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1,365,750,000 31.04%

내부 1,436,286,900 32.64%

외부 1,597,963,100 36.32%

4,400,000,000

관 예산 총액 비율 항 2020년 예산

목회지원 1,832,482,800 41.65% 인건비 1,063,590,000

2019년 목회지원 1,856,193,120 운영/사업비 767,892,8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1.28% 재정부 1,000,000

예배지원_예배사역 77,640,000 1.76% 예배사역통합 77,640,000

2019년 예배사역 52,88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46.82%

예배지원_찬양사역 29,033,600 0.66% 찬양사역통합 14,709,600

2019년 찬양사역 29,369,600 2부찬양팀 5,772,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1.14% 수요찬양팀 4,272,000

금요기도회 3,800,000

안젤리케 480,000

선교 473,603,100 10.76% 세계선교부 436,103,100

2019년 선교 448,999,600 의료선교부 20,00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5.48% 통일선교부 17,500,000

나눔 288,300,000 6.55% 푸른나눔 164,100,000

2019년 나눔 274,300,000 장학부 124,20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5.10%

2020년 높은뜻푸른교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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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초장 42,470,000 0.97% 푸른초장 35,280,000

2019년 푸른초장 44,766,000 에벤에셀 7,19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5.13%

장년 105,022,000 2.39% 교육훈련부 28,468,000

2019년 장년 99,980,000 중보기도사역부 12,14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5.04% 장년새가족부 10,760,000

예배안내1부 3,860,000

예배안내2부 3,224,000

친교봉사부 6,880,000

솔리데오찬양대 8,848,000

차량안내부 10,300,000

상례부 9,600,000

가정사역부 6,386,000

브릿지사역부 4,556,000

차세대 252,329,500 5.73% 차세대통합 27,314,000

2019년 차세대 274,421,760 영아1부 16,731,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8.05% 영아2부 14,411,000

유아1부 20,410,000

유아2부 18,748,000

유치1부 24,709,000

유치2부 18,605,000

유년1부(구 초등부) 24,446,000

유년2부(구 유년부) 17,113,000

소년1부 19,200,000

소년2부 11,570,000

중등부 19,598,500

고등부 19,474,000

청년부 160,899,000 3.66% 청년부통합 68,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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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부 176,969,920 푸른1청 11,00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9.08% 푸른2청 10,800,000

푸른3청 10,800,000

푸른4청 8,390,000

푸른5청 10,800,000

푸른6청 10,800,000

푸른7청 10,800,000

청년새가족 8,051,000

예배서포터즈 2,840,000

3부찬양팀 7,828,000

후원 836,060,000 19.00% 노회후원 76,000,000

2019년 후원 837,060,000 대외협력 25,00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0.12% 기관후원 112,600,000

사업후원 204,000,000

높은뜻연합센터 6,000,000

전문사역간사 38,400,000

서울고등학교 324,060,000

후원예비비 50,000,000

전문인건비 302,160,000 6.87% 전문인건비 118,160,000

2019년 전문인건비 254,160,000 찬양사역자 85,200,000

원예산 대비 증감율 18.89% 차세대찬양간사 62,400,000

솔리데오 앙상블 36,400,000

100.00% 4,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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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목회지원 전임사례비 전임교역자(9명) 452,050,000

인건비 준전임사례비 준전임교역자(4명) 94,800,000

파트사례비 파트교역자(14명) 152,400,000

전임직원 전임직원(4명) 144,480,000

사회보험료 전임교직원/준전임교역자 4대보험 67,000,000

연금보험료 4명*12월 8,000,000

통신비보조 전임 교직원 / 준전임,파트 교역자 22,800,000

자녀학자금보조 전임 교직원 / 준전임 교역자 32,000,000

퇴직적립금 전임/준전임 교직원 55,000,000

의료비 전임 교직원 건강검진 3,000,000

절기상여 전임교직원/준전임,파트교역자(31명*20만*2회) 12,400,000

휴가비 전임교직원/준전임교억자(17명*50만*1회) 8,500,000

상해보험료 전임교직원/준전임,파트교역자(31명*3만*12회) 11,160,000

1,063,59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목회지원 주택보조 전임교역자 27,000,000

운영/사업 목회비 전임(9명),준전임(4명),파트(14명) 76,800,000

대외활동비 담임목사 대외활동 관련 경비 10,000,000

안식년/장기근속 안식년 / 장기근속자 4,000,000

운영비 사무행정비 사무행정 제경비 1,000,000

수선유지비 사무실, 푸른홀, 푸른실 수리 및 시설보수 3,000,000

장비임대료 사무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6,000,000

제세공과금 사무실, 푸른홀, 푸른실 제세공과금 17,000,000

물품구입비 비품, 소모품 등 7,000,000

교역자수련회 높은뜻연합수련회(27명*15만) 4,050,000

장소임대료 사무실, 푸른홀, 푸른실 등 134,000,000

장소임대료 서울고 임대료 102,977,660

주차비 AJ 주차장 외 일반주차 10,000,000

유류대 유류비 및 교통비 지원 / 실비정산 전임(9명), 준전임(4명) 42,000,000

차량유지관리 차량 렌트비(2대), 교회차량 관리비 18,000,000

인쇄비 인쇄비(헌금봉투,간지, 등)/주보인쇄(1,000만)/시안구입비/요람 제작(400만) 35,000,000

웹운영비 홈페이지 운영 2,000,000

회계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 월운영비(99,000원*12월) 1,188,000

교적프로그램 교적프로그램 5,000,000

소프트웨어구입 소프트웨어구입 5,000,000

저작권가입(찬양) CCLI 가입 1,215,000

교직원식대 교직원 식대/간식 8,000원*16명*5일*52주 3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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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 교직원 경조비 1,000,000

의료비 교직원 의료비 지원 / 교인 의료비 지원 1,500,000

교직원수련회 신년기도회, 정책수련회, 교직원수련회, 교직원 MT, 회의 5,000,000

당회/제직회 당회/제직회,제직수련회,부서장모임 일체 3,000,000

사업비 특새/사경회 부활절 특별새벽기도회 1,000,000

절기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17,000,000

외부설교자 3,000,000

주일봉사자식대 주일봉사자 식대/간식(3,000원*52주*320명) 48,000,000

주일물품구입비 주일 생수, 화장지, 종이컵 등 8,000,000

선거(장로/제직) 8,000,000

행사지원(교회전체) 교회 행사 10,000,000

전교인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0

회계감사 삼화회계법인 11,000,000

제경비 예비비 제경비(행정 외 예비비) 106,162,140

767,892,8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재정부 운영비 물품구입비 계수 물품구입비 100,000

부서운영비 월례회/친교 900,000

1,0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예배사역통합 운영비 인터넷 생방송예산 인터넷 생방송 계정비용(연간 이용비용 60만원 + 환율대비 10만) 700,000

