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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1년 2분기 결산 요약 (사용 시기 : 2021.03.03. ~ 2021.06.19.)

❐ 수입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00 학생회비

110 1 학기 학생회비 111 1 학기 학생회비 6,233,000

120 1 학기 학생회비 추가 납부
121 1 학기 학생회비 추가 납부 854,000

122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27,000

200 이월금 210 1 분기 학생회비 이월금 211 1 분기 학생회비 이월금 1,645 　

300 기타 수익

310 학생활동지원비 311 학생활동지원비 97,500 　

320 미인준 집행금액 반환 321 미인준 집행금액 반환 13,682 2월 홈페이지
호스팅

330 계좌 수익 331 예금 이자 및 캐쉬백 553

340 기프티콘 환불 341 미사용 기프티콘 환불금 3,600

합 계 7,230,980 　

❐ 지출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00 운영비
110 집행기구 운영비

111 - 0

112 - 0

113 기타비 134,454

120 산하기구 운영비 121 기타비 150,000 50,000*3

200
사업비
(정기)

210 간식사업(중간) 211 간식비 24,000 2,000*12

220 간식사업(기말) 221 간식비 200,000 4,000*50

230 학생회실 복지사업 231 비품비 0

240 제휴카드 사업
241 인쇄비 19,700

242 기타비 37,500

250 교육환경개선협의회 251 비품비 0

300
사업비
(비정기)

310 학생자치활동 지원제 311 기타비 160,000 40,000*4

32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321 기타비 60,000

330 에듀게이션
331 강사비 100,000

332 상품비 25,000

340 과 학생회 학교 341 기타비 0

400 기타

410 5 월 기념일 선물 411 기타비 39,500 　

420 학과 학생회비 배분 421 기타비 5,180,000

430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431 기타비 716,000

440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441 기타비 24,000

450 계좌 지출 451 기타비 30

합계 6,870,184 　



나) 2021년 2분기 학생회비 사용내역 항목별 결산

❐ 100. 운영비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10 집행기구 운영비

111 - - 0

112 - - 0

113 기타비
홈페이지 서버비 74,454 연 $65.71

폰트 프로그램 구입비 60,000 5,000*12

120  산하기구 운영비 121 지원비 동아리 협의회 소속동아리 지원비 150,000 50,000*3

❐ 200. 사업비(정기)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210 간식사업(중간) 211 간식비 중간고사 간식비 24,000 2,000*12

220 간식사업(기말) 221 간식비 기말고사 간식비 200,000 4,000*50

230 학생회실 복지사업 231 비품비 복지사업 비품비 0

240 제휴카드 사업
241 인쇄비 제휴업체 포스터 인쇄비 19,700

242 기타비 제휴카드 제작비 37,500

250 교육환경개선협의회 251 비품비 교개협 활동 비품비 0

※ 지-211의 경우, 외부 단체의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여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었음.

❐ 300. 사업비(비정기)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310 학생자치활동지원제 311 기타비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160,000 40,000*4

32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321 기타비 이벤트 비용 60,000

330 에듀게이션
331 강사비 에듀게이션 강사 섭외비 100,000

332 상품비 참가자 상품비 25,000

340 과학생회학교 341 기타비 과 학생회 학교 다과비 0 　

❐ 400. 기타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410 5 월 기념일 선물 411 기타비 기념일 선물 구입 39,500 　

420 학과 학생회비 배분 421 기타비 학과 학생회비 배분 5,180,000

430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431 기타비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716,000

440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441 기타비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24,000

450 계좌 지출 451 기타비 소득세 30



다) 2021년 2분기 학생회비 사용내역 결산 (세부, 통장 거래내역)

No 일시 구분 세부내역 거래명 수입 지출 잔액 증빙서류 비고
1 210308 수-331 예금 이자 및 캐쉬백 하나카드캐쉬백 205 0 1,850 통장내역

2 210312 수-111 1학기 학생회비 사범대 학생회비 6,233,000 0 6,234,850 통장내역

3 210315 수-321 미인준 집행금액 반환 미인준집행금액반환 13,682 0 6,248,532 통장내역

4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교육1학기학생회비 0 238,000 6,010,532 지-421

5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국어1학기학생회비 0 480,000 5,530,532 지-421

6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독어1학기학생회비 0 126,000 5,404,532 지-421

7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물리1학기학생회비 0 192,000 5,212,532 지-421

8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불어1학기학생회비 0 140,000 5,072,532 지-421

9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생물1학기학생회비 0 192,000 4,880,532 지-421

10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수학1학기학생회비 0 408,000 4,472,532 지-421

11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역사1학기학생회비 0 600,000 3,872,532 지-421

12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영어1학기학생회비 0 372,000 3,500,532 지-421

13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유아1학기학생회비 0 240,000 3,260,532 지-421

14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윤리1학기학생회비 0 288,000 2,972,532 지-421

15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일사1학기학생회비 0 238,000 2,734,532 지-421

16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지구1학기학생회비 0 224,000 2,510,532 지-421

