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전년도 동분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학생

학생회계 이월금 AA ₩4,919,747 ₩3,772,806 76.69%
학생회계 지원금 AB ₩0 ₩0 -%

학생회계 예금결산이자 AC ₩2,495 ₩0

격려금 AD - ₩1,360,000 -%

계 ₩4,922,242 ₩5,132,806 104.28%

본회계

LT BA ₩0 - -%
신학관 및 미래홀 유지보수 및 비품구

입비
BB ₩0 ₩5,000,000 -%

계 ₩0 ₩5,000,000 -%

자치

자치회계 이월금 CA ₩4,589,698 ₩4,165,242 90.75%
자치회계 예금결산이자 CB ₩4,074 ₩0 0.00%

계 ₩4,593,772 ₩4,165,242 90.67%
총계 ₩9,516,014 ₩14,298,048 150.25%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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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문화공간위
원회

사업국

LT 본회계 LT A1 ₩0 ₩0 -%

계 ₩0 ₩0 -%

회의비
학생 회의비 A1 ₩0 ₩240,000 -% 16명

계 ₩0 ₩240,000 -%

예비비
학생 예비비 B1 ₩0 ₩50,000 -%

계 ₩0 ₩50,000 -%

격려금
학생 격려금 C1 - ₩1,360,000

계 ₩0 ₩1,360,000

리크루팅 자치 리크루팅 상품비 D1 ₩0 ₩300,000 -%

계 ₩0 ₩300,000 -%

신학관 방탈출 행사

학생 공유 이벤트 상품비 E1 ₩0 ₩100,000 -%

학생 행사 참가자 상품비 E2 ₩0 ₩400,000 -%

학생 행사 홍보비 E3 ₩0 ₩400,000 -%

계 ₩0 ₩900,000 -%

책다방 유지비 자치 책다방 비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F1 ₩187,740 - -%

계 ₩187,740 ₩0 0.00%
합계 ₩187,740 ₩2,850,000 1518.06%

관리국
신학관 및 미래홀 유지보수비

학생 홈페이지 유지비 G1 ₩121,337 ₩200,000 164.83%

학생 합주실 용역비 G2 ₩120,000 ₩120,000 100.00%

학생 장영신학생회관 비품구입비 G3 ₩0 ₩0 -%

본회계 신학관 및 미래홀 유지보수 및 비품구입비 G4 ₩0 ₩4,500,000 -%

계 ₩241,337 ₩4,820,000 1997.21%



학생문화공간위
원회

관리국

합계 ₩241,337 ₩4,820,000 1997.21%

총계 ₩429,077 ₩7,670,000 1787.56% 전체 대항목 총계

총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9,516,014 ₩14,298,048 150.25%

지출 ₩429,077 ₩7,670,000 1787.56%

잔액 ₩9,086,937 ₩6,628,048 72.94%

학생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4,922,242 ₩5,132,806 104.28%
지출 ₩241,337 ₩2,870,000 1189.21%
잔액 ₩4,680,905 ₩2,262,806 48.34%

본회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0 ₩5,000,000 -%

지출 ₩0 ₩4,500,000 -%

잔액 ₩0 ₩500,000 #DIV/0!

자치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4,593,772 ₩4,165,242 90.67%

지출 ₩187,740 ₩300,000 1.597954618

잔액 ₩4,406,032 ₩3,865,242 8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