봉사자식대 음료 및 생수 구입(월 10만원 * 12개월 =120만원) 7,440,000

회의비 8천원*30명*4회 96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절기예배

각 팀별 소모품 (영상, 음향, 조명, 예배진행)

노후, 고장 장비, 비품 교체

(장비의 노후화와 고장으로 장비본체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장비유지 보수비가 아닌 물품 구입비로 지출)

8,000,000

장비유지보수 작년 예산에 비례해서 추정하였습니다. 8,500,000

시스템신규교체

- 노후 카메라 교체 1300만원

- 노후 조명장비교체: 무빙 라이트 2대 500만

- 노후 음향 마이크 구입: 400만

- 무선 마이크 교체비용 4체널 1500만원

- 음향팀 녹음 및 후반작업용 컴퓨터 교체 400만원

- 메인 건반 교체 500만원

- 푸른홀 드럼 교체및 드럼 부스 철수 (300만원)

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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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운영비 월례회: 8천*2회*31명 , 부서운영비 (부서 전체 모임 및 운영비) 1,200,000

무대디자인
무대배너7번(분기별4번+절기(부활절,성탄절,송구영신)*22만원

(인쇄비 22만)+(뒷 배너-3회 10만원)
1,840,000

77,64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찬양사역통합 운영비 장소임대료

1시간 사용료: 18,000원 일일 6시간 사용 (2부팀:3시간/3부팀:3시간)

일일사용료: 108,000원 2019년 총 52주 사용: 5,616,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6,177,600원

6,177,600

봉사자식대 물구입 20병 * 52주*800원 =832,000원 832,000

물품구입비 악기소모품 및 사무용품등 구입 1,500,000

부서운영비 찬양사역부 운영에관한 비용 1,000,000

사업비 스텝/교사교육비 악기 및 보컬 트레이닝[(10만원 * 3개월) * 10명=300만] 3,000,000

찬양팀 교육훈련비 밴드클리닉 또는 예배세미나 1,200,000

찬양인도자세미나 식대,행정비, 교재비 1회100만 1,000,000

14,709,6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2부찬양팀 운영비 봉사자식대 18명 * 5,000원 * 52주 4,680,000

월례회 18명 * 8,000원 * 6회 864,000

회의비 팀장회의 4명*8,000원*4회 128,000

사업비 스텝/교사교육비 오디션 10만원 * 1회 100,000

5,772,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수요찬양팀 운영비 봉사자식대 5,000원*12명*52회 3,120,000

월례회 8,000원*12명*12회 1,152,000

4,272,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금요기도회 운영비 봉사자식대 봉사자 저녁, 물 3,800,000

3,8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안젤리케 운영비 부서운영비 10명*8,000원*6회 480,000

48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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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부 운영비 부서운영비

팀모임 3만*5팀*12회

연합모임 3000원*30명*12회

실행위원회 3000원*15명*12회

운영지원(구독료, 강사비 등) 38만원

3,800,000

선교교육 부원교육 30만*4회 1,200,000

사업비 열방기도

무슬림을 위한 30일기도 2,500원*300권

PAN소식지 42만*4회

세품기도책자 200만

4,430,000

아웃리치 행정/교육/사역 330만*7팀 23,100,000

선교훈련

정규과정A 380만(세계선교관학교)

정규과정B 240만(LAMs)

심화과정   50만(Send Me 과정)

6,700,000

파송 [정기후원 $117,600] / [언어훈련] $8,000] / [정착 $8000]/ 안식월 $4000 163,331,200

협력 협력A $300*11명 / 협력B $200*6명 64,098,000

현지인사역자 현지A $150*4명 / 현지B $100*4명 14,244,000

미션빌더
[기존]  30만*10회

[신규] 30만*6회*1명, 보험 30만, 항공료100만
6,100,000

프로젝트

모라비안(터키) $400*12회

미문(인도) $400*12회

두란노(중국) $300*2학교*12회

캄폿(캄보디아) $1500*12회

GW팩토리(미얀마) $900*12회

53,727,600

사역지원
SW사역 $2000, 차량구입(2명) $15000, 몽골지원 $1200, 

리빙웰사역 $3600
26,042,900

선교사복지

보험 : 75만*6가정/ 30*4명

연금 : 15만*6가정*12회/ 10만*3싱글*12회

자녀교육 : $100*9명*12회

휴가 : $300*6가정/ $150*4싱글

돌봄 : 성탄선물, 위기관리, 물품지원, 도서지원 등 400만

39,768,400

선교사케어
선교상담(강점워크숍, 싱글리트릿) $3000

선교사리트릿2,000만/ 선교지방문 700만
29,561,000

436,103,1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의료선교부 운영비 약품구입 쪽방, 여주, 해외의료, 응급/아웃리치, 교회행사 약품지원 5,500,000

부서운영비 10만*12회 1,200,000

사업비 선교훈련 선교훈련(강사30만*4회), 건강강좌(식대 3000*30명*6회) 1,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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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료 상반기- 캄보디아(2월중, 400만)/하반기-미얀마(10월중, 400만) 8,000,000

국내진료 여주진료 : 차량대여(50만*2회) , 식비(20만*2회) / 정기진료 : 3만*6팀*12회 3,560,000

20,0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통일선교부 운영비 부서운영비 부서모임 5만*12회/ 운영지원 50만 1,100,000

사업비 통일교육 세미나 120만*2회 2,400,000

아웃리치 해외 300만, 국내 100만 4,000,000

사역지원 훈련지원 210만, 교회지원 300만, 운송지원 490만 10,000,000

17,5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나눔 운영비 전문인력비 하시조 홍보영상 제작비 3,600,000

회의비 부서월례회의 및 13개팀 사역회의비 700,000

푸른나눔사역지원비
푸른나눔 행사 봉사자 식사 및 간식비

장기봉사자 선물비, 하시조대상가정 방문선물비
3,600,000

사역홍보및바자회
푸른나눔 바자회 및 사역페스티발 장비대여비

하시조 홍보 및 기념품제작
2,000,000

연합사역 전교인 하시조 봉사프로그램 3,500,000

취약계층자활지원비 취약계층 일용직자활근로자 활동에 따른 자활비 19,200,000

위기가정지원비 SOS 위기가정 지원 / 하시조 대상자 위기가정 지원비(최대5백만원) 40,000,000

사업비 러브하우스 저소득 8가정 환경개선(장판,도배,단열재,청소도구,가구교체,식사비,간식비) 3,000,000

푸른벽화
봉사자 6명과 저소득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복지시설에 벽화그리기,

노방전도(재료비,식사비,간식비,인건비)
2,400,000

이웃사랑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난민)70여가정 식자재비, 용기 및 집기구입비 38,000,000

