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의
종  류

예금명 용 도
예 치
기 관

계 좌 번 호  예 치 금 액 비 고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356614 112,000         국민[0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154159 -               국민[02]
보통예금 간접비 국민은행 678501-01-154175 28,503,336      국민[03]
보통예금 예수금 국민은행 678501-01-154162 10,647,909      국민[04]
보통예금 예수금 국민은행 678501-01-344899 5,093,738       국민[0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336944 5,991,347       국민[1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336931 -               국민[1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182381 5,507,317       국민[1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336382 25,946,125      국민[2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287 -               국민[2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331 1,186,655       국민[2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336957 -               국민[2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47648 8,510,248       국민[2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49613 -               국민[2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55197 8,830,000       국민[2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58763 -               국민[2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58750 305,439         국민[2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58792 3,959,700       국민[2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58789 291,763         국민[3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258776 14,173,000      국민[3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766 -               국민[3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753 -               국민[3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740 5,452,428       국민[3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724 -               국민[3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737 14,682          국민[3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894 6,574,400       국민[3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852 9,502,446       국민[3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878 5,170,169       국민[3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865 -               국민[4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881 -               국민[4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906 -               국민[4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948 -               국민[4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935 -               국민[4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5780 736,160         국민[4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1919 6,502,065       국민[4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18 -               국민[47]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21 5,642,688       국민[48]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34 1,131,810       국민[49]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47 993             국민[50]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50 6,502,038       국민[51]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63 17,457,878      국민[52]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76 -               국민[53]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89 -               국민[54]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792 -               국민[5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2804 -               국민[5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5371 -               국민[65]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37-01-005467 1,400,000       국민[66]
보통예금 연구비 국민은행 678501-01-344901 1,402,865       국민[67]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15 -               기업[201]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22 9,328,266       기업[202]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30 9,750,000       기업[203]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47 9,750,000       기업[204]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54 9,750,000       기업[205]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61 9,750,000       기업[206]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4-079 9,750,000       기업[207] 
보통예금 연구비 기업은행 471-060130-01-080 -               기업[208] 
보통예금 연구비 농협 355-0056-5680-23 1,106,582       농협[64] 

계 245,734,047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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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학협력단 2020년 2월 건강장기보험료 환급금 미수금 156,940 2019.12.31

합  계 22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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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3,500 261,700 1,313,500 1,000

DLP 서버 6,600,000 6,600,000 1,320,000 5,610,000 990,000

DLP 및 OS 6,000,000 6,000,000 1,200,000 5,100,000 900,000

통합보안관리(UTM) 1,800,000 1,800,000 360,000 1,530,000 270,000

노트북 3,400,000 3,400,000 680,000 2,890,000 510,000

L2스위치,RACK,6케이블 2,200,000 2,200,000 440,000 1,870,000 330,000

5단 오픈장 105,000 105,000 21,000 92,750 12,250

HP Laser PRinter 1,090,000 1,090,000 218,000 345,166 744,834

계 47,610,190 47,610,190 4,500,700 43,846,106 3,765,084

기타유형자산

합  계 47,610,190 47,610,190 4,500,700 43,846,106 3,76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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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250      128,500       192,750

저작권 53,600            31,267 10,720             20,547

특허권 1,272,727   105,424         1,167,303

계      696,100      352,517    1,272,727      244,644     1,380,600

합  계 696,100     352,517     1,272,727   244,644     1,380,600    

무 형 자 산 명 세 서

(단위 : 원)



[별지 제3의 13호 서식]

(단위 : 원)

거래처명 내  역 금  액 비  고

김민정 산학협력단 2월 급여(김민정) 885,950       

송혜원 임미정-ODA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약정-2월급여[29-2] 1,621,800     

임미정외 임미정-2018 KOICA 다년간성과 중심 봉사단 연구비 지급-전문가파견[24-40] 744,518       

이경화 임미정-2018 KOICA 다년간성과 중심 봉사단 연구비 지급-인건비(퇴직금)[24-42] 441,128       

권두연외 권두연-2019년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3차년도) 연구비 지급-국내여비[48-46] 1,658,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학협력단 2020년 2월 4대보험료 미지급비용 833,540       

윤준영외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입학전형(신입생)-입시수당 인건비[66-1] 1,538,620     

임미정외 임미정-2019 KOICA 프로젝트 봉사단(베트남)-2월 인건비[22-24] 5,685,840     

양동권외 임미정-2019 KOICA 프로젝트 봉사단(베트남)-교육비[22-21] 4,213,440     

박재현외 임미정-2019 KOICA 프로젝트 봉사단(베트남)-강사교통비[22-25] 360,000       

이왕헌 이왕헌-2019 주차관리 로봇의 SLAM개발 연구-인건비[26-2] 1,222,080     

조승국 조승국-2019새만금환경생태용지조성사업-인건비[17-2] 2,816,340     

유순덕 유순덕-2019 블록체인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비 미지급-인건비(39-4) 790,407       

임평남 유순덕-2019 블록체인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연구비 미지급-인건비(39-4) 912,000       

변길남외 윤준영-2018 군포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퇴직정산 건강보험료(개인)미지급금 293,280       

신한카드 권두연-2019년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3차년도) 연구비카드 496,420       

국민카드 산학협력단 기관공통지원경비(법인카드 사용분) 131,020       

국민카드 김선집-2019 참생태연구소(2차)ICT기반 생태계 연구비카드 미지급 163,540       

국민카드
송은영-2019 기능성스마트 의류제품 기획 컨설팅 3월 연구비카드 미지급-야근식대,회의
비[19-4]

207,600       

국민카드 임미정-2019 KOICA 프로젝트 봉사단(베트남) 연구비 카드 미지급[22-26] 5,855,740     

국민카드 이왕헌-2017 (주)우리별 초고압 송전선로 점검 연구비카드 미지급 35,510        

국민카드 이왕헌-2019 주차관리 로봇의 SLAM개발 연구 연구비카드 미지급 89,000        

국민카드 최용철-2019 당진문화진흥기금 모니터링 연구비 카드 미지급 38,500        

기업BC 신영웅-2019 사이버범죄 상호연관성에 관한연구(1차)연구비 카드 506,200       

합  계 31,540,973    

미 지 급 비 용 명 세 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지 제3의 15호 서식]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기초잔액
당   기
감소액

당   기
증가액

기말잔액 비  고

퇴직급여충당부채 1,221,600 1,221,600

합      계 1,221,600 1,221,600

충 당 부 채 명 세 서

(단위 : 원)



[별지 제3의 16호 서식]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기초잔액
당   기
감소액

당   기
증가액

기말잔액 비  고

 1. 출연기본금

     출연기본금

 2. 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운영차익 26,206,515 26,206,515

     전기이월운영차액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

18,646,944 26,206,515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7,559,571

합      계 26,206,515 26,206,515

기 본 금 명 세 서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