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21 4분기 결산 22 4분기 예산 전년대비 비율 비고
격려금 AA ₩1,153,840 ₩1,111,110 96.3%

₩1,153,840 ₩1,111,110 96.3%
전반기 이월금 BA ₩24,354,268 ₩8,333,280 34.2% 전반기 결산안(220828)에서 이월된 금액
예금 이자 BB ₩10,910 ₩10,000 91.7%
대여사업 BC ₩0 ₩300,000 -
북마켓 BD ₩551,000 ₩300,000 54.4%

추석귀향버스 BE ₩7,075,001 ₩10,000,000 141.3% 대면학기 시작으로 추석귀향버스 이용자 확대 예상
코인노래방 BF ₩0 ₩2,000,000 - 4분기 말에 코인노래방을 개장하게 될 경우 많은 수입 예상

₩31,991,179 ₩20,943,280 65.5%
₩33,145,019 ₩22,054,390 66.5%

기구명
담당(담당부서

or 담당인)
사업명(대분류) 출처 항목(소분류) 코드 21 4분기 결산 22 4분기 예산 전년대비 비율 비고

자치 비품 구입 및 관리 A1 ₩0 ₩300,000 - 대면학기 시작으로 비품 구입 확대
자치 소모품 구입 및 관리 A2 ₩84,580 ₩200,000 236.5% 대면학기 시작으로 소모품 구입 확대

₩84,580 ₩500,000 591.2%
자치 복사기 렌탈료 B1 ₩396,000 ₩396,000 100.0% 99,000원 * 4달
자치 공기청정기 렌탈료 B2 ₩104,700 ₩139,600 133.3% 34900원 * 4달

₩500,700 ₩535,600 107.0%
자치 포스터, 대자보, 현수막 제작 C1 ₩193,700 ₩145,000 74.9%
자치 사업 홍보 이벤트 상품 C2 ₩0 ₩180,000 -
자치 대량문자 전송 C3 ₩60,000 ₩30,000 50.0%

₩253,700 ₩355,000 139.9%
자치 홈페이지 유지보수 D1 ₩112,640 ₩75,240 66.80% 18810원 * 4달

₩112,640 ₩75,240 66.80%
자치 대여물품 구입 및 수리 E1 ₩7,400 ₩500,000 6756.8% 천막 2개 구입 예정
자치 보증금 환급 E2 ₩0 ₩50,000 -

₩7,400 ₩550,000 7432.4%
자치 신입 국원 프로젝트 F1 ₩0 ₩350,000 -

₩0 ₩350,000 -
자치 친목조 활동비 G1 ₩0 ₩360,000 - (20000원 * 6인 + 10000원 * 6인) * 2회

₩0 ₩360,000 -
자치 국별 회식 H1 ₩315,000 ₩435,000 138.1% 15000원 * 29인

₩315,000 ₩435,000 138.1%
자치 예비비 I1 ₩0 ₩500,000 -

₩0 ₩500,000 -
자치 통장 간 돈의 이동 J1 ₩0 ₩0 -

₩0 ₩0 -
학생 격려금 K1 ₩0 ₩1,111,110 -

₩0 ₩1,111,110 -
₩1,274,020 ₩4,771,950 374.6%

자치 정산금액 L1 ₩279,000 ₩300,000 107.5%
자치 환불금액 L2 ₩17,000 ₩20,000 117.6%

₩296,000 ₩320,000 -
자치 버스 대절 비용 M1 ₩7,600,000 ₩8,000,000 105.3% 대면학기 시작으로 추석귀향버스 이용자 확대 예상
자치 환불금액 M2 ₩678,000 ₩100,000 14.7%

자치 실무복 M3 ₩298,000 ₩340,000 114.1% 실무자와 탑승자의 구분이 모호했다는 피드백을 받아 원활한 사
업 진행을 위해 실무복(단체티) 구입. 8500원 * 40인

₩8,576,000 ₩8,440,000 98.4%
₩8,872,000 ₩8,760,000 98.7%

자치 디자인 공모전 상금 지급 N1 ₩0 ₩150,000 - 롱패딩 디자인 변경 피드백을 받아 디자인 공모전 시행

₩0 ₩150,000 -
₩0 ₩150,000 -

자치 근로비 O1 ₩0 ₩400,000 -
자치 비품 구입 및 관리 O2 ₩0 ₩500,000 -
자치 소모품 구입 및 관리 O3 ₩0 ₩200,000 -
자치 기계 오작동 환불 O4 ₩0 ₩200,000 -
자치 신곡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O5 ₩0 ₩1,000,000 -
자치 코인노래방 이벤트 상품 O6 ₩0 ₩180,000 -
자치 공기청정기 렌탈료 O7 ₩522,900 ₩697,200 133.3% 24900원 * 7개 * 4달
자치 카드키 유지비 O8 ₩77,000 ₩77,000 100.0% 19250원 * 4달

₩599,900 ₩3,254,200 542.5%
₩599,900 ₩3,254,200 542.5%

₩10,745,920 ₩16,936,150 157.6%

전년도 결산안 예산 집행률
수익 ₩33,145,019 ₩22,054,390 66.54%
지출 ₩10,745,920 ₩16,936,150 157.61%

₩5,118,240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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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위원회 22 4분기 예산안 (2022.08.29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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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및 소모품 관리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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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간 돈의 이동
계

격려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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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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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대여 사업

계

신입 국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비
계

친목조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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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체 관리

 사업 홍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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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