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출처 항목 당해년도 예산 비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2분기 이월금 ₩11,730,153

봄학기 학생회비 지원금 ₩5,130,000 봄학기 학생회비에서 봄학기 학생회비 지원금으로 명
칭 변경(작년 4분기에 총학생회비 계좌 새로 신설)

대학원 총학생회 지원금 -
예금 결산 이자 ₩0
보증금 환급액 -
기타 환급액 -

계 ₩16,860,153

본회계

중운위 LT 지원금 -
중집위 LT 지원금 ₩1,530,000

KAMF 지원금 ₩62,000,000
월광캠프 지원금 -
해외연수 지원금 ₩25,000,000
총장간담회 지원금 - 신설

버스킹 연사비 지원 -
불법촬영/몰카방지사업 지원금 -

카이파크 지원금 -
힐링캠프 지원금 ₩4,500,000 작년 4분기 사업

계 ₩93,030,000 2,3분기 통합

자치

광고 수익금 ₩0
KAMF 보증금 -

KAMF 푸드트럭 자릿값 ₩3,000,000
해외연수 개인 부담금 ₩9,750,000

교내 노동자 환경 개선 모금액 -
기타 수익금 ₩0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모금 ₩0 신설(사후승인)
계 ₩12,750,000

총계 ₩122,640,153

지출

대항목 담당 소항목 출처 세부항목 당해년도 예산 비고 

KAIST 학부 총
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

회장단 및
집행지원실

중앙운영위원회

학생 회의비 ₩500,000

학생 자료집 제작 -

학생 교통비 지원 ₩150,000

계 ₩650,000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생 회의비 -

학생 자료집 제작 -

학생 교통비 지원 -

계 ₩0

기층예산심의위원회
학생 회의비 -

계 ₩0

전문연구요원 폐지 대응 특별
위원회

학생 회의비 -

계 ₩0

기록물 관리 특별위원회
학생 회의비 -

학생 사무비 -

계 ₩0

졸업준비위원회
학생 학위복 세탁비 ₩250,000

계 ₩250,000

중앙운영위원회 LT

본회계 숙박비 -

본회계 교통비 -

본회계 식대비 -

계 ₩0

대학평의원회 TF
학생 회의비 -

계 ₩0

집행조정위원회
학생 회의비 ₩50,000

계 ₩50,000

기타 출장비
학생 출장비 ₩250,000

계 ₩250,000

봄학기 소식지
학생 발간 비용 -

계 ₩0

기타 대표자 미팅 비용
학생 미팅 식대 및 다과 -

계 ₩0

대학우 설문조사
학생 홍보비 -

계 ₩0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 외주비 -

학생 오픈 홍보비용 -

계 ₩0

총장 간담회
본회계 간담회 진행 비용 -

학생 홍보비 -

계 ₩0

 회장단 예비비
학생 예비비 ₩150,000

계 ₩150,000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 공동부담금 -

계 ₩0

힐링캠프
본회계 힐링캠프 -



KAIST 학부 총
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

회장단 및
집행지원실

힐링캠프
계 ₩0 작년 4분기 기획국 사업

해오름식

학생 재료비 및 비품 -

학생 공간 예약 보증금 -

학생 홍보비 - 신설

계 ₩0 작년 2분기 기획국 사업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자치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모금액 기부 - 모금액 전액 기부

계 ₩0 신설(사후승인)

KAMF

본회계 무대 설치비 ₩22,000,000

본회계
가수 섭외비

₩40,000,000

자치 ₩2,250,000 1000만원 4분기 집행
학생 전시장비 설치 및 대여 ₩0

학생 홍보 책자 인쇄 비용 ₩450,000

학생 홍보 현수막 인쇄 비용 ₩80,000

학생 안전관리비 ₩100,000

학생 식사비용 ₩0 4분기 집행
학생 비품 및 기타 비용 - 본회계 ₩0

자치 비품 및 기타 비용 ₩750,000

학생 사진기사 ₩0 4분기 집행
학생 보증금 환급 ₩0

학생 보험비용 ₩1,000,000

학생 공간 예약 보증금 ₩0

학생 소무대+팬스 ₩1,500,000 신설

학생 부스설치 ₩2,000,000 신설

계 ₩70,130,000 작년 2,3분기 기획국 사업
(작년 동분기 결산 : 작년 2,3분기 결산으로 표기)

사무국

사무실 유지 보수비

학생 사무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350,000 사무실 책상 구비
학생 전화비 -

학생 정수기 대여비 ₩99,800

학생 응접용 식비 ₩50,000

계 ₩499,800

사무비

학생 문자비 - 작년도 예산 100,000 의 50%
학생 복사기 대여비 ₩74,250

학생 인쇄비 -

학생 <품> 인쇄 연체금 -

학생 회의 속기비 ₩240,000 중운위 4*2*2 , 회당 1.5만
학생 명함제작 - 신설, 15000*11

계 ₩314,250

비상대책위원회 LT

본회계 숙박비 ₩600,000

본회계 교통비 ₩300,000

본회계 식대비 ₩630,000 21 * 15000 * 2 (점심, 저녁)
계 ₩1,530,000

간부 리크루팅
학생 홍보비 -

계 ₩0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비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비 ₩315,000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비

로 명칭 변경, 15000 * 21

계 ₩315,000

위탁 홍보비
학생 대학원 총학생회 위탁 홍보비 -

계 ₩0

사무국 회의비
학생 사무국 회의비 ₩90,000 사무국·회계팀 회의비에서 사무국 회의비로 명칭 변

경(회계팀 분리), 15000 * 4

학생 회계팀 회의비 - 회계팀 분리
계 ₩90,000

사무국 예비비
학생 예비비 ₩337,905 사무국·회계팀 예비비에서 사무국 예비비로 변경(회

계팀 분리)

