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예산 결산 비율 비고

예시) KAIST 학부총
학생회 

학생

이월금 AA ₩2,232,766 ₩2,232,766 100.0%

예금결산이자 AB ₩0 ₩934 - 9월~2월 예금 이자

계 ₩2,232,766 ₩2,233,700 100.0%

본회계

동아리연합회 사업 지원 BA ₩0 ₩0 - 관련 사업 지연으로 본회계 지원 없음.
동아리 지원금 환수 BB ₩0 ₩3,354,507 - (이박터 662,501원, MSK 1,295,003원, Lunatic 1,397,003원)

계 ₩0 ₩3,354,507 -

자치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 CA ₩14,269,979 ₩14,269,979 100.0%

동아리연합회비 CB ₩3,000,000 ₩5,427,000 180.9%

예금결산이자 CC ₩0 ₩4,249 -

계 ₩17,269,979 ₩19,701,228 114.08%
총계 ₩19,502,745 ₩25,289,435 129.67%

지출

기구명
담당(담당부서 

or 담당인) 소항목 출처 세부항목 코드 예산 결산 비율 비고

KAIST 학부 동
아리연합회 비
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사무용품

학생 복합기 토너 A1 ₩100,000 ₩0 0.0%

본회계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 A2 ₩2,662,502 ₩1,441,820 54.2%

학생 복사기 임대료 A3 ₩0 ₩0 -

학생 사무용품 구입비 A4 ₩250,000 ₩146,600 58.6% 키보드, A4용지 등 구매

계 ₩3,012,502 ₩1,588,420 52.7%

관리국 동아리방 재배치

본회계 이사비용 B1 ₩0 ₩0 - 2022년 봄학기 종강 후에 진행하기로 일정 변경

본회계 도어락 수리 B2 ₩0 ₩0 - 문지캠퍼스 운영팀과 일정 조율, 2분기 중 진행

계 ₩0 ₩0 -

회비책임자 공간개선

본회계 등록취소 동아리방 비우기 C1 ₩4,000,000 ₩0 0.0% 2022년 봄학기 중으로 동연창고와 함께 진행

학생 동아리연합회 창고 개선 사업 C2 ₩1,712,000 ₩541,500 31.6% 일부 진행

계 ₩5,712,000 ₩541,500 9.5%

활동비책임자

활동비 지급 자치 활동비 D1 ₩7,500,000 ₩7,132,003 95.1%
회계서류 작성 자치 증명서 발급 D2 ₩5,000 ₩5,400 108.0%
동연회비 환급 자치 동연회비 환급 D3 ₩0 ₩21,000 - 3개 동아리에서 동연회비 환급 요청.

통장정리 자치 통장정리(집행부명의 -> 단체명의 통장) D4 ₩0 ₩0 -

계 ₩7,505,000 ₩7,158,403 95.4%

회계책임자

예비비 학생 예비비 E1 ₩100,000 ₩5,100 5.1% 북대전세무서 교통비 발생

통장정리 학생 통장정리(집행부명의 -> 단체명의 통장) E2 ₩0 ₩0 -

계 ₩100,000 ₩5,100 5.1%

합계 ₩16,329,502 ₩9,293,423 56.9%

총계 ₩16,329,502 ₩9,293,423 56.9% 전체 대항목 총계

예산 결산 비율

수입 ₩19,502,745 ₩25,289,435 129.7%
지출 ₩16,329,502 ₩9,293,423 56.9%

최종잔액 ₩15,996,012

수입 지출 잔액

학생 ₩2,233,700 ₩693,200 ₩1,540,500



본회계 ₩3,354,507 ₩1,441,820 ₩1,912,687

자치 ₩19,701,228 ₩7,158,403 ₩12,542,825

최종잔액 ₩15,996,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