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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52,285,000 352건 성소개발비 7,144,000 성소후원회 입금(수기장부 입력분 4,869,000 포함)

주일헌금 12,413,020 대림 제2주일~성가정 축일(5회) 신학생후원비 7,840,000
사제품예물 성소후원회 입금 774만(수기장부 359만

포함)/ 부제지원비 10만

감사헌금 8,094,000 58건

기타헌금 3,704,600 구유예물

성소후원금 13,209,000 사제품예물 834만/ 성소후원회 수기장부 4,869,000 행사비 5,256,630
성탄맞이 떡나눔 112만/ 성탄트리 제작 1,330,730/

주임신부 이임미사 광고 등 195만/ 상가조화 32만/

기타행사비 535,900

사회복지후원금 11,278,560
노숙자돕기 392만/ 대림저금통 769,560/

빈첸시오회 수기장부 6,589,000
급여 및 수당 13,444,380 사무장 외 4명

기타후원금 2,595,000 성소개발비 1,575,000/ 장학기금 102만 회의비 866,030 주임신부 동창모임

특별헌금 2,784,500 국군장병과 수감자, 자선주일 2차헌금 퇴직급여충당금 3,792,400 사무장 퇴직급여충당금

기부금 9,460,000 중국교회수녀원 850만/ 성탄꽃봉헌 96만 사무용품비 40,000 복사용지

이자수입 331,131 경상비 등 통장예금이자 수입 소모품비 555,200
전동드릴,스킬톱 394,000/ 성물방 잠금장치 55,000/

화장지,손세정제 52,700/ 키박스 등 관리소품53,500

수입계 수도광열비 2,556,840
전기요금 1,093,030/ 수도요금 404,060/

도시가스 1,059,750

제전비 5,667,300
미사특송 200만/ 제대꽃(11,12)1,589,000/ 판공성사예물

130만/ 미사예물 30만/ 미사주 25만/ 기타 228,300
임차료 466,000

복사기 유지보수비 132,000/

정수기 외 렌탈 334,000

전교비 1,669,150
달력대금 176만/ 주보,길잡이대금 242,150/

세례봉사자 간식 64,000-선교분과 정산환입 397,000
용역비 1,295,050

세콤유지비 356,400/ 엘리베이터유지비(11,12월)

671,000/ 청소용역비 20만/ 전기안전관리비 67,650

자선찬조비 19,458,550
중국교회수녀원 850만/노숙자돕기 392만/

빈첸시오회 수기장부 6,589,000/ 기타 449,550
통신비 554,494 전화, 인터넷, 케이블시청료, 우편료

주일학교운영비 3,067,000
유초등부 운영 및 행사비 1,993,000

+중고등부 운영 및 행사비 123만

-유초등부 11월 정산환입 156,000
보험료 763,800 화재, 승강기, 가스, 상해보험

교구납부금 69,600,000 2021년도분 140,238,000 전액 완납 복리후생비 1,892,810 직원 건강,연금,고용보험 및 식대보조

특별헌금 2,784,500 [국군장병과 수감자, 자선주일] 2차헌금 교구송금 조경비 426,000 성탄 포인세티아 화분 구입

사제생활비외 7,593,510 주임, 부주임(퇴직연금 포함) 잡지출 61,500 성탄트리작업 시 식대

수녀생활비외 3,310,000 2명(성탄상여 포함) 지출계 164,747,644

2021년 12월 수지보고

단체보조비 4,642,500

지휘자,반주자 수고비 150만/

어린이복사단 성탄지원비 48만/

반주단 성탄지원비 165만/ 제대회 성탄 412,500/

유초등부 자모회 아가별잔치 간식, 선물 40만/

헌화회(11,12월) 지원비 20만

116,154,811

하상 바오로(3구역 1반) 고영석 베드로

큰아기 마리아(8구역 5반) 이정두 요셉

성운 바오로(9구역 5반) 황선정 미카엘라

대건 안드레아(10구역 1반) 황순애 루치아

구역 외 이미정 스텔라

청년구역 외 신지은 드보라

청년구역 외 정혜윤 레지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