새꿈터
국내거주하는 난민 20명과 봉사자 15명이 함께 문화체험활동

활동비(입장료,교통비,보험료,식사비,간식비)
7,500,000

푸른공부방
고려인가정 아이들(17명)을 위한 학습지원(5개과목,주5회,교사 14명)

활동비(간식비,교재구입비)
4,100,000

우리동네높은뜻
서울고인근지역 취약계층 40가정 방문

활동비(가정방문비),절기선물비(명절,어버이날)
4,500,000

은빛사랑
매월 독거노인 10명과 봉사자 8명이 함께 문화체험활동

활동비(교통비,식사비),절기선물비(명절,성탄절)
4,800,000

장애인섬김이
유락복지관장애청소년 19명과 봉사자 25명이 함께 문화체험활동

활동비(입장료,교통비,보험료,식사비,간식비), 월례회의
8,800,000

아기천사푸름이
주사랑공동체 아동 10~15명과 봉사자 20명이 함께 문화체험활동

활동비 (입장료,교통비,보험료,식사비,간식비)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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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시각장애인15명및 자녀 3명과 봉사자 15명

시각장애인 초청행사, 월례회의, 매주 정기모임, 생일축하 등
5,200,000

너나들이
청년근육장애인15명(보호자 15명)과 봉사자 12명이 함께 문화체험 활동비

(입장료,장소대여료,교통비,보험료,식사비,간식비),MT비
7,200,000

소   계 164,1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장학부 사업비 일반장학금 일반장학금 50,000,000

근로장학금 생계형 근로[ 7명*30만*12월(주차봉사 6명,음향셋팅 1명)] 25,200,000

학비지원 파트교역자 학비 장학금(9명) 49,000,000

인재양성장학금 인재양성장학금 0

124,2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초장 운영비 인쇄비 인쇄, 배너 500,000

선물비 개업, 심방선물 1,000,000

부서운영비 사무행정, 회의(목사/초장지기) 2,000,000

일반심방비 목양활동지원(5명*20만) 1,000,000

경조사비 결혼, 돌 등 축하금 1,500,000

지역심방비 지역별심방,상담_5명(초장지기) 3,000,000

목자모임 130명*1만*2회(상/하반기)-전체 목자 개회/폐회 모임 2,600,000

사업비 교재비 130명*1만*1회(도서구입) + 쉴물가교재 2,000,000

목자교육 120명*5천*10회 6,000,000

세미나 30만*6회(강사비) 1,800,000

워크샵 교육지원 / 장소, 식비 1,200,000

젊은부부공동체 공동체 지원비 2,700,000

싱글공동체 공동체 지원비 3,000,000

초장목자모임 5초장*50만*1회 2,500,000

초장임원모임 5초장*6명*8천*2회 480,000

초장지원비 초장행사지원 4,000,000

35,28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에벤에셀 운영비 엠티비 (버스 45만원,식사간식비 10,000원*30명,행정10만) 년 2회 1,700,000

부서운영비 물품구입(악보,파일), 임원회의 1,150,000

월례회 정기모임 30명*4,000원*12회 1,440,000

사업비 세미나 세미나 강사비 300,000원*2회, 교인강사 선물(30만) 900,000

인생학교 30만원*6회, 행정 2,000,000

7,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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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교육훈련부 운영비 메뉴얼제작 1,000,000

묵상지 제작 160만원 *6회 / 디자인 40만원 10,000,000

물품구입비 각종비품 500,000

부서운영비 월례회/친교 8000원 * 8명 * 12회 768,000

사업비 교재비 교육도서구입비 및 제작 500,000

스텝/교사 교육비 위탁교육/워크삽 1,000,000

제자훈련 예수님의사람, 영성일기 훈련 3,000,000

세례교육 유아세례/세례입교 2,000,000

바이블교육 성경파노라마,통독,묵상,말씀학교,베이직스쿨 1,000,000

상담세미나 강사비(30만 * 8회), 인쇄/교재비 3,000,000

교육특강 30만*4회 1,200,000

재정교실 4,500,000

28,468,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중보기도사역부 운영비 물품구입비 기도함, 문구, 기도실물품구입 등 500,000

부서운영비 팀운영비 9팀 * 15만원 * 4분기(부서내인원대비분배) 5,400,000

월례회 연합기도회(월례회포함) 35명 * 8000원 * 6회 1,680,000

사업비 연합모임 60명 * 8000원 * 2회 960,000

중보기도학교 행정비(이름표 등), 식대, 준비비 등 (4주, 내부강사) 600,000

중보기도세미나 중보기도자 Renew세미나(강사,의전,운영) 3,000,000

12,14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장년새가족부 운영비 인쇄비 수료증, 소개 안내 책자, 디자인비용 2,500,000

교육 물품구입비 비품, 소모품 구입 1,000,000

부서운영비 월례회 10명*8000원*12월 960,000

사업비 새가족다과비 9만*50주 4,500,000

등록선물 1만*180명 1,800,000

10,76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장년새가족부 물품구입비 비품, 소모품 구입 500,000

등록 부서운영비 월례회 11명*8000원*12월 1,056,000

사업비 새가족다과비 6만*50주 3,000,000

4,5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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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예배안내부_1 운영비 봉사자식대 6,000*20명*12개월 1,440,000

물품구입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강대상 차봉사) 500,000

부서운영비 월례회 및 친교 (8천*12개월*20명) 1,920,000

3,86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예배안내부_2 운영비 봉사자식대 6,000*18명*12개월 1,296,000

물품구입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 200,000

부서운영비 월례회 및 친교 (8천*12개월*18명) 1,728,000

3,224,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친교봉사부 운영비 봉사자식대 1,000원*52주*10명(김밥 별도) 520,000

물품구입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 400,000

부서운영비 월례회 및 친교 (8천*12개월*10명) 960,000

사업비 티테이블 커피,녹차,컵,쿠키 등 5,000,000

6,88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솔리데오 찬양대 운영비 부서운영비 10만원*52주 5,200,000

물품구입비 500,000

악보구입 찬양대 악보(70권*13,000원*2회) 1,820,000

앙상블월례회 6,000원*15명*6회 540,000

임원월례회 6,000원*8명*6회 288,000

사업비 초청연주자 100,000*5회 500,000

8,848,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차량안내부 운영비 봉사자식대 25명*4,000원*52주 5,200,000

엠티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700,000

물품구입비 비옷,장화, 장갑, 주차봉 등 2,000,000

월례회 25명*8,000원*12회 2,400,000

10,3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상례부 운영비 엠티비 교통비-차량 2대*50,000 외 식사비 700,000

