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19년도 출처 당해년도 출처 항목 코드
19년도 동분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KAMF 기획 특
임위원회

- 학생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 지원

금
AA ₩6,000,000 -%

학생 -
학생회비 �AB ₩6,500,000 - -%

계 ₩6,500,000 ₩6,000,000 92.31%

본회계 본회계

학생지원팀 지
원금

BA ₩55,500,000 ₩54,200,000 97.66% 19년도 기준 학
교지원 본예산

학생지원팀 지
원금(특별활동
지원비)

BB ₩6,500,000 ₩0 0.00%

19년도 기준 학
교지원 본예산
(특별활동 지원

비)
기타 학교 지원

금
BC - ₩0 -%

특별안전근로학
생 운영비 BD ₩216,000 ₩300,000 138.89%

계 ₩62,216,000 ₩54,500,000 87.60%

-

자치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문화기획국 지

원금

CA - ₩20,000,000 -%

자치

학생복지위원회 
지원금

CB ₩10,000,000 ₩0 0.00%

푸드트럭 수익
금

CC ₩3,000,000 ₩4,500,000 150.00%

부스, 오픈스테
이지 보증금 환

급
�CD ₩3,550,000 ₩0 0.00%

-

대학원 총학생
회 지원금 �CE - ₩8,000,000 -%

동문 지원금 CF - ₩0 -%
기타 지원금 CG - ₩0 -%

계 ₩16,550,000 ₩32,500,000 196.37%

문자위 문자위
문화자치기금 DA ₩4,137,400 ₩0 0.00%

계 ₩4,137,400 ₩0 0.00%
총계 ₩89,403,400 ₩93,000,000 104.02%

지출

기구명 담당 소항목 19년도 출처 당해년도 출처 세부항목 코드
19년도 동분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KAMF 기획 특
임위원회

무대팀
공연

본회계 본회계
무대 및 펜스 설
치비(주무대) A1 ₩22,000,000 ₩22,000,000 100.00%

학생 자치
무대 및 펜스 설
치비(소무대 및 

펜스)
A2 ₩1,500,000 ₩0 0.00%

본회계 본회계 가수 섭외비 A3 ₩40,000,000 ₩32,000,000 80.00% 19년도 기준 가
수 섭외비1

자치 자치 가수 섭외비 A4 ₩12,250,000 ₩32,900,000 268.57% 19년도 기준 가
수 섭외비2

계 ₩75,750,000 ₩86,900,000 114.72%
합계 ₩75,750,000 ₩86,900,000 114.72%

부스팀

부스

문자위 문자위
외부 부스 섭외

비
B1 ₩2,508,000 ₩0 0.00%

- 자치
외부 부스 섭외

비
B2 - ₩0 -%

문자위 문자위
부스 현수막 인

쇄비
B3 ₩304,000 ₩0 0.00%

- 자치
부스 현수막 인

쇄비
B4 - ₩0 -%

학생 학생
천막, 의자, 테이
블 설치비 B5 ₩2,000,000 ₩2,500,000 125.00%

문자위
천막, 의자, 테이
블 설치비 B6 - ₩0 -%

본회계
천막, 의자, 테이
블 설치비 B7 - ₩0 -%

문자위 문자위
부스 운영 지원

비
B8 ₩185,400 ₩0 0.00%

- 자치
부스 운영 지원

비
B9 - ₩0 -%

- 본회계
부스 운영 지원

비
B10 - ₩0 -%

- 학생 부대비용 B11 - ₩200,000 -%

계 ₩4,997,400 ₩2,700,000 54.03%

보증금 자치 자치
부스, 오픈스테
이지 보증금 환

급
C1 ₩3,550,000 ₩0 0.00%

계 ₩3,550,000 ₩0 0.00%
자체부스 - 자치 기획비 �D1 - ₩1,000,000 -%

계 ₩0 ₩1,000,000 -%
합계 ₩8,547,400 ₩3,700,000 43.29%

홍보팀
홍보

문자위 문자위 팜플렛 인쇄비 E1 ₩244,000 ₩0 0.00%

학생 학생 팜플렛 인쇄비 E2 ₩156,000 ₩200,000 128.21%

학생 자치 현수막 인쇄비 E3 ₩59,900 ₩200,000 333.89%

학생 자치 사진기사 E5 ₩150,000 ₩200,000 133.33%

문자위 문자위
병입수돗물 운

반
E6 ₩55,000 ₩0 0.00%

- 자치
병입수돗물 운

반
E7 - ₩0 -%

학생 자치 보험료 E8 ₩1,000,000 ₩1,000,000 100.00%

학생 학생 안전관리비 E9 ₩0 ₩0 -%

계 ₩1,664,900 ₩1,600,000 96.10%
합계 ₩1,664,900 ₩1,600,000 96.10%

위원장단

실무 본회계 본회계
특별안전 근로
학생 운영비 F1 ₩153,000 ₩300,000 196.08%

계 ₩153,000 ₩300,000 196.08%

실무 식사 학생 학생
행사 당일 식사

비
G1 ₩489,900 ₩800,000 163.30% 2일 식사

계 ₩489,900 ₩800,000 163.30%
회의비 - 자치 회의비 H1 - ₩400,000 -% 특임위원 28명

계 ₩0 ₩400,000 -%
상품비 - 학생 행사 상품비 I1 - ₩3,000,000 -%

계 ₩0 ₩3,000,000 -%
사무비품 - 자치 사무비품 구매 J1 - ₩500,000 -%

계 ₩0 ₩500,000 -%

행사 진행용품 - 자치
행사 진행용품 

구매
K1 - ₩1,000,000 -%

계 ₩0 ₩1,000,000 -%

포토존
- 문자위 포토존 제작비 L1 - ₩0 -%
- 학생 포토존 제작비 L2 - ₩0 -%

계 ₩0 ₩0 -%

예비비
- 학생 예비비 M1 - ₩300,000 -%
- 자치 예비비 M2 - ₩270,000 -%

계 ₩0 ₩570,000 -%
합계 ₩642,900 ₩6,570,000 1021.93%

디자인팀

굿즈 - 자치 굿즈 제작 N1 - ₩3,000,000 -%

굿즈 - 학생 굿즈 제작 N2 - ₩0 -%

계 ₩0 ₩3,000,000 -%
합계 ₩0 ₩3,000,000 -%

예비비
예비비 자치 자치 예비비 O1 ₩717,500 - -%

계 ₩717,500 ₩0 0.00%
합계 ₩717,500 ₩0 0.00%

총계 ₩87,322,700 ₩101,770,000 116.54%

총계 19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89,403,400 ₩93,000,000 104.02%

지출 ₩87,322,700 ₩101,770,000 116.54%

잔액 ₩2,080,700 -₩8,770,000 -421.49%

학생 19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6,500,000 ₩6,000,000 92.31%

지출 ₩5,355,800 ₩7,000,000 130.70%

잔액 ₩1,144,200 -₩1,000,000 -87.40%

본회계 19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62,216,000 ₩54,500,000 87.60%

지출 ₩62,153,000 ₩54,300,000 87.37%

잔액 ₩63,000 ₩200,000 317.46%

자치 19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6,550,000 ₩32,500,000 196.37%

지출 ₩16,517,500 ₩40,470,000 245.01%

잔액 ₩32,500 -₩7,970,000 -24523.08%

문자위 19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4,137,400 ₩0 0.00%

지출 ₩3,296,400 ₩0 0.00%

잔액 ₩841,000 ₩0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