17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지리1학기학생회비 0 350,000 2,160,532 지-421

18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특수1학기학생회비 0 378,000 1,782,532 지-421

19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화학1학기학생회비 0 378,000 1,404,532 지-421

20 210319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체육1학기학생회비 0 336,000 1,068,532 지-421

21 210320 수-331 예금 이자 예금이자 141 0 1,068,673 통장내역

22 210320 지-451 소득세 소득세 0 10 1,068,663 통장내역

23 210323 수-311 학생활동지원비 부산대사범대 97,500 0 1,166,163 통장내역

24 210323 지-113 폰트 프로그램 구입비 (주)이니시스(쇼 0 60,000 1,106,163 지-113

25 210324 지-242 제휴카드 제작비 카카오페이_이니 0 37,500 1,068,663 지-242

26 210324 수-341 미사용 기프티콘 환불금 하나체크환급 3,600 0 1,072,263 통장내역

27 210330 지-113 홈페이지 서버비 홈페이지서버비연결제 0 74,454 997,809 지-113

28 210331 지-241 제휴업체 포스터 인쇄비 카카오페이_이니 0 19,700 978,109 지-241

29 210409 지-311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광대자치활동지원금 0 40,000 938,109 지-311

30 210409 지-311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수상동차자치활동지원 0 40,000 898,109 지-311

31 210410 수-121 1 학기 학생회비
추가 납부 사범대 추가학생회비 854,000 0 1,752,109 통장내역

32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교육1학기추가 0 28,000 1,724,109 지-431

33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국어1학기추가 0 72,000 1,652,109 지-431

34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물리1학기추가 0 112,000 1,540,109 지-431

35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수학1학기추가 0 12,000 1,528,109 지-431

36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역사1학기추가 0 48,000 1,480,109 지-431

37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영어1학기추가 0 12,000 1,468,109 지-431

38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유아1학기추가 0 32,000 1,436,109 지-431

39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윤리1학기추가 0 96,000 1,340,109 지-431

40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일사1학기추가 0 28,000 1,312,109 지-431

41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지리1학기추가 0 126,000 1,186,109 지-431

42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특수1학기추가 0 28,000 1,158,109 지-431

43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화학1학기추가 0 42,000 1,116,109 지-431

44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생물1학기추가 0 32,000 1,084,109 지-431



No 일시 구분 세부내역 거래명 수입 지출 잔액 증빙서류 비고

45 210412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지구1학기추가 0 48,000 1,036,109 지-431

46 210413 지-211 중간고사 간식비 (주)이니시스(쇼 0 24,000 1,012,109 지-211

47 210429 지-121
동아리 협의회 

소속동아리 지원비
한울북동아리지원금 0 50,000 962,109 지-121

48 210429 지-121
동아리 협의회 

소속동아리 지원비
위드동아리지원금 0 50,000 912,109 지-121

49 210429 지-121
동아리 협의회 

소속동아리 지원비
씨알동아리지원금 0 50,000 862,109 지-121

50 210507 지-411 기념일 선물 구입 G마켓 0 39,500 822,609 지-411

51 210513 지-311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수학혁명단자치활동지 0 40,000 782,609 지-311

52 210513 지-311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역린이자치활동지원금 0 40,000 742,609 지-311

53 210528 지-331 에듀게이션 강사 섭외비 에듀게이션강사비 0 100,000 642,609 지-331

54 210601 지-332 참가자 상품비 카카오(상품권)_T 0 15,000 627,609 지-332

55 210601 지-332 참가자 상품비 카카오(상품권)_ 0 10,000 617,609 지-332

56 210601 지-321 이벤트 비용 배달의민족_선물 0 40,000 577,609 지-321

57 210602 지-321 이벤트 비용 ㈜우아한형제들( 0 20,000 557,609 지-321

58 210608 지-221 기말고사 간식비 (주)이니시스(쇼 0 200,000 357,609 지-221

59 210619 수-331 예금이자 예금이자 207 0 357,816 통장내역

60 210619 지-451 소득세 소득세 0 20 357,796 통장내역

61 210619 수-122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추가 학생회비 27,000 0 384,796 통장내역

62 210619 지-441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역사1학기선거추가 0 24,000 360,796 지-441



라) 증빙서류

❐ 지-421 학과 학생회비 배분







❐ 지-113 폰트 프로그램 구입비



❐ 지-242 제휴카드 제작비



❐ 지-113 홈페이지 서버비

※ 홈페이지 결제를 진행하였는데 자동으로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어, 동일 금액을 송금하였음. 

그 후 바로 공용 학생회비계좌로 결제정보를 변경하였음.



❐ 지-241 제휴업체 포스터 인쇄비

❐ 지-311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 지-431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 지-211 중간고사 간식비



❐ 지-121 동아리 협의회 소속동아리 지원비



❐ 지-411 기념일 선물 구입



❐ 지-311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 지-331 에듀게이션 강사 섭외비



❐ 지-332 참가자 상품비(에듀게이션)



❐ 지-321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벤트 비용

 

❐ 지-221 기말고사 간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