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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1년 2월 결산 요약 (사용 시기 : 2021.02.01. ~ 2021.02.28.)

❐ 수입

구분 내역 세부 내용 금액 비고

100 이월금 110 학생회비 이월금 111  1월 학생회비 이월금 15,327

200 보조금 210 학생활동 지원비 211 학생활동지원비 잔액 8,700
합  계 24,027

❐ 지출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00 운영비 110 - 111 -

200
사업비
(정기)

210 - 211 - 　

300
사업비
(비정기)

310 홈페이지 호스팅 311 기타비 13,682

400 기타 410 학생활동지원비 불용금 반환 411 학생활동 지원비 불용금 반환 8,700 　

합계 22,382 　



나) 2021년 2월 학생회비 사용내역 항목별 결산

❐ 100. 운영비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110 - 111 - - - -

❐ 200. 사업비(정기)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210 - 211 - - - -

220 - 221 - - - -

❐ 300. 사업비(비정기)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310 홈페이지 호스팅 311 기타비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13,682 　

❐ 400. 기타

 
구분 내역 세부내용 금액 비고

410 기타 411 학생활동지원비 불용금 반환 학생활동지원비 잔액 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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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일시 구분 세부내역 거래명 수입 지출 잔액 증빙서류 비고
1 20210201 지-411 학생활동지원비 불용금 반환 부산대학교 - 8,700 15,327 지-411

2 20210202 지-311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0130_WIX.COM*P - 13,682 1,645 지-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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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빙서류

❐ 지-311

· 실제 최종 사용 금액은 우측 통장 거래내역조희에 기재되어 있는 13,682원임.

· 카드 승인전표와 실제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가는 ‘12달러’로 고정되어 있으나 해외 본사에서 한국 카드사에게 매출전표를 

보내서 한국 카드사에 매출전표가 들어온 시점의 환율로 계산함. WIX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할 때 본사에서 전표를 발행하여 한국 

카드사로 보내는데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되어 카드 승인전표와 실제 출금 금액에 차이가 있음.

 * 위 사항은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받은 답변이며, 위 사항에 대한 녹음 파일을 보관 중.



❐ 지-411

· 오픈마켓(지마켓) 특성상 구매 가격 변동이 자주 일어나, 학생활동지원비 신청 당시보다 가격이 인하되어 

요청 금액과 실제 집행금액에서 8,700원의 차이가 발생

· 그래서 불용금 8,700원을 부산대학교 계좌로 반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