부서운영비 50,000*12개월, 회의, 비품 800,000

사업비 조의금 조문 경비- 200,000원*25명 5,000,000

2020_높은뜻푸른교회_예산_공동의회_1229 11



조화대 70,000원*30명 2,100,000

상례부 교통비 유류및 톨비 등 1,000,000

9,6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가정사역부 운영비 부서운영비 월례회/친교 18명*7000원*11회 1,386,000

결혼예비학교 [80만원*3주(강사료)+행정20만원] 2,600,000

가정세미나 [40만원*2주(강사료)+행정40만원]*2회 2,400,000

6,386,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차세대 통합 운영비 부서운영비(인쇄비)
사무행정, 인쇄(교사모집,차세대홍보,어린이주일),

영상(교사모집 영상), 행사지원(스승의 날)
3,000,000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 50만 500,000

심방비 교역자심방비 - 차세대담당 목사 심방 100만 / 각부서 교역자심방 80만*12명 10,600,000

회의비

차세대리더십회의 26명*8,000원*4회=832,000

교역자회의 13명*8,000원*20회=2,080,000

찬양간사모임 12명*8,000원*12회=1,152,000

4,064,000

사업비 스텝/교사교육비
교역자수련회 - 장소비, 교통비, 간식 및 식사 - 1,500,000원

교역자 세미나 12명*100,000원
2,700,000

부모모임 부모교육 - 강사비, 물품, 데코, 식대, 하스피, 강사하스피 1회 800,000

수능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인쇄, 식사, 간식, 강사료 등 1,000,000

통합훈련

예배교육 - 찬양 교육모임 등 (500,000원)*2회

찬양강습회 - 650,000원 *2회

교재구입(통합훈련, 연합훈련 준비 등)

2,450,000

교사대학
신입교사대학(70만) - 신입교사대학

교사훈련학교(150만) - 강사비, 물품, 데코, 식대, 하스피, 강사하스피
2,200,000

27,314,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영아1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 (35명*5,000원=175,000)

새친구선물비 / (30명*5,000원=150,000)

연말선물비 - 연말 졸업 및 수료 선물 / (35명*10,000원=350,000)

675,000

봉사자식대 30명*3,000원*40주 3,600,000

엠티비 교사엠티비 1회 500,000 500,000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 - 소모품(청소용품, 물티슈, 각종 필요용품)

- 교육적용활동물품, 찬양자료구입(찬양CD등)

교구구입 3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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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운영비 예배팀 모임비( 8,000*5회*9명) 360,000

학생식대/간식

간식비 : 1월~3월 20명*2,000*13주=520,000

            4월~6월 25명*2,000*12주=600,000

            7월~9월 30명*2,000*13주=780,000

         10월~12월 35명*2,000*12주=840,000

/ 성탄주일 간식비 35명*8,000원=280,000

3,020,000

교사선물비 스승,연말 / 2회*30명*10,000 600,000

심방비 아동, 교사 심방비/ 5반*7명*2회*10,000 700,000

월례회 30명*8000원*12 2,880,000

회의비 리더십회의비 8,000원*6회*7명 336,000

사업비 절기예배 신년예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주일 300,000

교육활동비
성소놀이 12회*40,000=480,000

설교준비비 16회*30,000=480,000
960,000

스텝/교사 교육비 교사워크샵1회*300,000원 500,000

부모모임 학부모 간담회 300,000

어린이 주일 1,000,000

하계수련회 0

16,731,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영아2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 (35명*5,000원=175,000)

새친구선물비 / (30명*5,000원=150,000)

연말선물비 - 연말 졸업 및 수료 선물 / (35명*10,000원=350,000)

675,000

봉사자식대 20명*5,000원*26주 2,600,000

엠티비 교사엠티비 1회 500,000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 - 소모품(청소용품, 물티슈, 각종 필요용품) 1,000,000

팀운영비 예배팀 모임비(8,000*5회*5명) 200,000

학생식대/간식

간식비 : 1월~3월 20명*2,000*13주=520,000

            4월~6월 25명*2,000*12주=600,000

            7월~9월 30명*2,000*13주=780,000

         10월~12월 35명*2,000*12주=840,000

/ 성탄주일 간식비 35명*8,000원=280,000

3,020,000

교사선물비 스승,연말 / 2회*20명*10,000 400,000

심방비 아동, 교사 심방비/5반*7명*2회*10,000 700,000

월례회 20명*8,000원*12주 1,920,000

회의비 리더십회의 8,000*6회*7명 336,000

절기예배 신년예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주일 300,000

사업비 교육활동비 성소놀이 12회*40,000=480,000 설교준비비 16회*30,000=480,000 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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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교사 교육비 교사워크샵1회*300,000원 교육/세미나 - 교육교재구입 및 세미나 지원(20만) 500,000

부모모임 학부모 간담회 300,000

어린이 주일 1,000,000

14,411,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유아1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52명*8,000원 = 416,000원

어린이주일 선물비 52명*10,000원 = 520,000원

연말시상선물 22명*5,000원 = 110,000원

연말졸업선물 30명*7,000원 = 210,000원

새친구 선물 5명*5,000원 = 25,000원

1,281,000

봉사자식대 30명*3,000원*40주 3,600,000

엠티비 50만*1회 500,000

물품구입비 물품구입 (하스피, 문구류, 행정, 찬양자료) 1,100,000

팀운영비 예배팀 모임 : 6명*8,000원*6회 288,000

학생식대/간식 간식비 : 2,000*40명*52주 4,160,000

교사선물비 스승의날, 연말 / 30명*20,000원 600,000

심방비 심방(가정,유아,교사) 500,000

월례회 30명*8,000원*12회 2,880,000

회의비 리더십회의 6명*8,000*12회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500,000

특별예배 하시조예배 200,000

교육활동비

성소놀이 - 상반기 500,000원 하반기 500,000원 =1,000,000원

설교준비비 - 30,000*12회 =360,000

교육활동비(적용활동) - 상반기 500,000원 하반기 500,000원 =1,000,000원

2,360,000

교재비 지도자용 200,000

스텝/교사 교육비
교사교육 : (300,000원)

교육자료구입, 세미나 지원 (200,000원)
500,000

부모모임 학부모간담회 50가정*3,300원 165,000

어린이 주일  1,000,000

하계수련회  0

20,410,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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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2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52명*8,000원 = 416,000원

어린이주일 선물비 52명*10,000원 = 520,000원

연말시상선물 19명*5,000원 = 95,000원

연말졸업선물 33명*7,000원 = 231,000원

새친구 선물 5명*5,000원 = 25,000원

1,287,000

봉사자식대 22명*5,000원*26주 2,860,000

엠티비 50만*1회 500,000

물품구입비 물품구입 (하스피, 문구류, 행정, 찬양자료) 1,100,000

팀운영비 예배팀 모임 : 6명*8,000원*6회 288,000

학생식대/간식 간식비 : 2,000*40명*52주 4,160,000

교사선물비 스승의날,연말 / 22명*20,000원 440,000

심방비 심방(가정,유아,교사) 500,000

월례회 22명*8,000원*12회 2,112,000

회의비 리더십회의 6명*8,000*12회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500,000

