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학교 후진학선도형사업단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유형) 사업비 집행에 대한

회 계 검 토 보 고 서
사업기간: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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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

회 계 검 토 보 고 서
전주비전대학교 후진학선도형사업단 귀하

2021년 04월 29일

본인은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유형) 수주 및
운영사업으로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동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책임은 전주비전대학교 후진학선도형사업단에 있으며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사용명세서 확인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검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검토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의 상기 전주비전대학교
후진학선도형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사용명세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서 및 정의서에 따라 작성되었고 별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납대상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잔액은 각각 273,082원과
17,322,632원임을 확인합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2021년 04월 2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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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
1.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 원)

총 예 산
구분

집행금액
이월액

45,957,945 1,027,000,000

사업비

2.

본사업비

이자발생액

기타발생액

273,082

집행잔액

계

17,322,632 1,090,553,659

907,015,156

비목별 집행현황
비목

183,538,503

(단위: 원)

이월액(A)

본사업비(B)

집행금액(C)

잔액(D=A+B-C)

이월승인액(E)

1. 교육 환경 개선비

5,350,660

139,308,280

83,702,921

60,956,019

60,956,019

2. 기자재 구입 운영비

1,583,100

189,647,540

191,219,360

11,280

11,280

34,016,950

375,333,220

356,609,790

52,740,380

52,740,380

5,004,485

96,495,276

100,808,155

691,606

691,606

2,750

174,865,684

123,324,930

51,543,504

51,543,504

0

51,350,000

51,350,000

0

0

45,957,945

1,027,000,000

907,015,156

165,942,789

165,942,789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인건비
5. 기타사업운영경비
6. 간접비
합 계

3.

이자 및 기타수입 발생액
월일

금 액

2020-03-21, 2020-06-20

반납유무

비 고

273,082

반 납

이자수입(사업비)

15,782,300

반 납

기타수입(계약해지 이행보증금)

2020-12-11

495,310

반 납

기타수입(계약해지 업체반환금)

2020-03-20

1,045,022

반 납

기타수입(퇴직연금 운영수익)

합 계

17,595,714

2020-09-19, 2020-12-19
2020-12-31, 2020-12-22

4.

(단위: 원)

불인정액
월일

(단위: 원)

비 목

집행내역

금 액

사 유

해 당 없 음
(단위: 원)

17,595,714

5. 반납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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