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원)

과  목 교부처 내  역 금  액 비  고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소비자원 김영두-상반기 서비스 비교조사 협업 수행기관 계약(백화점) 11,255,411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당진문화재단 김지현-당진문화재단 당진문화기금모니터링 17,361,548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이관표-의정부시_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정책 연구 용역 8,588,082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국립소방연구원 조용석-소방안전 홍보문구 효과성 분석 및 향후 설정방향 연구 17,096,500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경찰청 임헌욱-사이버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적 요인분석 15,636,360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공주시청 김지현-(주)공주문화재단 직원채용업무 위탁 용역 4,193,300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재)공주문화재단 김지현-(재)공주문화재단 신규직원 연수 업무위탁 용역 4,008,760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재)화성시문화재단 김지현-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설문조사 4,015,496            

산학협력수익(정부연구수익) (재)공주문화재단 김지현-(재)공주문화재단 평가체계 구축 연구 15,823,500           

계 정부연구수익 97,978,957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참생태연구소 김선집-참생태연구소(2차)ICT기반 생태계 연구비 28,259,140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주식회사 우리별 이왕헌-초고압 송전선로 점검을 위한 드론용 항법장치 및 짐벌장치(3차) 16,634,960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컴엔애스 이왕헌-LIDAR룰 이용한 NDT기반의 주차관리 로봇의 SLAM 개발에 관한 연구 7,401,000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주식회사 에스알 장남경-SR 하계 피복 개선 컨설팅 용역 9,491,000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참생태연구소 김선집-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ICT 기반 생태계 데이터(영상)…연구 13,500,000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참생태연구소 김선집-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ICT 기반 생태계 데이터(영상)…선수수익 13,500,000-           

계 산업체연구수익 61,786,100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 경제연구소 윤준영-퇴직예정자 연수과정 2,600,000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 한국국제협력단 임미정-KOICA 성과중심 봉사단 사업(미얀마) 5,493,443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 한국국제협력단 임미정-베트남 호치민 도시빈민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권 확대사업 116,572,466

계 교육운영수익 124,665,909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주)디앤엘 송은영-기능성 스마트 의류제품 기획 컨설팅 14,799,100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한국개발연구원 조승국-새만금 환경생태용지(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2,902,795

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한국개발연구원 조승국-새만금 환경생태용지(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선수수익 -1,358,755

계 기타산학협력수익 16,343,140

합   계 300,774,106

[별지 제4의 1호 서식]

산학협력 연구 수익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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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의 3호 서식]

(단위 : 원 )

과  목 교부처 내  역 금  액 비  고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장남경-우수논문지원사업-토픽 모델링을 활용한...분석 3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권두연-신진연구자지원사업-근대 초기 서양 예법에 관한... 연구 3,322,85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김옥주-시간강사지원사업-러시아 정교회의 소피아론 6,5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승중-도로질서를 위한 무선충전 스테이션...자전거,전동킥보드 시스템 36,516,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승중-도로질서를 위한 무선충전 스테이션...자전거,전동킥보드(세부) 2,1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신영웅-사이버범죄의 동기,수단과 방법,결과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38,357,723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모영환-기학( )의 변용( )을 통해 본 장재( )와 이이( )…연구 9,75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엄주란-취약 청소년 복지를 넘어? 9,75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연미선-모욕적 감독행위가 사회복지사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9,75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이미아-신학대학교에서 성품 교육을 위한 실천적 코스 모델 개발 9,75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임수경-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현대시 교육 방법 연구 9,75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이정환-시간강사지원사업-헤르만 코엔의 종교철학 연구 6,5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신현기-여성경찰제도의 체계적 접근 10,0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유혜영-대리인의 상충된 이해가 기업의 현금정책 및 조정속도에…연구 19,1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구병모-신진연구자지원사업(3년과제) 비즈니스모델 연구 20,0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이정환-인문사회학술연구 독일 근대 후기 철학의 유물론 논쟁연구 39,0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김미영-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사회적 자본으로서 복움의 공공성 연구 13,0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이정환-인문사회학술연구 독일 근대 후기 철학의 유물론 논쟁연구.선수수익 15,0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이정환-시간강사지원사업-헤르만 코엔의 종교철학 연구..선수수익 46,702-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신영웅-사이버범죄의 동기,수단과 방법,결과의 상호연관성에…선수수익 28,498,422-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유혜영-대리인의 상충된 이해가 기업의 현금정책 및 조정속도에…선수수익 7,758,91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김미영-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사회적 자본으로서…선수수익 6,500,000-               

지원금수익(정부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구병모-신진연구자지원사업(3년과제) 비즈니스모델 연구…선수수익 19,846,500-              

계 연구수익(정부연구수익) 165,796,039

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 (재)산학협동재단 김영두-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사업비 입금 9,500,000

지원금수익(산업체연구수익) (재)산학협동재단 유순덕-블록체인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사업비 입금 3,299,999

