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결산액 총액

식비 7식 118,920₩              118,920₩          

운영비 문구류 및 다과류 13,400₩               13,400₩            

감사지 발간 280,000₩              280,000₩          

명함제작 40,000₩               40,000₩            

피복비 377,790₩              377,790₩          

식비 175,770₩              175,770₩          

운영비 29,920₩               29,920₩            

환송회비 58,200₩               58,200₩            

IC캐쉬백 55-₩                     55-₩                 

식비 206,720₩              206,720₩          

운영비 39,920₩               39,920₩            

쿠팡 카드 인증 1-₩                      1-₩                  

예금이자 41-₩                     41-₩                 

식비 265,670₩              265,670₩          

운영비 38,970₩               38,970₩            

식비 85,480₩               85,480₩            

운영비 39,970₩               39,970₩            

식비 214,770₩              214,770₩          

20년 6월 운영비 결산
5식

20년 5월 운영비 결산
5식

문구류 및 다과류

5월 운영비
예산금액 520,000₩                              
결산금액 125,450₩                              
반환금액 394,550₩                              

10식

문구류 및 다과류

4월 운영비
예산금액 520,000₩                              
결산금액 304,640₩                              
반환금액 215,360₩                              

20년 4월 운영비 결산

20년 3월 운영비 결산
6식

문구류 및 다과류

3월 운영비
예산금액 568,000₩                              
결산금액 246,598₩                              
반환금액 321,402₩                              

2월 운영비
예산금액 270,000₩                              
결산금액 263,835₩                              
반환금액 6,165₩                                 

4명 * 10,000

1월 운영비
예산금액

제 34대 총대의원회 결산보고

20년 1월 운영비 결산

80부 * 3,500

세부내역 및 비고

4명

문구류 및 다과류

3명 * 20,000

860,000₩                              
830,110₩                              
29,890₩                                

20년 2월 운영비 결산
8식

결산금액
반환금액



운영비 38,750₩               38,750₩            

예금이자 8-₩                      8-₩                  

정산내역은 학생경비에서 지출한 금액으로써 총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내역임.

문구류 및 다과류

6월 운영비
예산금액 568,000₩                              
결산금액 253,512₩                              
반환금액 314,488₩                              



구분 결산액 총액

식비 215,630₩           215,630₩           

식비 440,050₩           440,050₩           

운영비 49,740₩            49,740₩             

임원복 499,060₩           499,060₩           

명함 60,000₩            60,000₩             

환송회비 반환금 50,000-₩            50,000-₩             

스티커 31,000₩            31,000₩             

졸업식 현수막 49,500₩            49,500₩             

식비 241,670₩           241,670₩           

운영비 49,830₩            49,830₩             

결산이자 및 소득세 88-₩                 88-₩                  

주말식비 반환 18,000-₩            18,000-₩             

피복 사비 반환 36,094-₩            36,094-₩             

식비 254,400₩           254,400₩           

운영비 49,850₩            49,850₩             

5명 * 12,000

제 26대 총학생회 결산보고

세부내역 및 비고
20년 1월 운영비 결산

9식

1월 운영비
예산금액 390,000₩                           
결산금액 215,630₩                           
반환금액 174,370₩                           

20년 2월 운영비 결산
12식

문구류 및 다과류

5명 * 89,812

2월 운영비
예산금액 1,210,000₩                         
결산금액 998,850₩                           
반환금액 211,150₩                           

학생회비 납부 스티커 결산

학생회비 납부
스티커

예산금액 31,000₩                             
결산금액 31,000₩                             
반환금액 -₩                                     

졸업식 현수막 결산

졸업식 현수막
예산금액 60,500₩                             
결산금액 49,500₩                             
반환금액 11,000₩                             

20년 3월 운영비 결산
10식

문구류 및 다과류

3월 운영비
예산금액 710,000₩                           
결산금액 237,318₩                           
반환금액 472,682₩                           

20년 4월 운영비 결산
7식

문구류 및 다과류

4월 운영비
예산금액 650,000₩                           
결산금액 304,250₩                           
반환금액 345,750₩                           



상품 259,100₩           259,100₩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등록
1-₩                   1-₩                    

식비 184,800₩           184,800₩           

운영비 50,000₩            50,000₩             

식비 272,220₩           272,220₩           

운영비 49,860₩            49,860₩             

결산이자 및 소득세 127-₩                127-₩                

정산내역은 학생경비에서 지출한 금액으로써 총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내역임.

