.연구활동비
마.연구과제추진비

나.교육과정개발비
다.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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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가.기타지원금사업비

제 2016(당) 학년도

제 2015(전) 학년도

33,378,240

58,184,570

25,933,072

71,335,744

(1) 인력지원비

18,326,602

59,061,620

가.인건비

14,733,915

46,437,850

3,592,687

12,623,770

7,353,070

11,847,224

7,353,070

11,847,224

253,400

426,900

가.지식재산권등록비

253,400

426,900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01,569,863

399,960,423

(1) 일반관리비

501,569,863

399,960,423

가.인건비

466,628,900

341,749,533

나.일반제경비

34,940,963

58,210,890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33,177,942

10,907,500

33,177,942

10,907,500

-

10,907,500

나.기타운영외비용

33,177,942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4,462,398

11,800,690

1) 유형자산취득지출

20,905,000

9,506,990

(1) 기계기구취득

20,905,000

8,567,590

(2) 집기비품취득

-

939,400

3,557,398

2,293,700

3,557,398

1,038,600

-

1,255,100

1,650,000

-

1,650,000

-

1,650,000

-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기관공통지원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운영외비용
가.전기오류수정손실

2) 무형자산취득지출
(1) 지식재산권취득
(2) 기타의무형자산취득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부채의상환
(1)임대보증금감소
Ⅲ. 현금의증감

(124,105,639 )

62,591,144

Ⅳ. 기초의현금

633,454,392

570,863,248

Ⅴ. 기말의현금(주10)

509,348,753

633,454,39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 11 -

주석
제 2016 학년도 : 2017년 2월 28일 현재
제 2015 학년도 : 2016년 2월 29일 현재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의 개요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나사렛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 나사렛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15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충청
남도 천안시 쌍용2동 456번지 나사렛대학교 교정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산학협력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
성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
며, 산학협력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산학협력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
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
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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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금융상품

산학협력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
타 정형화된 상품 등의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의 인식

산학협력단은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른 수익 중 대가관
계가 존재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이전함
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날에 인식하고 지식
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용역
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하며, 기부금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산학협력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기계장치

5년

정액법

집기비품

5년

정액법

기타유형자산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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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산학협력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
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동 금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
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학협력단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영차익을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 운영차익 처분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7)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은 운영차익 중 일부를 향후 특정 용도에 사
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으로 외부에 적립할 수 있으며, 당 산학협력단은 연구적립금과 기타
적립금에 대한 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치된 기금
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정
관상의 예· 결산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
다.

(8) 전기오류수정손익

전학년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당기 운영계산서에 운영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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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

당학년도 및 전학년도말 현재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예금종류

금융기관명

보통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합

제 2015(전) 학년도

기업은행

241,046,147

443,682,930

국민은행외

32,503,146

34,179,290

기업은행

80,799,460

592,172

354,348,753

478,454,392

155,000,000

155,000,000

509,348,753

633,454,392

MMF
소

제 2016(당) 학년도

계
기업은행

계

4. 유형자산

(1) 당학년도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기계기구

16,616,754

20,905,000

-

(7,376,721)

30,145,033

집기비품

1,188,529

-

-

(266,931)

921,598

1,000

-

-

1,000

17,806,283

20,905,000

(7,643,652)

31,067,631

기타유형자산
합

계

-

(2) 전학년도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기계기구

19,578,493

8,567,590

-

(11,529,329)

16,616,754

집기비품

1,688,815

939,400

-

(1,439,686)

1,188,529

1,000

-

-

-

1,000

21,268,308

9,506,990

-

(12,969,015)

17,806,283

기타유형자산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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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자산

(1) 당학년도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 초

지적재산권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16,104,606

1,444,240

-

(2,640,665)

14,908,181

기타무형자산

2,388,363

-

-

(608,710)

1,779,653

합

18,492,969

1,444,240

-

(3,249,375)

16,687,834

계

(2) 전학년도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 초

지적재산권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기 말

18,621,660

42,000

-

(2,559,054)

16,104,606

기타무형자산

3,267,968

1,255,100

-

(2,134,705)

2,388,363

합

21,889,628

1,297,100

-

(4,693,759)

18,492,969

계

6. 선급법인세

산학협력단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예금이자로 계
상한 후 이자수령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선급법인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급법인세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전액 환급 받게 되며, 당학년도 및 전학년도말 현재 선급법인
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제 2016(당) 학년도

선급법인세

7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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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5(전) 학년도
1,207,058

7. 선수수익

당학년도 및 전학년도말 현재 선수수익의 교부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교부처

제 2016(당) 학년도

제 2015(전) 학년도

산학협력연구수익 - 정부연구수익

-

18,724,395

지원금수익 - 정부연구수익

55,939,965

92,487,348

지원금수익 - 교육운영수익

32,500,000

36,713,720

-

33,566,080

5,138,812

4,229,628

93,578,777

185,721,171

지원금수익 - 기타지원금수익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합

계

8.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당학년도 및 전학년도 운영차익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제 2016(당) 학년도

제 2015(전) 학년도

처분예정일 : 2017년 05월 15일

처분확정일 : 2016년 04월 28일

Ⅰ. 미처분운영차익

112,307,836

131,377,444

1. 전기이월미처분운영차익

131,377,444

113,947,667

2. 당기운영차익

(19,069,608)

17,429,777

Ⅱ. 적립금등이입액
Ⅲ. 합계
Ⅳ. 운영차익처분액
Ⅴ. 차기이월운영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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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307,836

131,377,444

-

-

112,307,836

131,377,444

9. 현금흐름표에 관한 사항

(1) 현금의 정의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합계액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제 2016(당) 학년도

제 2015(전) 학년도

현금및현금성자산

354,348,753

478,454,392

단기금융상품

155,000,000

155,000,000

509,348,753

633,454,392

합

계

(2)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는 없습니다.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