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의
종  류

예금명 용 도
예 치
기 관

계 좌 번 호 예 치 금 액 만기일 이자율 비 고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356614 2,000,000 9000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154159 0 90002

보통예금 간접비 국민 678501-01-154175 16,429,004 90003

보통예금 예수금 국민 678501-01-154162 1,852,170 90004

보통예금 예수금 국민 675501-01-344899 509,091 9000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336944 0 9001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336931 8,978,625 9001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182381 15,241,603 9001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336382 150,841,818 9002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287 9,975 9002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331 0 9002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336957 0 9002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47648 38,078,120 9002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49613 0 9002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55197 0 9002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58763 3,880,435 9002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58750 6,172,808 9002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58792 3,268,221 9002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58789 6,307,222 9003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258776 0 9003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766 216,015 9003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753 415 9003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740 5,446,997 9003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724 0 9003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737 0 9003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894 0 9003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852 0 9003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878 0 9003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865 389,427 9004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881 0 9004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906 125,270 9004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948 0 9004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935 0 9004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1919 0 9004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18 0 9004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21 7,520,000 9004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34 1,453,671 9004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47 0 9005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50 6,502,145 9005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63 0 9005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76 7,662,202 9005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89 0 9005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792 25,760,328 9005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2804 6,502,145 90056

보통예금 연구비 농협 355-0036-0463-93 0 9006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5371 0 9006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37-01-005467 993,259 9006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 678501-01-344901 800,495 90067

계 316,941,461

2019.05.15

[별지 제3의 1호 서식]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명세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위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성
자  산



[별지 제3의 4호 서식]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거래처명 내  역 금  액 비  고

이왕헌
이왕헌-지능형 드론 기반 생활체육 문화공간 안전관리 8월 카드연구비
불인정금액 미수금(연구장비재료비-시약및재료비)(55-6-1)

70,000 2016.08.22

백서연 윤준영-2018 군포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월 인건비 미수금(백서연)(20-11) 90,260 2019.02.28

합  계 160,260         

미 수 금 명 세 서



[별지 제3의 9호 서식]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고정자산명 기초잔액
당  기
증가액

당  기
감소액

기말잔액 당기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 계 액

미상각
잔  액

비고

기계기구

집기비품

2010년 취득비품 23,092,080 23,092,080 23,085,080 7,000

사무실 에어컨 715,000 715,000 715,000

삼성 컬러레이저 복합기 775,500 775,500 775,500

사무실 냉장고 244,110 244,110 244,110

카드단말기 275,000 275,000 275,000

파티션 1,313,500 1,313,500 262,700 1,050,800 262,700

DLP 서버 6,600,000 6,600,000 1,320,000 4,290,000 2,310,000

DLP 및 OS 6,000,000 6,000,000 1,200,000 3,900,000 2,100,000

통합보안관리(UTM) 1,800,000 1,800,000 360,000 1,170,000 630,000

노트북 3,400,000 3,400,000 680,000 2,210,000 1,190,000

L2스위치,RACK,6케이블 2,200,000 2,200,000 440,000 1,430,000 770,000

5단 오픈장 105,000 105,000 21,000 71,750 33,250

HP Laser PRinter 1,090,000 1,090,000 127,166 127,166 962,834

계 23,092,080 24,518,110 47,610,190 4,410,866 39,344,406 8,265,784

기타유형자산

합  계 23,092,080 24,518,110 47,610,190 4,410,866 39,344,406 8,265,784

유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



[별지 제3의 10호 서식]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과  목 고정자산명 취득원가 기초잔액
당  기
증가액

당  기
감소액

기말잔액 비고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642,500     449,750 128,500 321,250

저작권 53,600      41,987 10,720 31,267

계 696,100 491,737 139,220 352,517

기타유형자산

계

합  계 696,100 491,737 139,220 352,517

무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



[별지 제3의 13호 서식]

(단위 : 원)

거래처명 내  역 금  액 비  고

LG유플러스
김지현-2018 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사업 성과평가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
사무용품비(50-12)

1,240         2019.02.28

강효련 정영인-2018 생애첫연구(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비 미지급금-국내여비(18-23) 91,113        2019.02.28

정영인
정영인-2018 생애첫연구(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비 미지급금-기타,국내여비(18-
23)

1,083,740     2019.02.28

박금순 정영인-2018 생애첫연구(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비 지급-국내여비(18-23) 116,000       2019.02.28

송유리 정영인-2018 생애첫연구(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비 지급-국내여비(18-23) 41,000        2019.02.28

신한카드[18]
정영인-2018 생애첫연구(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
회의비,사무용품비(18-25)

510,940       2019.02.28

신한카드[27]
이관표-2018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
회의비,사무용품(27-31)

68,700        2019.02.28

신한카드[28] 장남경-2018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급-회의비(28-10) 90,000        2019.02.28

신한카드[48]
권두연-2018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2차년도)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
문헌구입비,회의비(48-20)

139,210       2019.02.28

국민카드[03] 산학협력단 3월 기관공통지원경비(법인카드 사용분) 미지급금 378,930       2019.02.28

국민카드[20]
윤준영-2018 군포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기타교육운영비
(20-21)

126,320       2019.02.28

국민카드[30]
엄기홍-2018 한국서부발전 연구사업(2차년도)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연구활동비,연구
과제추진비

433,238       2019.02.28

국민카드[42]
윤준영-2018 한세에듀센터 학교경영자 화성정조학교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식대(42-
11)

124,500       2019.02.28

국민카드[49] 이왕헌-2017 (주)우리별 초고압 송전선로 점검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연구과제추진비 219,400       2019.02.28

국민카드[53] 신승중-2017 국방벤처 지원사업(2차년도)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회의비(53-11) 37,900        2019.02.28

국민카드[55]
이왕헌-2018 산학협동재단 딥러닝AI기반 자율주행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연구과제추
진비(55-22)

204,200       2019.02.28

국민카드[66]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입학전형(편입생) 3월 카드연구비 미지급금-소모품비(66-4) 22,000        2019.02.28

합  계 3,688,431     

미 지 급 금 명 세 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3의 16호 서식]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기초잔액
당   기
감소액

당   기
증가액

기말잔액 비  고

 1. 출연기본금

     출연기본금

 2. 적립금 9,000,000 9,000,000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000,000 9,000,000

 3. 차기이월운영차익 69,783,453 51,136,509 7,559,571 26,206,515

     전기이월운영차액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

69,783,453 51,136,509 18,646,944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7,559,571 7,559,571

합      계 69,783,453 51,136,509 16,559,571 35,206,515

기 본 금 명 세 서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