놀면 뭐하니 캠페인 결산

스타벅스 텀블러 * 30,000

카페898-8 쿠폰 * 40,000

올리브영 상품권 * 89,100

신세계 상품권 * 100,000

놀면 뭐하니 캠페인
예산금액 297,000₩                           
결산금액 259,099₩                           
반환금액 37,901₩                             

20년 5월 운영비 결산
7식

문구류 및 다과류

5월 운영비
예산금액 650,000₩                           
결산금액 234,800₩                           
반환금액 415,200₩                           

388,047₩                           

20년 6월 운영비 결산
9식

문구류 및 다과류

6월 운영비
예산금액 710,000₩                           
결산금액 321,953₩                           
반환금액



구분 결산액 총액

식비 221,550₩               221,550₩                  

운영비 38,000₩                38,000₩                   

피복비 393,760₩               393,760₩                  

멜론스트리밍 11,880₩                11,880₩                   

NH체크할인 190-₩                    190-₩                       

식비 328,320₩               328,320₩                  

운영비 34,130₩                34,130₩                   

멜론스트리밍 11,880₩                11,880₩                   

환송회비 80,000₩                80,000₩                   

명함 36,000₩                36,000₩                   

쿠팡 1-₩                       1-₩                          

식비 147,850₩               147,850₩                  

운영비 39,100₩                39,100₩                   

멜론스트리밍 11,880₩                11,880₩                   

CD구입비 15,400₩                15,400₩                   

종이구입비 39,000₩                39,000₩                   

예금이자 62-₩                      62-₩                        

식비 136,100₩               136,100₩                  

운영비 35,200₩                35,200₩                   

멜론스트리밍 11,880₩                11,880₩                   

캐시백 80-₩                      80-₩                        

식비 210,670₩               210,670₩                  

운영비 39,860₩                39,860₩                   

제 10기 신문방송사(18기 K.D.B.S) 결산보고

세부내역 및 비고
20년 1월 운영비 결산

14식

문구류 및 다과류

4명 * 98,440

본인확인

1월 운영비
예산금액

20년 2월 운영비 결산
14식

문구류 및 다과류

기프트카드

4명 * 9,000

730,760₩                                    
결산금액 665,000₩                                    
반환금액 65,760₩                                      

예산금액 531,000₩                                    
결산금액 490,329₩                                    
반환금액 40,671₩                                      

4월 운영비

20년 5월 운영비 결산
반환금액

예산금액 555,000₩                                    

결산금액
반환금액 265,832₩                                    

20년 4월 운영비 결산

문구류 및 다과류

9식

2월 운영비

결산금액 183,100₩                                    
371,900₩                                    

16식

20년 3월 운영비 결산
7식

문구류 및 다과류

3월 운영비
519,000₩                                    
253,168₩                                    

예산금액

문구류 및 다과류



멜론스트리밍 11,880₩                11,880₩                   

CD구입비 18,300₩                18,300₩                   

종이구입비 38,600₩                38,600₩                   

식비 64,500₩                64,500₩                   

운영비 37,360₩                37,360₩                   

멜론스트리밍 11,880₩                11,880₩                   

정산내역은 학생경비에서 지출한 금액으로써 총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내역임.