특별예배 하시조예배 200,000

교육활동비

성소놀이 - 상반기 500,000원 하반기 500,000원 =1,000,000원

설교준비비 - 30,000*12회 =360,000

교육활동비(적용활동) - 상반기 500,000원 하반기 500,000원 =1,000,000원

2,360,000

교재비 지도자용 200,000

스텝/교사 교육비
교사교육 (300,000원)

교육자료구입, 세미나 지원 (200,000원)
500,000

부모모임 학부모간담회 50가정*3,300원 165,000

어린이 주일 1,000,000

18,748,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유치1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93명*8,000원=744,000원

어린이 주일 93명*10,000원=930,000원

새친구선물비 10명*5,000원=50,000원

연말시상비 50명*5,000원=250,000원

졸업선물비 45명*7,000원=315,000원

2,289,000

봉사자식대 30명*3,000원*40주 3,600,000

엠티비 교사 엠티 : 500,000원 / 예배팀 엠티 : 100,000원 600,000

물품구입비

문구용품, 하스피용품 등 - 900,000원

교구구입비 - 300,000원

예배팀 소모품비 - 50,000원

1,250,000

팀운영비 예배팀식비-5명*8,000원*6회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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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대/간식 2,000원*76명*52주 7,904,000

교사선물비 교사선물비 - 30명*20,000원(스승의 주일, 연말) 600,000

심방비 교사 및 학생 심방비 200,000

월례회 30명*8,000원*12회 2,880,000

회의비 리더쉽 회의 - 6명*8,000원*12회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성탄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300,000

특별예배 야외활동 300,000

교육활동비

성소놀이 - 상반기 600,000원 하반기 600,000원 =1,200,000원

설교준비비 - 상반기 150,000원 하반기 150,000원 =300,000원

적용활동 - 상반기 500,000원 하반기 500,000원 =1,000,000원

2,500,000

교재비 지도자용 200,000원 200,000

부모모임 학부모간담회 - 90가정*3,000원 270,000

어린이 주일 1,000,000

하계수련회 0

24,709,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유치2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비 - 60명*8,000원=480,000원

어린이 주일 - 60명*10,000원=600,000원

새친구선물비 5명*5,000원=25,000원

연말시상비 - 22명*5,000원=110,000원

졸업선물비 - 40명*7,000원=280,000원

1,495,000

봉사자식대 25명*5,000원*26주 3,250,000

엠티비 교사엠티 500,000원 / 예배팀엠티 100,000원 600,000

물품구입비

문구용품, 하스피용품 등 - 800,000원

교구구입비 - 300,000원

예배팀 소모품비 - 30,000원

1,130,000

팀운영비 예배팀 식비 - 5명*7,000원*6회 210,000

학생식대/간식 2,000원*41명*52주 4,264,000

심방비 교사 및 학생 심방비 200,000

교사선물비 교사선물비 - 25명*20,000원(스승의 주일, 연말) 500,000

월례회 25명*8,000원*12회 2,400,000

회의비 리더쉽회의 - 6명*8,000원*12회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성탄주일,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300,000

특별예배 야외활동 200,000

교육활동비

성소놀이 - 상반기 500,000원 하반기 500,000원 =1,000,000원

설교 준비비 - 상반기 150,000원 하반기 150,000원 =300,000원

적용활동 - 상반기 400,000원 하반기 400,000원 =800,000원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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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지도자용 200,000원 200,000

부모모임 학부모간담회 - 60가정*3,000원 180,000

어린이 주일 1,000,000

18,605,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유년1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  4,000원*80명 = 320,000원

새친구선물  4,000원*25명 = 100,000원

연말선물비 7,000원*80명 = 560,000원

말씀 암송선물비 4000원*6명*12회 = 288,000원

어린이주일선물비10,000*80명=800,000원

2,068,000

(초등부) 봉사자식대 3,000원*20명*40회 = 2,400,000원 2,400,000

엠티비 예배팀야유회/ 15명*15,000원*1회=225,000원 225,000

물품구입비 행정 및 소모품비 500,000

팀운영비
찬양팀간식3,000원*25명*12회 = 900,000원

단체복 15,000원*25명 = 375,000원
1,275,000

학생식대/간식
주일간식 2,000원*73명*50주=7,300,000원

달란트잔치간식 6,000원*73명=438,000원
7,738,000

교사선물비 스승의 날 , 연말 / 20명*10,000원*2회 = 400,000원 400,000

심방비 5,000원*73명*2회 =730,000원 730,000

월례회 8,000원*20명*12회=1,920,000원 1,920,000

회의비 리더십회의 8,000원*6명*12회=576,000원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주일 3,000원*73명=219,000원

추수감사주일 100,000원

성탄주일 100,000원

419,000

특별예배 달란트예배10,000*80명*1회 =800,000원 800,000

교육활동비

성경대회 시상 6,000원*73명 = 438,000원

성경퀴즈 준비비 100,000원

설교준비비 30,000원*12회=360,000원

데코비 100,000원

998,000

교재비

공과 6,500원*103명*2회=1,339,000원

교사용 6500원*20명*2회=260,000원

지도자용18,000원*1명*2회=36,000원

큐티책 4,000원*2회*103명 =824,000원

2,459,000

스텝/교사 교육비 교사전체워크샵 500,000원*1회 500,000

부모모임 6,000원*73명=438,000원 438,000

어린이 주일 1,000,000

24,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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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유년2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  4,000원*50명 = 200,000원

새친구선물  4,000원*15명 = 60,000원

연말선물비 7,000원*50명 = 350,000원

말씀 암송선물비 4000원*3명*12회 = 144,000원

어린이주일선물비10,000원*50명=500,000원

1,254,000

봉사자식대 3000원*15명*40회 = 1,800,000원 1,800,000

엠티비 예배팀야유회/ 15,000원*15명*1회=225,000원 225,000

물품구입비 행정 및 소모품비 500,000

팀운영비
찬양팀간식3000원*15명*12회 = 540,000원

단체복 15,000원*15명 = 225,000원
765,000

학생식대/간식
주일간식  50주*2000원 *47명=4,700,000원

달란트잔치간식*6000원*47명=282,000원
4,982,000

교사선물비 스승의 날 , 연말 / 15명*10,000원*2회 = 300,000원 300,000

심방비 5,000원*47명*2회 = 470,000원 470,000

월례회 8,000원*15명*12회=1,440,000원 1,440,000

회의비 리더십회의 8,000원*6명*12회=576,000원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주일 3,000원*47명=141,000원

