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목 수  입 내         역 과  목 지  출 내         역

교무금 26,315,000 285건 특별헌금 2,101,610 2차헌금 2건 교구송금

주일헌금 9,514,240 연중 제27주일~연중 제31주일(5주간) 자선찬조비 1,880,000
노숙자돕기 빈첸시오 입금 118만/ 교수신부 40만/

성가대 장의자 목포연동성당 기증시 운송비 30만

감사헌금 3,586,000 49건 행사비 2,799,970
흑산성당 순례 1,754,370/ 작은 음악회 54만/

홍은2동성당 봉헌식 등 축하화분 4건 48만/

기타 25,600

성소후원금 5,030,000 3건 급여 및 수당 12,444,380 사무장 외 4명

사회복지후원금 1,180,000 노숙자돕기 6건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2,752,900

전례용 컴퓨터 863,200/ 방역소독액 등 관리물품

850,700/ 음식물처리기 789,000/ 대건관 책장 25만

기타후원금 2,930,000 성소개발비 9건 292만/ 장학기금 1건 1만 도서인쇄비 195,500 성시간 기도문 코팅 등

특별헌금 2,101,610 2차헌금 2건(10/3 군인주일, 10/24 전교주일) 수도광열비 1,377,500 전기요금 1,339,480/ 도시가스 38,020

기부금 1,840,000 성전 성모상 봉헌 100만/ 꽃봉헌 84만 수선비 68,000 매트 수선, 사제관 코맥스 A/S

기타기부금 381,227 가톨릭출판사 성물판매 수익금 차량비 169,000 차량 정기검사 56,000/ 주유비 113,000

백신나눔 30,000 1건 임차료 466,000
복사기 유지보수비 132,000/

정수기 외 렌탈 334,000

수입계 용역비 959,550
세콤유지비 356,400/ 엘리베이터유지비 335,500/

청소용역비 20만/ 전기안전관리비 67,650

제전비 2,623,780
미사 특송 6회 120만/ 손님신부미사예물 80만/

10월 제대꽃꽂이 472,000/ 기타 151,780
통신비 557,984 전화, 인터넷, 케이블시청료, 우편료

전교비 281,050 주보대금 260,050/ 소공동체 길잡이대금 21,000 보험료 1,288,900 본당 승합차 보험료

단체보조비 1,630,000
지휘자,반주자 수고비 130만/ 청년봉사 위드 MT지원

17만/ 헌화회 10만/ 어린이 신입복사 선물 6만
복리후생비 1,925,580 직원 건강,연금,고용보험 및 식대보조

주일학교운영비 1,333,300
유초등부 10월 행사 및 운영예산 809,000+중고등부

8,9월 운영예산 56만-중고등부 7월 정산환입 35,700

성소개발비 4,450,000 성소후원회 입금

신학생후원비 3,600,000
사제품예물 성소후원회 입금 350만/

부제지원비 10만
조경비 240,000 국화화분 구입

사제생활비외 3,393,510 주임, 부주임 잡지출 950,000 사제관 이삿짐 운송비 등

수녀생활비외 1,810,000 2명 지출계 62,518,514

2021년 10월 수지보고

52,908,077

시설비 13,220,000

스테인드글라스 공사 잔금 1,000만/

화장실 자동문 설치비 잔금 256만(총액 286만)/

제대뒤쪽, 성가대위 투광등 작업 56만/

성가대석 에어컨 이전 설치 작업 10만

진구 안드레아(1구역 5반) 이말엽 다니엘라

기주 바오로(6구역 5반) 서명철 이사악

기주 바오로(6구역 8반) 조영우 요한

청년 북구역 김유리 엘리사벳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