계 ₩337,905
합계 ₩3,086,955

문화기획국

KAMF

본회계 무대 설치비 -

3분기 사업으로 연기

본회계
가수 섭외비

-

학생 -

본회계 전시장비 설치 및 대여 -

본회계 홍보 책자 인쇄 비용 -

본회계 홍보 현수막 인쇄 비용 -

자치 안전관리비 -

본회계 식사비용 -

본회계 비품 및 기타 비용 - 기성 -

자치 비품 및 기타 비용 -

본회계 사진기사 -

자치 보증금 환급 -

자치 보험비용 -

학생 공간 예약 보증금 -

계 -

해오름식

학생 재료비 및 비품 -
회장단 및 집행지원실 담당 사업으로 변경 

학생 공간 예약 보증금 -

계 -

취업박람회
학생 회의비 -

문화기획국 폐지에 의한 사업 폐지

계 -

봄을찾기
학생 준비 및 상품비 -

계 -

버스킹

학생 
연사비

-

본회계 -



KAIST 학부 총
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

문화기획국

버스킹
학생 홍보비 -

문화기획국 폐지에 의한 사업 폐지

학생 재료비 및 비품 -

학생 공간 예약 보증금 -

계 -

월광캠프

본회계 텐트설치비 -

본회계 그릴 비용 -

본회계 음향 대여 비용 -

본회계 비품 비용 -

계 -

카이파크

본회계 이동식 놀이기구 설치 -

본회계 음향 대여 비용 -

본회계 음식 구매 비용 -

본회계 티셔츠 구매 비용 -

본회계 홍보비 -

본회계 기타 비품 비용 -

계 -

문화기획국 회의비
학생 회의비 -

계 -

문화기획국 예비비
학생 예비비 -

계 -

합계 -

정책국

정책국 회의비
학생 회의비 ₩45,000 15000*3

계 ₩45,000

정책국 예비비
학생 예비비 ₩0 신설

계 ₩0
합계 ₩45,000

사회참여국

불법촬영/몰카방지
본회계 몰카탐지기 구입 -

사회참여국 폐지에 의한 사업 폐지

본회계 몰카 방지 스티커 구입 -

계 -

교내 노동자 환경 개선
학생 X배너/플래카드 -

자치 모금액 -

계 -

사회참여국 회의비
학생 회의비 -

계 -

대학생 네트워크
학생 총학생회 기 -

계 -

2018년 지선 
정책토론회

학생 진행비 등 -

계 -

사회참여국 예비비
학생 예비비 -

계 -
합계 -

국제사무국 

해외연수 

본회계
여행사 

₩25,000,000

자치 ₩9,500,000
자치 개인부담금 환급액 ₩250,000
학생 후기 우수작성자 상품 ₩0

계 ₩34,750,000 작년 동분기 결산 : 작년 2,3분기 결산으로 표기

외국인간담회
학생 식사비 -

계 ₩0

Language 
Exchange 
Program

학생 오리엔테이션 -

학생 친목행사(바베큐파티) -

학생 우수참여자상품 -

계 ₩0

미니올림픽 
학생 도시락 구매비 -

학생 현수막 인쇄비 -

계 ₩0

KISA 면담
학생 식사비 -

계 ₩0

국제사무국 회의비
학생 회의비 ₩90,000 여름 잔류 인원 6명 * 15000원

계 ₩90,000

국제사무국 예비비
학생 예비비 ₩1,000,000

계 ₩1,000,000
합계 ₩35,840,000

복지국

외부협체 제휴
학생

출장비 ₩45,000 15000*3
제휴 보조비 ₩50,000

계 ₩95,000

복지국 회의비
학생 회의비 ₩105,000 15,000 * 7 = 105,000

계 ₩105,000

생활관 욕실 슬리퍼 설치
학생 욕실 슬리퍼 착용 캠페인 코팅지 부착 -

계 ₩0

외부인 출입 제한 안내 현수막 
설치

학생 현수막 제작비 -

계 ₩0

복지국 예비비
학생 예비비 ₩30,000 신설

계 ₩30,000
합계 ₩230,000

디자인팀

디자인팀 회의비
학생 회의비 ₩60,000 15000 * 4

계 ₩60,000

Adobe Creative Cloud
학생 대학교 플랜 ₩88,000 신설, 44,000원/월

계 ₩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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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

디자인팀

합계 ₩148,000

정보팀

Github organization
학생 Github private repository ₩122,400 작년 4분기 신설, 34$ / month

계 ₩122,400

정보팀 회의비
학생 회의비 ₩90,000 15000 * 6

계 ₩90,000
합계 ₩212,400 정보팀 분리

회계팀

회계항목

학생 결제오류 및 이체실수 ₩0 회계항목

자치 광고대행사 입금 ₩0 회계항목(재원 학생에서 자치로 변경)
계 ₩0 최종 결산에는 미포함

회계팀 회의비
학생 회의비 -

계 ₩0

회계팀 교통비
학생 교통비 ₩150,000 신설

계 ₩150,000
합계 ₩150,000 회계팀 분리

총계 ₩109,842,355 비상대책위원회 총계

당해년도

₩122,640,153
₩109,842,355
₩12,797,798

당해년도

₩16,860,153

₩9,862,355
₩6,997,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