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학교법인명 일청학원  ②이사장 성명 하성규

 ③소재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④전화번호 053–600-5052  ⑤FAX 053) 600 - 5059

 ⑥회계연도  ( 2016 )회계연도 :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설치․경영 
대학교

 ⑦대학교명 경일대학교  ⑧총장 성명 정현태

 ⑨소재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⑩전화번호 053-600-4000  ⑪FAX 053) 600 - 4020

 ⑫입학정원         1615명  ⑬기타 동 법인 설치
  ․경영 학교명 해당사항 없음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구   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⑭감사의견

⑮한정사항

⑯특기사항

⑰기타⑮⑯이외

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문단의 요약 :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참조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한정사항 문단의 요약 : 해당사항 없음.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문단의 요약 : 해당사항 없음. 

◦ 위반 해당 금액과 내용의 요약 : 해당사항 없음.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4.11.26),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

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장 하성규 귀하

 

 첨부서류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회 및 이사장 귀중

  2017년 4월 17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일청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경일대학교 교비회계의 

2017년 2월 28일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계산

서와 운영계산서,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

는 양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와 합산운영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

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

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일

청학원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의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경일대학교의 교비회

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운영성과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동 규칙

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