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전년도 동분기 결산 당해년도 예산 비율 비고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
회

학생

중앙회계 지원금 AA ₩0 - -%
학생 이월금 AB ₩1,177,659 ₩1,047,217 88.92%

격려금 AC ₩461,536 ₩222,222 48.15%

예금결산이자 AD ₩519 ₩0 0.00%

캐시백 AE ₩203 ₩0 0.00%

계 ₩1,639,917 ₩1,269,439 77.41%

본회계

인권주간 지원금 ₩1,500,000 ₩0 0.00% 인권윤리센터 및 문자위
위원 LT 지원금 ₩0 ₩0 -% 학생지원팀

계 ₩1,500,000 ₩0 0.00%
총계 ₩3,139,917 ₩1,269,439 40.43%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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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생·소
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학생 홍보 이벤트 경품 A1 ₩10,000 ₩20,000 200.00% 사업수혜자: 학생회비 납부자
학생 위원 모집 및 단체 홍보 A2 ₩0 ₩40,000 -% 포스터 인쇄비 

계 ₩10,000 ₩60,000 600.00%

격려금
학생 격려금 B1 ₩461,536 ₩222,222 48.15%

계 ₩461,536 ₩222,222 48.15%
합계 ₩471,536 ₩282,222 59.85%

위원회

2022 인권주간

본회계 인권강연 연사 초청비 C1 ₩1,500,000 ₩0 0.00% 인권윤리센터 및 문자위 협의 필요

학생 부스 행사 준비 비용 C2 ₩30,584 ₩60,000 196.18% 대면 부스 행사 천막 대여비 등

본회계 비건 카페 C3 ₩0 ₩0 -%

학생 예비비 C4 ₩0 ₩0 -%

계 ₩1,530,584 ₩60,000 3.92%

사안 대응 및 연대
학생 연대 분담금 D1 ₩0 ₩30,000 -%

학생 교통비 D2 ₩0 ₩15,000 -%

계 ₩0 ₩45,000 -%

위원 LT

본회계 식대비용 E1 ₩0 ₩0 -% 학생지원팀 협의 필요

본회계 교통비 E2 ₩0 ₩0 -%

본회계 숙소비 E3 ₩0 ₩0 -%

계 ₩0 ₩0 -%

행사 및 사업용 공통 물품 구
비

학생 공통 물품 구비 F1 ₩0 ₩150,000 -% 인쇄물, 다과, 리플렛 등

계 ₩0 ₩150,000 -%
합계 ₩1,530,584 ₩210,000 13.72%

총계 ₩2,002,120 ₩492,222 24.59% 전체 대항목 총계

총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3,139,917 ₩1,269,439 40.43%

지출 ₩2,002,120 ₩492,222 24.59%



잔액 ₩1,137,797 ₩777,217 68.31%

학생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639,917 ₩1,269,439 77.41%
지출 ₩502,120 ₩537,222 106.99%
잔액 ₩1,137,797 ₩732,217 64.35%

본회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1,500,000 ₩0 0.00%

지출 ₩1,500,000 ₩0 0.00%

잔액 ₩0 ₩0

자치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수입 ₩0 ₩0 -%

지출 ₩0 ₩0 -%

잔액 ₩0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