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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 

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룰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향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 울특별시 강남구 테 헤 란로8킬 21 화인강남빌딩 

회 계법 인  세일원 

대표이사 조 형 준 (인) 

2021년 5월 25일 

회계법인 세 

대표이사 Z 
)-

일
껴°
 

壅
計
待
틀
難
 

-
K
廊속{
g|

원

우」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1 년 5 월 25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침부된 희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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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계 산 서

===================
( 당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예산 실적 예산 실적
I. 수입
1.전입기부수입 - - - -

(1) 전입금수입 - - - -
(2) 기부금수입 - - - -

일반기부금 - - - -
2. 영업수입 840,000,000 116,790,069 840,000,000 828,147,639

입원수입 - -
외래수입 720,000,000 109,194,879 720,000,000 722,981,029
기타수입 120,000,000 7,595,190 120,000,000 105,166,610

3. 영업외수입 165,910,000 89,066,779 160,842,900 155,273,660
이자수입 165,910,000 89,066,779 160,842,900 155,273,660

4. 기타영업외수입 57,650,000 55,545,479 50,679,764 26,295,370
잡수입 57,650,000 55,545,479 50,679,764 26,295,370
고정자산처분이익 - -

5. 수익재산수입 4,435,910,000 2,765,104,466 4,387,910,000 3,992,805,335
임대료수입 1,001,000,000 1,011,462,421 953,000,000 1,024,683,615
식당업수입 2,190,000,000 1,019,482,000 2,190,000,000 2,092,559,000
장의업 수입 1,244,910,000 734,160,045 1,244,910,000 875,562,720

6. 투자와기타자산수입 - - - -
7. 고정자산매각수입 5,492,513,870 5,492,513,870 146,507,000 146,507,000

(1)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5,492,513,870 5,492,513,870 146,507,000 146,507,000
건물매각대 1,850,997,220 1,850,997,330 - -
토지매각대 3,641,516,650 3,641,516,540 46,507,000 46,507,000
기계기구 매각대 - 100,000,000 100,000,000
차량운반구매각대 - - - -

(2) 무형고정자산매각대 - - - -
8. 고정부채입금 179,500,000 98,000,000 179,500,000 251,500,000

(1) 장기차입금 - - - -
(2) 기타고정부채 179,500,000 98,000,000 179,500,000 251,500,000

임대보증금수입 179,500,000 98,000,000 179,500,000 251,500,000
9.기본금 1,150,000,000 982,000,000 1,640,000,000 1,411,365,530

출연기본금 1,150,000,000 982,000,000
기타기본금 - - 1,640,000,000 1,411,365,530

10.미사용전기이월자금 9,301,058,722 9,301,058,722 9,256,491,073 9,256,491,073
(1) 기초유동자산 9,739,877,032 9,739,877,032 9,723,985,004 9,723,985,004

유동자금 9,351,696,346 9,351,696,346 9,169,313,684 9,169,313,684
기타유동자산 388,180,686 388,180,686 554,671,320 554,671,320

(2) 기초유동부채 438,818,310 438,818,310 467,493,931 467,493,931
예수금 46,851,629 46,851,629 34,261,594 34,261,594
선수금 116,620 116,620 4,620,010 4,620,010
기타유동부채 391,850,061 391,850,061 428,612,327 428,612,327

자금수입총계 21,622,542,592 18,900,079,385 16,661,930,737 16,068,385,607

당기 전기
과목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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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계 산 서

===================
( 당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예산 실적 예산 실적
당기 전기

과목

II. 지출
1. 보수 2,015,500,000 688,628,070 1,794,000,000 1,020,786,350

(1) 직원보수 2,015,500,000 688,628,070 1,794,000,000 1,020,786,350
직원급여 426,000,000 145,997,770 426,000,000 381,449,220
직원상여금 16,000,000 5,068,400 16,000,000 15,205,200
직원제수당 1,116,000,000 174,217,920 1,116,000,000 539,536,810
임시직보수 - 1,122,560 - -
직원법정부담금 131,000,000 45,712,520 131,000,000 82,443,220
직원퇴직금 326,500,000 316,508,900 105,000,000 2,151,900

