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2021년 8월 학생회비 결산안

작성 사범대학 학생회 사무국원 이수빈

수신 사범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결재 사범대학 학생회장 김요섭

기록물 책임자 : 임원빈

가) 2021년 8월 결산 요약 (사용 시기 : 2021.08.01. ~ 2021.08.31.)

❐ 수입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00 학생회비

110 1 학기 학생회비 111 1 학기 학생회비 0

120 1 학기 학생회비 추가 납부
121 1 학기 학생회비 추가 납부 0

122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0

200 이월금 210 7 월 학생회비 이월금 211 7 월 학생회비 이월금 360,796 　

300 기타 수익

310 학생활동지원비 311 학생활동지원비 0 　

320 미인준 집행금액 반환 321 미인준 집행금액 반환 0

330 계좌 수익 331 예금 이자 및 캐쉬백 0

340 기프티콘 환불 341 미사용 기프티콘 환불금 0

합 계 360,796 　

❐ 지출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00 운영비
110 집행기구 운영비

111 - 0

112 - 0

113 기타비 0

120 산하기구 운영비 121 기타비 0

200
사업비
(정기)

210 간식사업(중간) 211 간식비 0

220 간식사업(기말) 221 간식비 0

230 학생회실 복지사업 231 비품비 0

240 제휴카드 사업
241 인쇄비 0

242 기타비 0

250 교육환경개선협의회 251 비품비 0

300
사업비
(비정기)

310 학생자치활동 지원제 311 기타비 0

32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321 기타비 0

330 에듀게이션
331 강사비 0

332 상품비 0

340 과 학생회 학교 341 기타비 0

400 기타

410 5 월 기념일 선물 411 기타비 0 　

420 학과 학생회비 배분 421 기타비 0

430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431 기타비 0

440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441 기타비 0

450 계좌 지출 451 기타비 0

합계 0 　



나) 2021년 8월 학생회비 사용내역 항목별 결산

❐ 100. 운영비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10 집행기구 운영비

111 - - 0

112 - - 0

113 기타비
홈페이지 서버비 0

폰트 프로그램 구입비 0

120  산하기구 운영비 121 지원비 동아리 협의회 소속동아리 지원비 0

❐ 200. 사업비(정기)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210 간식사업(중간) 211 간식비 중간고사 간식비 0

220 간식사업(기말) 221 간식비 기말고사 간식비 0

230 학생회실 복지사업 231 비품비 복지사업 비품비 0

240 제휴카드 사업
241 인쇄비 제휴업체 포스터 인쇄비 0

242 기타비 제휴카드 제작비 0

250 교육환경개선협의회 251 비품비 교개협 활동 비품비 0

❐ 300. 사업비(비정기)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310 학생자치활동지원제 311 기타비 자치활동지원제 신청 동아리 지원비 0

320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321 기타비 이벤트 비용 0

330 에듀게이션
331 강사비 에듀게이션 강사 섭외비 0

332 상품비 참가자 상품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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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20 학과 학생회비 배분 421 기타비 학과 학생회비 배분 0

430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431 기타비 학과 학생회비 추가 납부 배분 0

440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441 기타비 선거 관련 추가 학생회비 납부 배분 0

450 계좌 지출 451 기타비 소득세 0



다) 2021년 8월 학생회비 사용내역 결산 (세부, 통장 거래내역)

No 일시 구분 세부내역 거래명 수입 지출 잔액 증빙서류 비고

1

라)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