5월 운영비 결산금액 319,310₩                                    
반환금액 295,690₩                                    

615,000₩                                    예산금액

반환금액 469,260₩                                    

20년 6월 운영비 결산
5식

문구류 및 다과류

6월 운영비
예산금액 583,000₩                                    
결산금액 113,740₩                                    



구분 결산액 총액

식비 12,000₩               12,000₩                

식비 155,020₩             155,020₩               

운영비 3,000₩                3,000₩                  

피복비 299,329₩             299,329₩               

명함 35,700₩               35,700₩                

피복 물품 반환 -₩                      -₩                       

식비 222,950₩             222,950₩               

운영비 29,270₩               29,270₩                

이자 8,071-₩                8,071-₩                  

식비 153,770₩             153,770₩               

운영비 27,210₩               27,210₩                

이자 5,030-₩                5,030-₩                  

인쇄비 -₩                      -₩                       

계좌이체, 카드발급

 수수료
1,400₩                1,400₩                  

내, 외부 인사 원고료 -₩                      -₩                       

학생 투고 원고료 -₩                      -₩                       

상품 -₩                      -₩                       

계좌이체, 카드발급

수수료 반환금
1,400-₩                1,400-₩                  

20년 1월 운영비 결산
1식

세부내역 및 비고

20년 2월 운영비 결산
11식

문구류 및 다과류

문구류 및 다과류

1,2,3월 캐시백 및 이자

제 10기 신문방송사(27기 학보사) 결산보고

1월 운영비
예산금액 260,000₩                                 
결산금액
반환금액

12,000₩                                   
248,000₩                                 

결산금액 493,049₩                                 
반환금액 102,951₩                                 

20년 3월 운영비 결산
13식

3월 운영비
예산금액 426,000₩                                 
결산금액 244,149₩                                 
반환금액 181,851₩                                 

2명 * 100,123 + 1명 * 99,083

3명 * 11,900

피복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함

2월 운영비
예산금액 596,000₩                                 

20년 4월 운영비 결산
10식

문구류 및 다과류

4월 캐시백 및 이자

4월 운영비
예산금액 390,000₩                                 
결산금액 175,950₩                                 
반환금액 214,050₩                                 

171호 발간 결산
베를리너판형, 12P 칼라인쇄,

2,000부인쇄, 배송비, 부가세 포함
카드발급 수수료 1,000

타행은행 이체 수수료 400
교수 잉글리쉬 20,000

교수칼럼 50,000
카툰 20,000

독자투고 20,000
퀴즈 : 문화상품권 5천원권 * 4
카드발급 수수료 1,000

타행은행 이체 수수료 400

총 1,400원 5월 19일 반환



식비 205,200₩             205,200₩               

운영비 28,590₩               28,590₩                

4월 사비 반환금 19,950-₩               19,950-₩                

인쇄비 1,053,150₩           1,053,150₩            

내, 외부 인사 원고료 100,000₩             100,000₩               

학생 투고 원고료 40,000₩               40,000₩                

상품 20,000₩               20,000₩                

인쇄비 401,000₩             401,000₩               

식비 153,900₩             153,900₩               

운영비 29,060₩               29,060₩                

이자 71-₩                    71-₩                     

5월 사비 반환금 22,800-₩               22,800-₩                

6월 사비 반환금 29,500-₩               29,500-₩                

171호 발간
예산금액 1,787,500₩                               
결산금액 -₩                                           
반환금액 1,787,500₩                               

171호 발간 결산

213,840₩                                 
반환금액 176,160₩                                 

카툰 20,000

독자투고 20,000
퀴즈 : 문화상품권 5천원권 * 4

베를리너판형, 12P 칼라인쇄,

500부 인쇄, 배송비, 부가세, 수수료

포함
교수 잉글리쉬 20,000

교수칼럼 80,000

20년 5월 운영비 결산
11식

문구류 및 다과류
식비 포인트 적립으로 인한 반환,

통장 결제금액과 영수증결제금액

불일치로 인한 반환

예산금액 390,000₩                                 
5월 운영비 결산금액

171호 발간
예산금액

171호 발간
예산금액 401,000₩                                 
결산금액 401,000₩                                 
반환금액 -₩                                           

171호 발간 추가 결산

1,214,150₩                               
결산금액 1,213,150₩                               
반환금액 1,000₩                                    

295,411₩                                 

6월 이자

6월 4일 잘못된 식비 사용으로 인해

6월 23일 반환

5월 4일, 5월 7일, 5월 8일 잘못된

식비 사용으로 인해 6월 25일 반환

정산내역은 학생경비에서 지출한 금액으로써 총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내역임.

베를리너판형, 4P 칼라인쇄,

300부 인쇄, 배송비, 부가세 포함,

수수료

20년 6월 운영비 결산
9식

문구류 및 다과류

6월 운영비
예산금액 426,000₩                                 
결산금액 130,589₩                                 
반환금액



정산내역은 학생경비에서 지출한 금액으로써 총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내역임.