2. 관리운영비 4,693,080,000 2,582,044,978 4,330,848,457 3,428,728,651
(1) 시설관리비 1,197,710,000 1,617,472,237 997,160,000 706,812,321

건축물관리비 83,000,000 25,742,800 83,000,000 5,734,545
장비관리비 260,000,000 44,675,000 260,000,000 168,625,900
시설용역비 731,400,000 1,484,051,980 600,000,000 523,960,962
보험료 2,470,000 998,457 2,320,000 1,055,814
리스임차료 6,840,000 6,174,000 7,104,000 7,104,000
기타시설관리비 114,000,000 55,830,000 44,736,000 331,100

(2) 일반관리비 1,085,870,000 618,649,334 1,001,748,457 737,674,027
여비교통비 - - -
차량유지비 - - -
소모품비 87,000,000 16,038,709 79,000,000 18,033,435
인쇄출판비 7,000,000 145,000 7,000,000 348,000
난방비 33,000,000 66,889,988 33,000,000 17,582,013
전기수도료 241,700,000 67,896,560 241,700,000 162,474,850
통신비 12,800,000 7,916,092 12,800,000 11,485,983
제세공과금 569,000,000 415,035,256 492,878,457 461,888,926
지급수수료 135,370,000 44,727,729 135,370,000 65,860,820

(3) 운영비 1,537,100,000 294,362,079 1,462,100,000 1,319,632,052
복리후생비 1,100,000 - 1,100,000 -
교육훈련비 3,400,000 8,000 3,400,000 698,000
일반용역비 1,495,000,000 6,293,930 1,420,000,000 1,316,690,952
업무추진비 3,600,000 - 3,600,000 2,122,100
홍보비 9,000,000 - 9,000,000 -
기타운영비 25,000,000 288,060,149 25,000,000 121,000

(4) 진료재료비 872,400,000 51,561,328 869,840,000 664,610,251
장례용픔 재료비 100,000,000 - 61,641,024 49,884,159
음식재료비 550,000,000 - 550,000,000 419,180,208
약품비 130,000,000 43,957,267 168,358,976 168,358,976
진료재료비 37,000,000 - 37,000,000 5,019,050
의료소모품비 38,400,000 2,495,000 38,400,000 10,307,619
급식재료비 17,000,000 5,109,061 14,440,000 11,860,239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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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계 산 서

===================
( 당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예산 실적 예산 실적
당기 전기

과목

3. 교육외비용 44,301,000 3,615,048 44,300,000 25,573,884
(1) 지급이자 - - - -
(2) 기타교육외비용 44,301,000 3,615,048 44,300,000 25,573,884

잡손실 4,301,000 2,950,577 6,164,373 6,164,373
매출할인등 40,000,000 664,471 32,770,097 14,043,981
법인세등 - 5,365,530 5,365,530

4. 전출금 7,842,513,870 5,992,513,870 2,900,238,000 2,070,238,000
(1) 전출금 7,842,513,870 5,992,513,870 2,900,238,000 2,070,238,000

경상비전출금 - - - -
법정부담전출금 1,000,000,000 - 1,000,000,000 1,000,000,000
법인전출금 6,842,513,870 5,992,513,870 1,900,238,000 1,070,238,000

5. 예비비 1,000,000,000 - 1,000,000,000 -
(1) 예비비 1,000,000,000 - 1,000,000,000 -

예비비 1,000,000,000 - 1,000,000,000 -
6. 투자와기타자산지출 - - - -

(1) 투자자산지출 - - - -
(2) 특정기금적립 - - - -
(3) 기타자산지출 - - - -

7. 고정자산매입지출 300,000,000 - - -
(1) 유형고정자산지출 300,000,000 - - -

토지매입비 - - - -
건물매입비 - - - -
기계기구매입비 - - - -
집기비품매입비 - - - -
건설가계정 300,000,000 - - -