추수감사주일 100,000원

성탄주일 100,000원

341,000

특별예배 달란트예배10,000*50명*1회 = 500,000원 500,000

교육활동비

성경대회 시상 6,000원*47명 = 282,000원

성경퀴즈 준비비 50,000원

설교준비비 30,000원*12회=360,000원

데코비 - 연초 주제현수막, 주제 배너 , 웰컴 베너 100,000원

792,000

교재비

공과 6,500원*55명*2회=715,000원

교사용 6500원*15명*2회=195,000원

지도자용18,000원*2회*1명=36,000원

큐티책 4,000원*55명*2회 =440,000원

1,386,000

스텝/교사 교육비 교사전체워크샵 500,000원*1회 500,000

부모모임 6,000원*47명=282,000원 282,000

어린이 주일 1,000,000

하계수련회 0

17,113,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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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1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 4,000원*65명 = 260,000원

새친구선물 4,000원*10명 = 40,000원

연말선물비 7,000원*65명 = 455,000원

755,000

봉사자식대 3,000원*15명*40주 1,800,000

엠티비
예배팀학생및지도교사야유회 / 10명*10,000원*1회

6학년졸업여행 / 20명*20,000원*1회
500,000

물품구입비
각종 문구류 및 소모품 등 / 30,000원*12회

예배팀 유니폼 20,000원*8명*2회
680,000

학생식대/간식
식대 65명*5,000원*12주 = 3,900,000원

간식 65명*1,000원*6회 = 390,000원
4,290,000

교사선물비 20,000원*15명 300,000

심방비 5,000원*65명*2회 650,000

월례회 15명*8,000원*12회 1,440,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주일 100,000원

추수감사주일 100,000원

성탄주일 100,000원

300,000

특별예배
어린이주일예배 15,000원*65명*1회 = 975,000원

달란트예배 8,000원*65명*1회 = 520,000원
1,495,000

교육활동비
설교준비비 40,000원*12주 = 480,000원

교육활동비 50,000원*6회 = 300,000원
780,000

교재비 주교재(10,000원*80명*2회)+성경쓰기책(7,000원*80명*4회) 3,840,000

스텝/교사 교육비
전체교사워크샵(500,000원*1회)+찬양팀워크샵(250,000원*1회)

+리더십워크샵(180,000원*2회)
1,110,000

부모모임 학부모간담회 52명*5,000원*1회 260,000

어린이 주일 1,000,000

19,200,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소년2부 운영비 선물비

생일선물 4,000원*20명 = 80,000원

새친구선물 4,000원*10명 = 40,000원

연말선물비 7,000원*20명 = 140,000원

260,000

(구 소년부) 봉사자식대 3,000원*15명*40주 1,800,000

엠티비
예배팀학생및지도교사야유회 / 10명*10,000원*1회

6학년졸업여행 / 10명*20,000원*1회
300,000

물품구입비
각종 문구류 및 소모품 등 / 30,000원*12회

예배팀 유니폼 20,000원*8명*2회
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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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대/간식
식대 20명*5,000원*12주 = 1,200,000원

간식 20명*1,000원*6회 = 120,000원
1,320,000

교사선물비 20,000원*15명 300,000

심방비 5,000원*20명*2회 200,000

월례회 15명*8,000원*12회 1,440,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주일 100,000원

추수감사주일 100,000원

성탄주일 100,000원

300,000

특별예배
어린이주일예배 8,000원*20명*1회 = 160,000원

달란트예배 8,000원*20명*1회 = 160,000원
320,000

교육활동비
설교준비비 40,000원*12주 = 480,000원

교육활동비 50,000원*6회 = 300,000원
780,000

교재비 주교재(10,000원*35명*2회)+성경쓰기책(7,000원*35명*4회) 1,680,000

스텝/교사 교육비
전체교사워크샵(500,000원*1회)+찬양팀워크샵(250,000원*1회)

+리더십워크샵(180,000원*2회)
1,110,000

부모모임 학부모간담회 16명*5,000원*1회 80,000

어린이 주일 1,000,000

하계수련회 0

11,570,0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중등부 운영비 선물비

세례자선물비 20,000원*20명=400,000원

생일선물비 5,000원(선물)*58명=290,000원

새친구선물비 15,000원*10명=150,000원

840,000

봉사자식대 3,000원*26명*40회 3,120,000

엠티비 교사엠티비 500,000원*1회 / 제자훈련엠티비 500,000원*1회(하반기) 1,000,000

물품구입비 중등부 물품구입비 500,000

팀운영비 분반운영 8,000원*84명*1회(목장별 외부 모임 진행) 672,000

학생식대/간식 3,000원*58명*12회 2,088,000

교사선물비 20,000원*26명 520,000

심방비 목장교사의 학생심방비 예산 600,000

월례회 8,000원*26명*12회 2,496,000

회의비
리더쉽회의 8,000원*5명*6회=240,000원

예배팀회의 8,000원*10명*2회=160,000원
400,000

사업비 절기예배 청소년주일 (기획안 참조) 750,000

세례교육 5,000원*20명*4회 400,000

교재비
학생용 3,000원*68명*4회=816,000원

교사용 4,000원*15명*4회=240,000원
1,0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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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 5,000원*20명*14회 1,400,000

동계수련회 기획안 참조 3,756,500

하계수련회 0

19,598,500

항 목 세세목 산출근거 2020년 예산

고등부 운영비 장소임대료 연습실대여 30,000원*5회 150,000

선물비

세례자선물비 20,000원*8명 = 160,000원

생일선물비 15,000원*50명 = 750,000원

새친구선물비 5,000원*10명 = 50,000원

수험생선물비 8,000원*15명 = 120,000원

1,080,000

봉사자식대 3,000원*20명*40회 2,400,000

엠티비

교사MT 500,000원

제자훈련MT 500,000원

고3 졸업여행 1,000,000원

2,000,000

물품구입비 고등부 물품구입비 800,000

팀운영비 목장 대심방 8,000원*60명*1회 480,000

학생식대/간식 3,000원*45명*12회 1,620,000

교사선물비 20명*20,000원(스승의주일, 연말) 400,000

심방비 교사심방비 500,000

월례회 8,000원*20명*12회 1,920,000

회의비 리더쉽회의 8,000원*5명*6회 240,000

사업비 절기예배 청소년주일 (기획안 참조) 1,380,000

세례교육 5,000원*8명*4회 160,000

교재비
학생용 3,000원*55명*4회=660,000원

교사용 4,000원*15명*4회=240,000원
900,000

제자훈련 5,000원*20명*14회 1,400,000

동계수련회 계획서 참조 4,044,000

하계수련회 0

19,474,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청년부 통합 운영비 선물비
결혼선물(커플성경), 졸업축하,

