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전년도 
출처

당해년도 
출처

항목 코드
전년도 상반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
회

학생 학생

기층 예산 AA ₩1,147,000 ₩1,200,000 104.6%
기층기구 이월금 AB ₩4,363,839 - -%

과비 AC ₩2,970,003 ₩1,200,000 40.4% 자치에서 항목 이동
과비 이월금 AD - - -%

격려금 AE - ₩200,000 -%
예금 이자 AF ₩1,751 ₩2,000 114.2%

계 ₩8,482,593 ₩2,602,000 30.7%

본회계 본회계

과사 지원금 BA ₩0 ₩4,000,000 -% 전년도 상반기에는 19년 하반기
에 미리 지급 받음

전반기 이월금 BB ₩4,159,821 ₩3,877,264 93.2%

예금이자 BC ₩2,231 ₩3,000 134.5%

계 ₩4,162,052 ₩7,880,264 189.3%

자치 자치

이월금 CA ₩6,182,790 ₩7,526,310 121.7%

예금이자 CB ₩2,588 ₩50 1.9%

계 ₩6,185,378 ₩7,526,360 121.7%
총계 ₩18,830,023 ₩18,008,624 95.6%

지출

대항목 담당 소항목
전년도 
출처

당해년도 
출처

세부항목 코드
전년도 상반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전기및전자공학
부 학생회

테크트리 TF
테크트리(5~6월 중 인
터뷰자료 배포)

학생 자치 학부생 인터뷰 사례비 A1 ₩120,000 ₩120,000 100.0%
전년도 세부항목 '대학원생 인터

뷰 사례비' 기준 결산,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학생 자치 인터뷰 질문 상품 A2 ₩0 ₩45,000 -%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계 ₩120,000 ₩165,000 137.5%

합계 ₩120,000 ₩165,000 137.5%

전자과 딸기파
티

전자과 딸기 파티
(4/1 예정)

본회계 본회계 딸기파티 준비물 구매 B1 ₩995,130 ₩1,000,000 100.5%

본회계 본회계 공유이벤트 상품 B2 ₩0 ₩50,000 -%

계 ₩995,130 ₩1,050,000 105.5%
합계 ₩995,130 ₩1,050,000 105.5%

fEEdback TF
fEEdback 사업
(4/25~ 예정)

자치 본회계 과사 지원 상품 1의 제세공과금 C1
₩59,180 ₩269,000 454.5%

전년도 하반기 사업 기준, 상품 제
공 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경정

자치 본회계 과사 지원 상품 2의 제세공과금 C2
₩32,780 ₩119,000 363.0%

전년도 하반기 사업 기준, 상품 제
공 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경정

학생 자치 참여 독려 상품 3 C3 ₩53,000 ₩90,000 169.8%
전년도 하반기 사업 기준, 기프티콘,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학생 자치 참여 독려 상품 4 C4 ₩99,000 ₩100,000 101.0%
전년도 하반기 사업 기준, 기프티콘,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계 ₩243,960 ₩578,000 236.9%

합계 ₩243,960 ₩578,000 236.9%

여학우모임

여학우 모임 행사 준비
(4/25~4/29 예정)

없음 없음 참여자 상품 D1 - - -% 학과 지원 사업
계 ₩0 ₩0 -%

합계 ₩0 ₩0 -%

BuddEE TF

BuddEE (1차 활동 
3/16~3/26, 2차 활동 

5/4~5/10)

없음 자치 공유이벤트 상품 E1 - ₩160,000 -%
전년도 과사 지원,
과비 납부자 대상

자치 자치 활동 지원금 E2
₩280,900 ₩1,600,000 569.6%

전년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중단 
(전년도 StudEE 기준),
과비 납부자 대상

자치 자치 우수팀 상금 E3
₩801,500 ₩400,000 49.9%

1등 인당 3만원, 2등 인당 2만원 * 
2번 (전년도 StudEE 기준),

과비 납부자 대상
계 ₩1,082,400 ₩2,160,000 199.6%

합계 ₩1,082,400 ₩2,160,000 199.6%

간식이벤트 TF
간식이벤트

없음 자치 중간고사 간식 F1 ₩464,000 ₩500,000 107.8%
전년도 상반기 사업 기준,
과비 납부자 대상

없음 자치 기말고사 간식 F2 ₩464,000 ₩500,000 107.8%
전년도 상반기 사업 기준,
과비 납부자 대상

계 ₩928,000 ₩1,000,000 107.8%
합계 ₩928,000 ₩1,000,000 107.8%

운영위원회

21학번 과대표단 선거
학생 자치 투표 이벤트 상품 G1 ₩0 ₩400,000 -% 20명 x 20,000원,

학생회비 납부자 대상
계 ₩0 ₩400,000 -%

Grammarly Pro
본회계 본회계 Grammarly Pro 구독비 H1 ₩72,617 ₩73,000 100.5% 4달 60달러

계 ₩72,617 ₩73,000 100.5%

전자과 zoom 계정
없음 본회계 전자과 zoom pro 구독비 I1 ₩0 ₩180,000 -% 1년 149.9 달러 (하반기까지 사용)

계 ₩0 ₩180,000 -%

전자과 구글 드라이브
없음 본회계 전자과 구글드라이브 standard 구독비 J1 ₩0 ₩37,000 -% 1년 37,000원 (하반기까지 사용)

계 ₩0 ₩37,000 -%

전자과 드롭박스
학생 본회계 전자과 드롭박스 구독비 K1 ₩72,320 ₩90,000 124.4% 한달 15,000원 x 6달

계 ₩72,320 ₩90,000 124.4%

진입생환영회 (3/10)
자치 본회계 퀴즈 정답자 L1 ₩250,000 ₩250,000 100.0% 5만원 * 5명

계 ₩250,000 ₩250,000 100.0%

단실비품
없음 본회계 단실비품 M1 ₩0 ₩500,000 -% 이사로 인한 단실 정리비, 프린터 등

계 ₩0 ₩500,000 -%

예비비
본회계 본회계 예비비 N1 ₩400,000 ₩200,000 50.0%

계 ₩400,000 ₩200,000 50.0%

학생회 여름 LT

본회계 본회계 숙박비 O1 - ₩700,000 -%

본회계 본회계 교통비 O2 - - -%

본회계 본회계 식비/안주/주류 O3 ₩0 ₩700,000 -%

계 ₩0 ₩1,400,000 -%
합계 ₩794,937 ₩3,130,000 393.7%

집행부
회의 및 회식비

본회계 본회계 회의 및 회식비 P1 ₩274,800 ₩495,000 180.1% 33명 x 15,000원
계 ₩274,800 ₩495,000 180.1%

합계 ₩274,800 ₩495,000 180.1%
총계 ₩4,439,227 ₩8,578,000 193.2%

�총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18,830,023 ₩18,008,624 95.6%

지출 ₩4,439,227 ₩8,578,000 193.2%

최종잔액 ₩14,390,796 ₩9,430,624 65.5%

학생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8,482,593 ₩2,602,000 30.7%

지출 ₩344,320 ₩0 0.0%

최종잔액 ₩8,138,273 ₩2,602,000 32.0%

본회계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4,162,052 ₩7,880,264 189.3%

지출 ₩1,742,547 ₩4,663,000 267.6%

최종잔액 ₩2,419,505 ₩3,217,264 133.0%

자치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수입 ₩6,185,378 ₩7,526,360 121.7%

지출 ₩1,424,360 ₩3,915,000 274.9%

최종잔액 ₩4,761,018 ₩3,611,360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