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전년도 동분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학생

중앙회계 지원금 AA ₩0 ₩0 -%
학생 이월금 AB ₩3,688,204 ₩1,540,500 41.77%

예금결산이자 AC ₩2,487 ₩0 0.00%

계 ₩3,690,691 ₩1,540,500 41.74%

본회계

동아리연합회 사업 지원 BA ₩0 ₩18,000,000 -% 2021년 상반기 본회계 결산 내용 없음
환수 동아리지원금 이월금 BB ₩0 ₩1,912,687 -% 2021년 상반기 본회계 결산 내용 없음
동아리지원금 환수 BC ₩0 ₩2,500,000 -% (예상 액수)

계 ₩0 ₩22,412,687 -%

자치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 CA ₩7,119,605 ₩12,542,825 176.17%

동아리연합회비 CB ₩7,188,000 ₩5,500,000 76.52% (봄학기 동연회비 예상 액수)

예금결산이자 CC ₩3,374 ₩0 0.00%

계 ₩14,310,979 ₩18,042,825 126.08%
총계 ₩18,001,670 ₩41,996,012 233.29%

지출

기구명 담당 소항목 출처 세부항목 코드 전년도 동분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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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회의비 A1 ₩0 ₩80,000 -% 사업 수혜 대상자 : 집행부원 (전원 학생회비 납부자)
학생 집행부원 모집 홍보 A2 ₩0 ₩60,000 사업 수혜 대상 : 학부동연 비대위

계 ₩0 ₩80,000 -%

의결기구
자치 회의비 B1 ₩0 ₩100,000 -% 사업 수혜 대상자 : 분과학생회장/상임동아리 대표자

계 ₩0 ₩100,000 -%
합계 ₩0 ₩180,000 -%

사무국
사무실 유지보수

학생 사무용품 구매 C1 ₩500,000 ₩400,000 80.00% 사업 수혜 대상 : 학부동연 비대위

학생 복사기 임대료 C2 ₩960,000 - -% 복합기 구입으로 임대료 발생 없음.

학생 복합기 토너 구매 C3 ₩0 ₩200,000 -% 사업 수혜 대상 : 학부동연 비대위

본회계 사무용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 C4 ₩0 ₩3,000,000 -% 2분기 중으로 사무용 컴퓨터 3대 지원 (학생지원팀)

본회계 동아리연합회 사무실 가구 구매 C5 ₩0 ₩2,000,000 -% 사무실 가구 지원 (학생지원팀)

본회계 사무실 용품 구매 C6 ₩0 ₩300,000 -%

계 ₩1,460,000 ₩600,000 41.10%
합계 ₩1,460,000 ₩600,000 41.10%

관리국

동아리방 재배치
본회계 2022 동아리방 이사비용 E1 ₩0 ₩13,000,000 -% 2021년 상반기 본회계 결산 내용 없음

본회계 이사 중 손망실 물품 지원 E2 ₩0 ₩111,520 -% 2021년 상반기 본회계 결산 내용 없음
계 ₩0 ₩13,000,000 -%

공간 개선

본회계 등록취소 동아리방 물품 폐기 F1 ₩0 ₩1,800,000 -%

본회계 동아리방 도어락 수리 F2 ₩0 ₩660,000 -%

본회계 공용공간 개선 사업 F3 ₩0 ₩1,000,000 -%

학생 동아리연합회 창고 개선 사업 F4 ₩0 ₩800,000 -% 사업 수혜 대상 : 학부동연 비대위
계 ₩0 ₩2,460,000 -%

합계 ₩0 ₩15,460,000 -%

회계담당자

회비 관리

자치 동아리연합회비 환급 G1 ₩40,000 ₩50,000 125.00% (예상 액수)

자치 활동비 지급 G2 ₩0 ₩5,397,000 -% 2022년 3월 중으로 2021년 하반기 활동비 지급 예정,
동아리연합회비 비례배분 (활동비 지급 기준액 미달)

자치 금융 수수료 G3 ₩1,000 ₩20,000 2000.00% 법인 전자인증서, OTP 발급, 거래내역 증명서 등

계 ₩40,000 ₩5,447,000 13617.50%

통장정리

학생 통장정리 (동연 법인통장간 이체) H1 ₩0 ₩0 -% 거래내역 지출 코드용

자치 통장정리 (동연 법인통장간 이체) H2 ₩0 ₩0 -% 거래내역 지출 코드용

본회계 통장정리 (동연 법인통장간 이체) H3 ₩0 ₩0 -% 거래내역 지출 코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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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

통장정리

계 ₩0 ₩0 -%
합계 ₩40,000 ₩5,447,000 13617.50%

총계 ₩1,500,000 ₩21,687,000 1445.80% 전체 대항목 총계

총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8,001,670 ₩41,996,012 233.29%

지출 ₩1,500,000 ₩21,687,000 1445.80%

잔액 ₩16,501,670 ₩20,309,012 123.07%

학생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3,690,691 ₩1,540,500 41.74%
지출 ₩1,460,000 ₩1,540,000 105.48%
잔액 ₩2,230,691 ₩500 0.02%

본회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0 ₩22,412,687 -%

지출 ₩0 ₩21,871,520 -%

잔액 ₩0 ₩541,167

자치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4,310,979 ₩18,042,825 126.08%

지출 ₩41,000 ₩5,567,000 13578.05%

잔액 ₩14,269,979 ₩12,475,825 8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