훈련수료축하, 기타 축하 선물 등
1,000,000

물품구입비 부서행정, 소모품비 등 500,000

부서운영비

사무행정비, 인쇄비, 영상제작, 현수막 제작,

홍보물제작, 디자인비, 행사지원

절기예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행사비 등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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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수련회 정책 수립 및 기도회 - 장소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 2,000,000

심방비 교역자 심방비 360만원*7명 25,200,000

경조사비 결혼식 4,500,000

월례회
교역자/총무/부장 월례회

(7,500원*4*13명=390,000원 / 7,500원*8*20명= 1,200,000
1,590,000

회의비
총무단 / 교역자 회의 (13명, 장소비, 식비, 간식비 등)

연합행사 회의비(장소비, 간식비)
1,000,000

사업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15주, 2회)

식비(5,000원*20명*13주*2회 = 2,600,000원)
2,600,000

워크샵

총무/교역자 워크샵(2회) - 장소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 1,000,000원

행정팀 리더 워크샵(2회) - 장소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 1,800,000원

소그룹 리더 워크샵(2회) - 장소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 2,300,000원

강사비 1,000,000원

6,100,000

새생명반 초신자교육 (4주*4회) 600,000

특별새벽기도  상/하반기 (아침식사 50명*3,000원*6일) 1,800,000

선교 성경 강의 동영상, 성경 잡지, 북 콘서트, 찾아가는 예배 6,000,000

동계수련회 청년부 전체 연합  (강사비, 식비, 간식비, 인쇄비, 행사비 등) 8,400,000

하계수련회 0

국내 아웃리치 사역비, 장소비, 식비, 간식비, 행사비 등 4,500,000

68,79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1청 운영비 선물비

각종축하선물, 생일축하, 세례/입교, 훈련수료

(생일 20,000원*12월 = 240,000원, 세례 20,000원*5명 = 100,000원

 군대 10,000원*5 = 50,000원, 수료 5,000원*10명 = 50,000원,

 성년 10,000원*6명 = 60,000원)

500,000

봉사자식대 리더모임 식비 지원 (5,000원*13*36주) 2,340,000

엠티비 공동체 전체 MT(장소대여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000,000

물품구입비 데코, 물품구입, 문구류, 지류, 소모품 등 200,000

팀운영비 패밀리 모임 지원비, 목적 소모임 지원비 (5,000원 * 25명 * 8회) 1,000,000

학생식대/간식 공동체 모임 간식비 (20,000원*50주) 1,000,000

월례회 7,500원*9명*12회 810,000

회의비 리더회의, 행정팀 회의, 예배팀 회의, 차기 행정팀 회의 등 700,000

사업비 교재비 성경공부 교재 (1,000원*50명*6회) 300,000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아웃팅, 워크샵

(장소대여비, 숙박비, 식비 등)
700,000

새가족환영
새가족 식사지원, 새가족파티,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10,000원*30명, 고3 환영회 10,000*15명)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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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원

행정팀 기획 각종 행사, 아웃팅, 절기예배,

(성경퀴즈대회, 체육대회, 아웃팅, 강사비 등)

졸업식, 연말파티(식비, 졸업선물, 데코 등)

2,000,000

11,0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2청 운영비 선물비
생일축하(12회, 35만원)

축하선물, 수료, 개근 등 (1만원*20명)
550,000

봉사자식대
리더모임(4,000원*15명*35회 = 2,100,000원

예배팀(4,000원*5명*35회 = 700,000원
2,800,000

엠티비 장소사용료, 식비, 행사비, 간식비, 운영비 등 1,00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 데코, 사무용품 300,000

팀운영비
예배팀 연습실 대관료(28,000원*35회 = 980,000원

목적 소모임비(320,000원)
1,300,000

학생식대/간식 6만원*12회(평균출석인원 45명) 720,000

월례회 15,000원*6명*6회 540,000

회의비 행정팀 회의, 차기 행정팀 회의 300,000

사업비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700,000

워크샵 리더워크샵 600,000

새가족환영 새가족 첫째주 식사 350,000

행사지원 아웃팅, 연말행사, 행정팀 기획행사 1,640,000

10,8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3청 운영비 봉사자식대 리더: 5,000원*28회*25명 = 3,500,000원 3,500,000

엠티비 MT장소, 부식비 1,00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 데코, 물품구입 400,000

팀운영비
패밀리: 5,000원*2회*60명 = 600,000명

목적모임: 10,000원*3개*6명 = 180,000원
780,000

학생식대/간식 25,000원*50주 (평균출석인원:60명) 1,250,000

월례회 7,500원*12회*7명 630,000

회의비 행정팀 회의, 리더 회의, 행사 준비 회의 370,000

사업비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40만원*2회) 800,000

워크샵 리더워크샵(2회) 400,000

행사지원 아웃팅, 연말행사, 기타행사 1,670,000

10,8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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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4청 운영비 선물비
각종축하선물, 생일축하, 세례/입교, 훈련수료

생일축하(25,000원*12), 세례,입교,결혼,훈련,파송(각20,000원)
1,000,000

봉사자식대
리더모임 식비 지원 (1인 최대 15,000원)

(4000원*10명*35회)
1,400,000

엠티비 공동체 전체 MT 1,00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 데코, 물품구입 250,000

팀운영비
패밀리 모임 지원비, 목적 소모임 지원비

목적 소모임(300,000*4), 팸 특별활동
1,200,000

학생식대/간식 공동체 모임 간식비 (월 45,000원*12회) 540,000

회의비

리더 월례회, 행정팀 회의, 차기 행정팀 회의

행정팀(5,000원*5명*5회), 차년도 행정팀(5,000명*7명*2회),

리더 월례회(3,000원*10명*3회)

300,000

사업비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2회 장소사용료, 운영비, 부식비) 900,000

새가족환영 새가족 식사지원, 새가족파티, 새가족 환영회 300,000

행사지원 행정팀 기획 각종 행사, 아웃팅, 절기예배, 연말행사 1,500,000

8,39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5청 운영비 선물비

생일축하 (20,000원*12회 = 240,000원)

리더선물 (18명*2회*1만원 = 360,000원)

훈련수료, 세례입교, 결혼등 기타선물 (15명*1만원 = 150,000원)

750,000

봉사자식대
리더모임 (24회*4,000원*20명 = 1,920,000원)

예배팀 모임 (12*4,000원*8명 = 384,000원)
2,304,000

엠티비 공동체 MT 장소비, 식비, 간식비, 운영비 등 1,00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 데코, 물품구입 등 420,000

팀운영비 예배팀 연습실 대관료 (12,000원*48회 = 576,000원) 576,000

학생식대/간식 30,000원*50주 (평균출석인원:60명) 1,500,000

회의비

행정팀 회의 (인원 8명, 식비 및 간식비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차기 행정팀 회의 (인원8명, 장소비, 식비, 간식비, 하반기 10만원)