계 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 12,799,999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정환희외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입학전형(신입생) 선수수익 2,20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수원시 윤준영-제4차 산업혁명과 AI자율주행 체험 6,00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한국과학창의재단 신승중-한국과학창의재단 2020 생활과학교실 운영(재단지원금) 42,00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군포시청 신승중-군포시 2020 생활과학교실 운영(군포시지원금) 18,00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도장중학교 신승중-2020년 생활과학교실(자체대응자금) 43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경기도 신태식-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13,50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경기도 윤준영-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지원대학) 25,00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수원시 윤준영-제4차 산업혁명과 AI자율주행 체험…선수수익 480,00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경기도 신태식-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선수수익 7,160,660-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경기도 윤준영-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지원대학)…선수수익 2,256,000-               

계 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 97,233,340

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 한국국제협력단 임미정-ODA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약정-사업비 입금 9,664,440

계 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 9,664,440

합  계 285,493,818

지 원 금 수 익 명 세 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교부처 내  역 금  액 비  고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주) 참생태연구소 김선집-참생태연구소(2차)ICT기반 생태계 연구비             750,320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주)한국서부발전 엄기홍-가속시험과 절연물 열화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연구 2,053,360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주식회사 우리별 이왕헌-초고압 송전선로 점검을 위한 드론용 항법장치 및 짐벌장치(3차) 819,064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주식회사 에스알 장남경-SR 하계 피복 개선 컨설팅 용역 499,000            

간접비(산학협력수익) 한국소비자원 김영두-상반기 서비스 비교조사 협업 수행기관 계약(백화점)             562,771

간접비(산학협력수익) 당진문화재단 김지현-당진문화재단 당진문화기금모니터링           2,638,452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이관표-의정부시_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정책 연구 용역             502,827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조용석-소방안전 홍보문구 효과성 분석 및 향후 설정방향 연구             875,772

간접비(산학협력수익) 경찰청 임헌욱-2020년 사이버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적 요인분석           2,545,460

간접비(산학협력수익) 공주시청 김지현-(주)공주문화재단 직원채용업무 위탁 용역 352,155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재)공주문화재단 김지현-(재)공주문화재단 신규직원 연수 업무위탁 용역 536,695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재)화성시문화재단 김지현-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설문조사 439,049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재)공주문화재단 김지현-(재)공주문화재단 평가체계 구축 연구 2,358,319          

간접비(산학협력수익) ㈜참생태연구소 김선집-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ICT 기반 생태계 데이터(영상) 현장 수집...연구 1,500,000          

계 간접비(산학협력수익:산학협력연구수익) 16,433,244

간접비(교육운영수익) 퇴직예정자교육 윤준영-퇴직예정자 연수과정 536,000

간접비(교육운영수익) 사단법인 한세에듀센터 윤준영-학교경영자 교장연수 736,293

간접비(교육운영수익) 한국국제협력단 임미정-베트남 호치민 도시빈민층을 위한 문화예술향유권 확대사업 9,240,800

계 간접비(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 10,513,093

간접비(기타산학협력수익) (주)디엔엘 송은영-기능성스마트 의류제품 기획 컨설팅 연구 500,000

계 간접비(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 500,000

간접비(연구수익)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승중-도로질서를 위한 무선충전 스테이션...자전거,전동킥보드 시스템 1,800,000

간접비(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신영웅-사이버범죄의 동기,수단과 방법,결과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461,000

간접비(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유혜영-대리인의 상충된 이해가 기업의 현금정책 및 조정속도에…연구 2,847,000

간접비(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구병모-신진연구자지원사업(3년과제) 비즈니스모델 연구 2,982,000

간접비(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이정환-인문사회학술연구 독일 근대 후기 철학의 유물론 논쟁연구 1,000,000

간접비(연구수익) 한국연구재단 김미영-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사회적 자본으로서 복움의 공공성 연구 1,000,000

계 간접비(지원금수익:연구수익) 10,090,000

간접비(교육운영수익) 경기도 신태식-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개설 1,500,000

계 간접비(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 1,500,000

간접비(기타지원금수익) 한국국제협력단 ODA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펴셔널 116,680

계 간접비(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 116,680

합계 39,153,017

[별지 제4의 5호 서식]

간접비수익 명세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과  목 기부처 또는 기부자 내  역 금  액 비  고

일반기부금 ㈜세이프어드바이져 발전기금 2,310,000

일반기부금 ㈜융성 발전기금 1,200,000

일반기부금 ㈜분다 발전기금 3,000,000

지정기부금(현물) ㈜싸이버원 발전기금 30,000

합계 6,540,000

[별지 제4의 4호 서식]

기부금수익 명세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기 초
금 액

당  기
증가액

당  기
감소액

기 말
금 액

건   물 0 0

기계장치 0 0 0

집기비품 47,610,190 43,845,106 3,224,250 0 47,069,356 540,834

기타
유형자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47,610,190 43,845,106 3,224,250 0 47,069,356 540,834

지적재산권 2,129,627 588,227 327,987 916,214 1,213,413

소  계 2,129,627 588,227 327,987 0 916,214 1,213,413

49,739,817 44,433,333 3,552,237 0 47,985,570 1,754,247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합  계

[별지 제4의 6호 서식]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과  목
취 득
원 가

(감가)상각누계액
장 부
가 액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