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수입         21,795.7 지출         22,271.7 수입·지출 차 -476 누적

(월별) 전년이월 -23.0

  합계 수입     21,795.7 지출     22,271.7 -476.0 -499.0

(전년대비) -1,223.4 +2,103.6

  평균 수입        1,816.3 지출        1,856.0  수입·지출 차 -39.7

구분 주일헌금 등 선교구제 예배당 후원금 기타 합계

합계      17,669.5                -                -        2,810.7        1,315.5     21,795.7

월평균        1,472.5                -                -          234.2          109.6        1,816.3

비중(합계) 81% 0% 0% 13% 6% 100%

구분 기타지출 선교구제 예배당관련 주일학교
사례비

(퇴직/상여포함)
합계

(고정비용)        3,540.0        3,637.6          180.0        7,314.2      14,671.8

고정비용외        3,919.0        1,082.7        3,637.6        1,075.0        9,714.3

합계        3,919.0        4,622.7        7,275.2        1,255.0        7,314.2     24,386.1

월평균          326.6          385.2          606.3          104.6          609.5        2,032.2

비중(합계) 16% 19% 30% 5% 30% 100%

(단위:만원)

 수입      59,930.1  지출      59,930.1  수입·지출 차 +0.0

 수입 구분

 교육관 헌금        8,960.0  특별수입      29,500.0  은행차입등      21,470.1

 지출 내용

 매입비용      45,000.0  인테리어      14,686.0  기타비용          244.1

 (월별)

연간 수입         21,795.7 지출         22,271.7 수입·지출 차 -476 누적

(월별) 전년이월 -23.0

1월 수입        1,720.9 지출        1,779.0 수입·지출 차 -58.1 -81.1

2월 수입        1,632.8 지출        1,703.8 수입·지출 차 -71.0 -152.1

3월  수입        1,697.1  지출        1,830.6  수입·지출 차 -133.5 -285.6

4월  수입        1,778.6  지출        1,810.1  수입·지출 차 -31.5 -317.1

5월  수입        1,922.4  지출        1,510.8  수입·지출 차 +411.6 +94.5

6월  수입        1,425.1  지출        1,842.6  수입·지출 차 -417.5 -323.0

7월  수입        2,490.4  지출        2,561.8  수입·지출 차 -71.4 -394.4

8월  수입        1,637.9  지출        1,627.3  수입·지출 차 +10.6 -383.8

9월  수입        1,849.0  지출        1,725.2  수입·지출 차 +123.8 -260.0

10월  수입        1,626.4  지출        1,594.8  수입·지출 차 +31.6 -228.4

11월  수입        1,613.8  지출        1,692.2  수입·지출 차 -78.4 -306.8

12월  수입        2,401.3  지출        2,593.5  수입·지출 차 -192.2 -499.0

  합계 수입     21,795.7 지출     22,271.7 -476.0

(전년대비) +0.0 +0.0

  평균 수입        1,816.3 지출        1,856.0  수입·지출 차 -39.7

 * 인테리어 비용 정산완료 / 기타비용 : 등기 및 매매 + 사후 추가 자체설비공사

2020 수입지출 요약 (단위:만원)

2020 일시 특별회계 관리

(교육관 매입·공사)

※ 2020년 일시적인 수입지출로 별도 회계 구분하여 정리, 20년도 말 회계에 부채로 계상 반영

 누적현황

 차입 (은행 2억원. 성도 2.95억원) 기타: 보증금이전 1천만원, 일반회계전입 195.1만원

2020 지출 구분

2020년도 언약교회 재정  연간 요약 보고

2020 수입지출 요약

2020 수입 구분

(단위: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