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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 33,010,000 307건 교구납부금 23,200,000 총 140,238,000 중 2,320만 납부(잔액 92,800,000)

주일헌금 11,279,330 부활 제5주일~삼위일체 대축일(5주간) 성소개발비 550,000 성소후원회 입금

감사헌금 3,105,000 38건 신학생후원비 200,000 부제, 신학생 지원

사회복지후원금 600,000 노숙자돕기 5건 자선찬조비 10,295,500
흑산성당(2차헌금 포함) 4,815,500/ 은퇴사제돕기

300만/ 백신나눔 송금 158만/ 노숙자돕기 빈첸시오

입금 60만/ 기타 30만

기타후원금 550,000 성소개발비 7건 행사비 500,000     
'성모의 밤' 오르간반주 30만/ 석탄일 축하화분

(개화사) 14만/ 상가조화 6만

특별헌금 3,663,300 홍보주일, 헌미헌금, 청소년주일 2차헌금 급여 및 수당 12,444,380  사무장 외 4명

기타목적헌금 2,505,500 흑산성당돕기 1,815,500/ '성모의 밤' 헌금 69만 도서인쇄비 985,000     김대건신부님 행적 도보순례 책자 제작

기부금 12,470,000
성물기부 1,000만/ 성모성월 꽃봉헌(5월분) 147만/

제의(깝바갈로네)기부 95만/ 기타 5만
소모품비 309,290     

하상관 컴퓨터 재료비 12만/

고무인 및 기타 관리소품 189,290

기타기부금 375,839 가톨릭출판사 성물판매 수익금 수도광열비 1,934,290
전기요금 928,190/ 도시가스 699,870/

수도요금 306,230

기타수입 96,000 '성모의 밤' 꽃판매 수익금 차량비 50,000 주유비

백신나눔 1,590,000 10건 임차료 466,000
복사기 유지보수비 132,000/

정수기 외 렌탈 334,000

수입계 용역비 1,295,050
세콤유지비 356,400/ 엘리베이터유지비(2회분)

671,000/ 청소 및 전기안전관리 267,650

제전비 4,077,220
제의 관련 102만/ 손님신부 미사예물 130만/

제대꽃꽂이 983,920/ 제병 366,000/ 기타 407,300
통신비 556,534 전화,인터넷,케이블시청료,택배료

전교비 396,250 주보대금 수수료 50,380 도시가스 안전점검 신청료

단체보조비 1,980,820
지휘자,반주자 수고비 155만/ 제대회 부활회식비

30만/ 헌화회 지원 10만/ 기타 30,820
복리후생비 1,916,360 직원 건강,연금,고용보험 및 식대보조

주일학교운영비 914,640
(유초등부 예산 456,000+중고등부 운영비 및

봄행사비 48만)-유초등부 환입 21,360
시설비 5,120,000

성전문 인테리어 계약금 500만/

옥상전등 교체 12만

특별헌금 3,663,300 홍보주일, 헌미헌금, 청소년주일 2차헌금 교구송금 조경비 100,000 포도나무 소독

사제생활비외 3,142,380 주임, 부주임 성물 10,000,000 김대건신부 두상(청동)

수녀생활비외 1,810,000 2명 지출계 85,957,394

2021년 5월 수지보고

69,244,969

진구 안드레아(1구역 6반) 최현휘 안젤라

하상 바오로(3구역 4반) 최한용 마티아

이쁜 마리아(4구역 4반) 김민지 그라시아

기주 바오로(6구역 1반) 이소영 수산나

구역 외 하혜영 엘리사벳

청년 서구역 노영찬 안토니오

청년 남구역 성민경 안젤라

청년 북구역 고승혁 빈첸시오

청년구역 외 강지훈 노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