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및집행현황
접수내역
사업명

2020 학생복지 및 학생자
치활동의 지원 사업

접수번호

일자

기탁자

집행내역
기탁종류

금액

내역

일자

0 전기 계
2019학년도 학생복지 및
10,180,000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이월 2020-05-19
금

지출금액

채권자

내역

0 전기 계
420,450 홍○○

1, 2/4 분기 신한중,고 총동
문회 장학금 지급

2020-05-19

420,450 한○○

1, 2/4 분기 신한중,고 총동
문회 장학금 지급

240,000 학교운영위원회

2020-05-19

840,900 신한고등학교

1, 2/4 분기 신한중,고 총동
문회 장학금 지급

물품

4,500,000 이미화(미스크)

2020-05-29

1,000,000 최○○

김영준 및 평택제일교회 장
학금 지급

2020-04-08 학교운영위원회

금전

160,000 학교운영위원회

2020-05-29

500,000 윤○○

김영준 및 평택제일교회 장
학금 지급

12

2020-04-16 신한중고총동문
회

금전

3,363,600 신한중.고총동문회

2020-05-29

500,000 송○○

김영준 및 평택제일교회 장
학금 지급

13

2020-05-13 학교운영위원회

금전

140,000 학교운영위원회

2020-06-23

200,000 김○○

국제피플투피플 평택챕터
장학금 지급

14

2020-05-28

평택제일교회

금전

2020-06-23

500,000 송○○

평택제일교회 및 김영준 장
학금 지급

15

2020-05-28

평택성결교회

금전

400,0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평택
교회)

2020-06-23

500,000 윤○○

평택제일교회 및 김영준 장
학금 지급

16

2020-05-29

김영준

금전

500,000 김영준

2020-06-23

200,000 최○○

국제피플투피플 평택챕터
장학금 지급

18

2020-06-05 학교운영위원회

금전

160,000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2020-06-23

500,000 최○○

평택제일교회 및 김영준 장
학금 지급

19

2020-06-25

금전

200,000 심○○

국제피플투피플 평택챕터
장학금 지급

21

2020-06-30 학교운영위원회

금전

22

2020-06-30 평안밀레니엄 선
도장학재단

금전

6

2020-03-01

금전

9

2020-03-09

국제피플투피플
평택챕터

금전

600,000 국제피플투피플 평택챕터

10

2020-03-26 학교운영위원회

금전

17

2020-04-07

11

이미화

(주) 창강재단

4,000,000 평택제일교회

2,161,800 (주) 창강재단

120,000 20년 학교운영위원회

2,000,000 평안밀레이엄 선도장학회

2020-06-23

2020-07-17

2,002,500 신한고등학교

코로나 19 방역용품(학생용
마스크) 구입

2020-07-21

1,000,000 한○○

창강재단(1, 2분기) 및 평안
밀레니엄 장헉금 지급

접수및집행현황
접수내역
사업명

2020 학교교육시설의 보
수 및 확충 사업

접수번호

일자

기탁자

집행내역
기탁종류

금액

내역

일자

지출금액

채권자

내역

23

2020-07-29 학교운영위원회

금전

120,000 20년 학교운영위원회

2020-07-21

660,450 우○○

창강재단(1, 2분기) 및 평안
밀레니엄 장헉금 지급

24

2020-07-30

재단법인 가산문
화재단

금전

2,000,000 재단법인 가산문화재단

2020-07-21

1,000,000 황○○

창강재단(1, 2분기) 및 평안
밀레니엄 장헉금 지급

25

2020-08-31

김영준

금전

500,000 김영준

2020-07-21

840,900 신한고등학교

창강재단(1, 2분기) 및 평안
밀레니엄 장헉금 지급

26

2020-09-11

정선례

금전

1,000,000 정선례

2020-07-21

660,450 이○○

창강재단(1, 2분기) 및 평안
밀레니엄 장헉금 지급

27

2020-09-15 국제피플투피플
평택챕터

2020-08-11

2,000,000 장○○

가산문화재단 장학금 지급

2020-09-04

420,450 한○○

장학금 (총동문회,.평택제
일교회. 김영준) 지급

2020-09-04

500,000 최○○

장학금 (총동문회,.평택제
일교회. 김영준) 지급

2020-09-04

500,000 윤○○

장학금 (총동문회,.평택제
일교회. 김영준) 지급

2020-09-04

420,450 홍○○

장학금 (총동문회,.평택제
일교회. 김영준) 지급

2020-09-04

500,000 송○○

장학금 (총동문회,.평택제
일교회. 김영준) 지급

금전

7

2020-03-01

금전

8

2020-03-01

금전

20

2020-06-28

금전

600,000 국제피플투피플글럽 평택
챕터

2019학년도 학교교육시설
2020-06-26
의 보수 및 확충 이월금
42,710 예금이자

4,085,000

3,999,600 아크릴장이

6,020 예금이자

기간합계

36,879,130

20,286,600

총합계

36,879,130

20,286,600

급식실 포맥스칸막이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