제 28대 선거관리위원회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998,199₩           998,199₩             

2학년 이월금 474,218₩           474,218₩             

간호학과 결산보고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472,417₩                            

20년도 6월 잔액 1,472,417₩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472,417₩                            

총수납금액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277,747₩  277,747₩  

20년도 6월 잔액 277,747₩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경영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277,747₩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277,747₩             

총수납금액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63,426₩      63,426₩     

3학년 이월금 15,009₩      15,009₩     

광고디자인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78,435₩                  

20년도 6월 잔액 78,435₩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78,435₩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수납금액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878,625₩  878,625₩  

국제무역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총수납금액 878,625₩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878,625₩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878,625₩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1,271,929₩         1,271,929₩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선물 1,260,000₩         1,260,000₩       

예산금액 1,260,000₩  
결산금액 1,260,000₩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세부내역
졸업생 졸업선물 결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0,000 * 42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271,929₩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260,000₩                        

20년도 6월 잔액 11,929₩                            

글로벌관광서비스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총수납금액 1,271,929₩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글로벌외식조리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구분 수입액 총액

2학년 이월금 11,590₩     11,590₩     

금융비즈니스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11,590₩                 총수납금액

20년도 6월 잔액 11,590₩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1,590₩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377,411₩       377,411₩    

보건의료관리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377,411₩                   총수납금액

20년도 6월 잔액 377,411₩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377,411₩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구분 수입액 총액

이월금 207,938₩    207,938₩       

보건환경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207,938₩                   총수납금액

20년도 6월 잔액 207,938₩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207,938₩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3,211,459₩     3,211,459₩     

2학년 이월금 3,343,335₩     3,343,335₩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선물 3,175,000₩     3,175,000₩     

예산금액 3,175,000₩ 
결산금액 3,175,000₩ 

20년도 6월 잔액 3,379,794₩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세부내역
졸업생 졸업선물 결산

탁상달력 100개*5,350원

상품권 264개*10,000원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6,554,794₩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3,175,000₩                    

6,554,794₩                    

비서행정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총수납금액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332,630₩    332,630₩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332,630₩                

사회복지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332,630₩                총수납금액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332,630₩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1,847,642₩            1,847,642₩         

2학년 이월금 2,541,933₩            2,541,933₩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선물 1,614,000₩            1,614,000₩         

캐시백 2,000-₩                 2,000-₩              

결산이자 2,000-₩                 1,632-₩              

동창회비 237,274₩              237,274₩           

예산금액 1,764,000₩    
결산금액 1,847,642₩    

20년도 6월 잔액 2,541,933₩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동창회비 통장으로 이체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847,642₩                            

세부내역
졸업생 졸업선물 결산

텀블러 92개*18,000원

꽃 90개*4,000원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4,389,575₩                            

4,389,575₩                            

세무회계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총수납금액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융합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20년도 6월 잔액 -₩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스마트IT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302,374₩  302,374₩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302,374₩             

총수납금액

식품영양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302,374₩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302,374₩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실용음악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아동건강보육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3,713₩   3,713₩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3,713₩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3,713₩            

총수납금액

아동미술보육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3,713₩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132,853₩  132,853₩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132,853₩             

총수납금액

아동보육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132,853₩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132,853₩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구분 수입액 총액

738,000₩     738,000₩          

440,000₩     440,000₩          

1,185,000₩  1,185,000₩       

20년도 6월 잔액 -₩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돕바 15명*79,000

단체과잠/돕바 수납

2,363,000₩                   총수납금액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2,363,000₩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2,363,000₩                   

영상방송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과잠(+이니셜) 18명*41,000

과잠 11명*40,000



구분 수입액 총액

3학년 이월금 80,661₩    80,661₩    

20년도 6월 잔액 80,661₩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80,661₩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80,661₩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수납금액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웨딩&이벤트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패션디자인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펫토탈케어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589,725₩  589,725₩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589,725₩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589,725₩             

총수납금액

뷰티스킨케어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589,725₩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3,413,684₩  3,413,684₩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3,413,684₩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3,413,684₩               

총수납금액

항공관광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3,413,684₩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호텔카지노과 결산보고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                  



구분 수입액 총액

졸업생 이월금 90,004₩  90,004₩  

총수납금액

총수납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90,004₩            

I Belle 헤어뷰티과 결산보고

세부내역
수납내역서

90,004₩            

총결산금액(20년도 01월 ~ 20년도 06월) -₩                    
20년도 6월 잔액 90,004₩            

위 결산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도장 날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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