(2) 무형고정자산지출 - - - -
8. 고정부채상환 360,000,000 74,000,000 360,000,000 222,000,000

(1) 장기차입금상환 - - - -
(2) 기타고정부채상환 360,000,000 74,000,000 360,000,000 222,000,000

임대보증금상환 360,000,000 74,000,000 360,000,000 222,000,000
9. 미사용차기이월자금 5,367,147,722 9,559,277,419 6,232,544,280 9,301,058,722

(1) 기말유동자산 5,367,147,722 9,920,191,418 6,232,544,280 9,739,877,032
유동자금 5,367,147,722 9,702,873,699 6,232,544,280 9,351,696,346
기타유동자산 - 217,317,719 - 388,180,686

(2) 기말유동부채 - 360,913,999 - 438,818,310
예수금 - 106,838,056 - 46,851,629
기타유동부채 - 254,036,543 - 391,850,061
선수금 - 39,400 - 116,620

자금지출총계 21,622,542,592 18,900,079,385 16,661,930,737 16,068,385,607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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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 대 조  표

===================
(당기 : 2021년 2월 28일 현재)
(전기 : 2020년 2월 29일 현재)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I. 자산
1. 유동자산 9,920,191,418 9,739,877,032

(1) 유동자금 9,702,873,699 9,351,696,346
현금 7,491,880 3,023,200
예금 9,695,381,819 9,348,673,146

(2) 기타유동자산 217,317,719 388,180,686
선급금 15,000,000 100,000
미수금 180,591,966 348,667,976
대손충당금 (-)1,805,918 (-)3,467,065
선급법인세 13,713,090 23,908,630
선급비용 898,163 827,040
선급부가세 8,920,418 9,073,900
저장품 - 9,070,205

2. 투자와기타자산 970,491 970,491
(1) 설치학교 - -
(2) 투자자산 - -
(3) 특정기금 - -
(4) 기타자산 970,491 970,491

전신전화보증금 561,400 561,400
임차보증금 409,091 409,091

3. 고정자산 76,542,133,486 81,679,025,919
(1) 유형고정자산 76,536,633,486 81,670,225,919

토지 65,826,528,847 68,677,439,519
건물 22,417,308,252 25,714,460,701
감가상각누계액 (-)11,807,966,396 (-)12,830,761,931
건물부속설비 160,451,462 162,751,462
감가상각누계액 (-)62,447,462 (-)63,956,837
기계기구 1,490,849,320 1,490,849,320
감가상각누계액 (-)1,488,448,749 (-)1,483,987,411
집기비품 901,049,897 903,449,897
감가상각누계액 (-)900,691,685 (-)900,018,801
건설중인자산 - -

(2) 무형고정자산 5,500,000 8,800,000
무형고정자산 5,500,000 8,800,000

자산총계 86,463,295,395 91,419,873,442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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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 대 조  표

===================
(당기 : 2021년 2월 28일 현재)
(전기 : 2020년 2월 29일 현재)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II. 부채및기본금
1. 유동부채 360,913,999 438,818,310

(1) 예수금 106,838,056 46,851,629
일반예수금 88,285,982 28,792,555
제세예수금 18,552,074 18,059,074

(2) 기타유동부채 254,075,943 391,966,681
선수금 39,400 116,620
미지급금 227,118,106 335,739,262
미지급법인세 - -
기타유동부채 26,918,437 56,110,799

2. 고정부채 64,904,903,885 64,365,561,697
(1) 기타고정부채 64,904,903,885 64,365,561,697

퇴직급여충당금 - 277,935,54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122,794,864 14,134,132,046
의료발전준비금 48,178,609,021 48,373,994,106
임대보증금 1,603,500,000 1,579,500,000

3. 기본금 21,197,477,511 26,615,493,435
(1) 출연기본금 29,646,478,207 34,156,992,077

출연금 29,646,478,207 34,156,992,077
(2) 적립금 16,511,482,525 16,511,482,525

재평가적립금 16,511,482,525 16,511,482,525
(3) 운영차액 (-)24,960,483,221 (-)24,052,981,16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4,052,981,167 (-)22,367,484,242
당기순이익 (-)907,502,054 (-)1,685,496,925