500,000

사업비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400,000원*2회) 800,000

워크샵
리더위로회 (200,000*2회 = 400,000원

행정팀워크샵 (200,000원*2회 = 400,000원
800,000

새가족환영
새가족 식사지원 (10,000원*20명 = 200,000원

새가족파티 (150,000원*2회 = 300,000원
500,000

행사지원 행정팀 기획 각종 행사, 아웃팅, 절기예배, 연말행사 1,650,000

10,800,000

2020_높은뜻푸른교회_예산_공동의회_1229 24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6청 운영비 선물비 리더선물(16명*2회*10,000원) = 320,000원 410,000

봉사자식대 리더모임 (16명*4,000원*30회) 1,920,000

엠티비 공동체 MT 장소비, 식비, 간식비, 운영비 등 1,00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 데코, 물품구입 등 400,000

팀운영비 예배팀 연습실 대관료 (30회*15,000원) 1,450,000

학생식대/간식 80,000*12회 960,000

회의비 행정팸 회의 600,000

사업비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370,000원*2회) 740,000

워크샵 행정팀 워크샵 (150,000*2회) 780,000

새가족환영 새가족 환영(200,000원), 식사지원(200,000) 400,000

행사지원 행정팀 기획 각종 행사 2,140,000

10,8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푸른7청 운영비 선물비
생일축하(20,000*12 = 240,000원

훈련수료, 세례입교 등 기타 선물 (10명*10,000원 = 100,000원)
340,000

봉사자식대 리더: 4,500원*24회*16명 1,728,000

엠티비 공동체 MT 운영비 (식대, 장소, 운영비) 1,000,000

물품구입비 소모품, 데코, 물품구입 등 300,000

팀운영비

패밀리: 5,500원*2회*80명 = 880,000원

목적소모임: 5,500원*4회*10명 = 220,000원

부서찬양팀: 5,500원*4회*10명 = 220,000원

1,320,000

학생식대/간식 120,000원*12(평균출석인원: 45명) 1,440,000

회의비 행정팸 회의: 8,000원*7*12회 = 672,000원 772,000

사업비 리더수련회 상,하반기 LT (400,000*2회) 800,000

워크샵
리더 위로회(상,하반기 240,000원*2회 = 480,000/16명*15,000원 기준)

행정팀워크샵(300,000원)
780,000

새가족환영 새가족 환영 식사지원 (10,000원*35명 = 350,000원) 350,000

행사지원 행정팀기획 각종행사, 아웃팅, 절기예배, 연말행사 1,970,000

10,80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청년새가족 운영비 물품구입비 4개반 데코레이션 비품구입 및 유지 250,000

월례회 8,000원*6명*12회 576,000

회의비 새가족부 회의(6명, 장소비, 식비, 간식비 등) 600,000

스텝/교사교육비 상하반기 부서별 새가족리더 모임 외 스텝교육비 700,000

사업비 새가족교육비 30명*2,500원*47주(다과) 3,525,000

새가족선물 200*12,000 (메시지성경)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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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예배서포터즈 운영비 엠티비 500,000원*2회 1,000,000

물품구입비 안내소모품 100,000

월례회 8,000원*15명*12회 1,440,000

티테이블 차봉사 음료재료구입, 소모품, 비품유지관리 300,000

2,84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3부찬양팀 운영비 봉사자식대 19명*5,000원*52주 4,940,000

물품구입비 악기소모품 및 사무용품등 구입 700,000

월례회 19명*8,000원*6회 912,000

회의비 팀장회의(6명*8,000원*12회) 576,000

사업비 절기예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특별순서 600,000

오디션 오디션 100,000원*1회 100,000

7,828,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후원 후원 노회비 노회책정(전년 대비 약 5% 인상) 47,200,000

노회소속교회후원 노회책정(좋은소식 60만, 주안에행복 60, 청북중앙 30 * 12월) 18,000,000

은퇴목사후원 10만*4명*12월 / 50만*12월*1명 10,800,000

대외협력비 대외협력 500 / 써빙프렌즈 500 / CMP(Comfort My People) 1,300 23,000,000

외부경조비 협력단체/지역 경조사 2,000,000

시심학교 40만*12월 4,800,000

갈릴리마을 20만*12월 2,400,000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 20만*12월 2,400,000

부르심교회 50만*12월 6,000,000

인터서브 30만*12월 3,600,000

WEC국제선교회 30만*12월 3,600,000

예수전도단 선교본부 30만*12월 3,600,000

써빙프렌즈 30만*12월 3,600,000

순회선교단 25만*12월 3,000,000

고려인교회 40만*12월 4,800,000

희년국제교회 40만*12월 4,800,000

WEC 이주자사역부 40만*12월 4,800,000

브릿지임팩트사역원 50만*12월 6,000,000

기부이팩트 20만*12월 2,400,000

위드맘한부모가정지원센터 20만*12월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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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20만*12월 2,400,000

한국선교훈련원(GMTC) 20만*12월 2,400,000

한국위기관리재단 10만*12월 1,200,000

MK네스트 10만*12월 1,200,000

선교한국 10만*12월 1,200,000

현대종교 30만*12월 3,600,000

새움터 20만*12월 2,400,000

The Bible Ministry The Bible Ministry 40,000,000

(사)푸른나눔

푸른나눔 지원

 - 인건비 및 나눔터임대료

 - 결연및후원사업 / 지역구제,구호 / 소외계층 자녀돌봄사업

204,000,000

높은뜻연합선교회 연합선교회 회비 50만*12월 6,000,000

전문사역간사 40만*12월*5명 / 30만*12월*4명 38,400,000

발전기금 발전기금/인재양성 251,860,000

서울고제경비 서울고 시설보수 등 제경비 15,000,000

청소용역 청소용역비 110만*52주 57,200,000

예비비 후원 예비비 50,000,000

836,060,000

항 목 세세목 2020년 예산

전문인건비 인건비 디자인외주 주보디자인, 교회 행사 인쇄물 6,000,000

생활관관리비 관리비 8만*52주 4,160,000

예배사역 통합 예배사역(엔지니어,영상,음향,조명) 73,200,000

지휘자 100만*12개월 12,000,000

반주자 50만*12개월 6,000,000

앙상블편곡비 20만*12개월 2,400,000

솔리스트 30만*4명*12개월 14,400,000

찬양사역자 50만*11명*12개월 / 40만*4명*12개월 85,200,000

차세대찬양간사 60만*1명*12개월 / 50만*2명*12개월 / 40만*9명*12개월 62,400,000

앙상블 연주자 앙상블(5만*14명*52주) 36,400,000

302,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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