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명 출처 항목 코드 예산 결산 집행률 비고

학생회계 이월금 AA ₩3,772,806 ₩3,772,806 100.0%
학생회계 지원금 AB ₩0 ₩0 -%

학생회계 예금결산이자 AC ₩0 ₩1,219 -%
격려금 AD ₩1,360,000 ₩888,888 65.4%

계좌인증 입금액 AE ₩0 ₩2 -%
₩5,132,806 ₩4,662,915 90.8%

LT BA - ₩0 -%
신학관 및 미래홀 유지보수 및 비품구입비 BB ₩5,000,000 ₩0 0.0%

₩5,000,000 ₩0 0.0%
자치회계 이월금 CA ₩4,165,242 ₩4,165,242 100.0%

자치회계 예금결산이자 CB ₩0 ₩1,659 -%
₩4,165,242 ₩4,166,901 100.0%

₩14,298,048 ₩8,829,816 61.8%

기구명
담당(담당부서

or 담당인)
소항목 출처 세부항목 코드 예산 결산 집행률 비고

본회계 LT F1 ₩0 ₩0 -%
₩0 ₩0 -%

학생 회의비 A1 ₩240,000 ₩255,000 106.3% 16명
계 ₩240,000 ₩255,000 106.3%

학생 예비비 B1 ₩50,000 ₩40,820 81.6%
₩50,000 ₩40,820 81.6%

학생 격려금 C1 ₩1,360,000 ₩888,888 65.4%
₩1,360,000 ₩888,888 65.4%

자치 리크루팅 상품비 D1 ₩300,000 ₩254,825 84.9%
₩300,000 ₩254,825 84.9%

학생 공유 이벤트 상품비 E1 ₩100,000 ₩67,500 67.5%
학생 행사 참가자 상품비 E2 ₩400,000 ₩252,500 63.1%
학생 행사 홍보비 E3 ₩400,000 ₩50,100 12.5%

₩900,000 ₩370,100 41.1%
₩2,850,000 ₩1,809,633 63.5%

학생 홈페이지 유지비 G1 ₩200,000 ₩106,744 53.4%
학생 합주실 용역비 G2 ₩120,000 ₩121,000 100.8%
학생 장영신학생회관 비품구입비 G3 ₩0 ₩0 -%
본회계

신학관 및 미래홀 유지보수 및 비품구입
비

G4 ₩4,500,000 ₩0 0.0%
₩4,820,000 ₩227,744 4.7%
₩4,820,000 ₩227,744 4.7%

자치 전문관리인력 교육비 I1 ₩200,000 ₩200,000 100.0%
학생 전문관리인력 교육비 회계실수 코드 I2 ₩0 ₩0 -%

₩200,000 ₩200,000 100.0%
₩200,000 ₩200,000 100.0%

자치 책다방 음악이용권 정기결제 J1 ₩0 ₩25,960 -%
자치 정수기 유지비 J2 ₩0 ₩131,400 -%

₩0 ₩131,400 -%
₩0 ₩131,400 -%

₩7,670,000 ₩2,168,777 28.3% 전체 대항목 총계

학생 예산 결산 집행률
수익 ₩5,132,806 ₩4,662,915 90.85%
지출 ₩2,870,000 ₩1,782,552 62.11%

₩2,880,363

본회계 예산 결산 집행률
수익 ₩5,000,000 ₩0 0.00%
지출 ₩4,500,000 ₩0 0.00%

₩0

자치 예산 결산 집행률
수익 ₩4,165,242 ₩4,166,901 100.04%
지출 ₩500,000 ₩612,185 122.44%

₩3,554,716

총계 예산 결산 집행률
수익 ₩14,298,048 ₩8,829,816 61.76%
지출 ₩7,870,000 ₩2,394,737 30.43%

₩6,43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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