부채와기본금총계 86,463,295,395 91,419,873,442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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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
( 당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Ⅰ.운영수익
1. 의료수입 116,125,598 814,103,658

입원수입 - -
외래수입 109,194,879 722,981,029
기타수입 7,595,190 105,166,610
의료수입조정 (-)664,471 (-)14,043,981

2. 전입및기부수입 - -
일반기부금 - -

3. 교육외수입 4,047,381,740 4,469,758,450
(1) 예금이자수입 89,066,779 155,273,660

이자수익 89,066,779 155,273,660
(2) 기타교육외수입 1,193,210,495 334,455,455

잡수입 55,545,479 33,879,407
대손충당금환입 - 5,191,963
의료발전준비금환입 195,385,085 195,385,085
고정자산처분이익 942,279,931 99,999,000

(3) 수익재산수입 2,765,104,466 3,980,029,335
임대료수입 1,011,462,421 1,024,683,615
기타수익재산수입 1,753,642,045 2,955,345,720

운영수익총계 4,163,507,338 5,283,862,108

II. 운영비용
1. 재료비 51,561,328 195,545,884

(1) 재료비 51,561,328 195,545,884
약품비 43,957,267 168,358,976
진료재료비 - 5,019,050
의료소모품비 2,495,000 10,307,619
급식재료비 5,109,061 11,860,239

2. 인건비 410,692,525 1,087,376,731
직원급여 325,284,090 936,191,230
임시직급여 1,122,560 -
직원법정부담금 45,712,520 82,443,220
직원퇴직금 38,573,355 68,742,281

3. 관리운영비 3,114,785,205 3,903,702,459
(1) 시설관리비 1,617,472,237 1,946,043,803

건축물관리비 25,742,800 174,691,545
장비관리비 44,675,000 -
시설용역비 1,484,051,980 1,763,071,444
보험료 998,457 1,055,814
리스임차료 6,174,000 7,104,000
기타시설관리비 55,830,000 121,000

(2) 일반관리비 1,202,950,889 1,408,193,719
소모품비 16,038,709 18,033,435
인쇄출판비 145,000 348,000
난방비 66,889,988 67,068,384
전기수도료 67,896,560 112,988,479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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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
( 당기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 전기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2 14 10 
학교법인 을지학원(수익사업회계)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통신비 7,916,092 11,485,983
세금과공과 415,035,256 461,888,926
지급수수료 44,727,729 65,860,820
감가상각비 582,662,702 663,752,627
무형자산상각비 3,300,000 3,300,000
대손상각비 (-)1,661,147 3,467,065

(3) 운영비 294,362,079 549,464,937
복리후생비 - -
교육훈련비 8,000 698,000
홍보비 - -
외부검사비 6,293,930 77,580,470
기타운영비 288,060,149 471,186,467

4. 교육외비용 1,493,970,334 1,782,733,959
(1) 지급이자 - -
(2) 기타교육외비용 1,493,970,334 1,782,733,959

잡손실 4,611,724 32,823,672
전기오류수정손실 - -
고정자산처분손실 695,792 41,094,547
법인세 등 - 5,365,5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488,662,818 1,703,450,210

5. 전출금 - -
(1) 전출금 - -

운영비용합계 5,071,009,392 6,969,359,033

1. 기본금대체액 - -
2. 운영차액대체액 - -
3. 당기운영차액 (-)907,502,054 (-)1,685,496,925

비용총계 4,163,507,338 5,283,862,108

계속;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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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학원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명 학원과 관계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총장이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의 이사장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관계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학교법인 을지학원

(일반회계)
미지급금 - 37

학교법인 을지학원

(수익사업회계)
미지급금 9 24

학교법인 을지학원

(부속병원)
기타미수금 6 7

합 계 15 68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관계 계정과목 당기 전기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

학교법인 을지학원

(일반회계)
일반용역비 453 370

을지대학교

(교비회계)
기부금수익 9,691 8,402

학교법인 을지학원

(수익사업회계)

시설용역비 65 146

외부검사비 4 71

학교법인 을지학원

(부속병원)
용역수입 71 81

합 계 10,284 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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