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영락경로원 결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경로원의 2021년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영락경로원은 2022년 한 해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22년 3월 28일~ 2020년 4월 30일

* 공고내용 : 

1) 2021년 결산총괄표

2) 2021년 세입 결산서 / 세출 결산서

3)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2022. 3. 28.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영   락   경   로   원



2021년 영락경로원 결산 총괄표

   

   1.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3차추경 2021년 결산 증  감 비  고 

합  계 1,711,265 1,646,287 -64,978

입소자부담수입 157,832 139,008 -18,824

보조금수입 1,140,428 1,091,892 -48,536

후 원 금 108,610 111,734 3,124

전 입 금 213,775 213,775 -

이 월 금 75,988 75,988 -

잡 수 입 14,632 13,890 -742

    2.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3차추경 2021년 결산  증  감 비  고 

합  계 1,711,265 1,564,616 -146,649

사무비 1,033,348 966,638 -66,710

재산조성 288,529 272,166 -16,363

사업비 334,250 276,674 -57,576

잡지출 50,000 45,000 -5,000

예비비 및 

기타
5,138 4,138 -1,000



1. 세 입(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

3차추경

2021

결 산
 증 감 비 고 

합 계 1,711,265 1,646,287 △64,978  

관 항 목 세목

입소자 157,832 139,008 △18,824

부담수입 입소비용 입소비용 157,832 139,008 △18,824

입소이용료 107,832 94,008 △13,824

입소보증금 50,000 45,000 △5,000

보조금수입 1,140,428 1,091,892 △48,536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1,140,428 1,091,892 △48,536

인건비 502,516 483,928 △18,588

제수당 165,506 155,141 △10,365

퇴직적립금 55,669 52,448 △3,221

사회보험 66,892 65,080 △1,812

운영비 52,573 51,364 △1,209

주부식비 131,403 118,675 △12,728

특별위로금 4,500 4,350 △150

월동대채비 1,800 1,840 40

추가부식비 8,212 8,212 -

생일축하금 1,350 1,260 △90

명절위로(부식) 2,160 2,160 -

명절위로(피복) 3,600 3,600 -

도비연료비 8,100 7,922 △178

환경개선비 5,000 4,950 △50

프로그램 6,787 6,602 △185

기능보강 124,360 124,360 -

후원금 108,610 111,734 3,124

후원금수입 108,610 111,734 3,124

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46,347 51,105 4,758

비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62,263 60,629 △1,634

전입금 213,775 213,775 -

전입금 213,775 213,775 -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35,740 35,740 -

법인(후원금) 법인(후원금) 178,035 178,035 -

이월금 75,988 75,988 -

이월금 75,988 75988 -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56,133 56,113 -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이월금(후원금) 19,855 19,855 -

잡수입 14,632 13,890 △742

잡수입 14,632 13,890 △74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300 385 85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14,332 13,505 △827

  



2. 세 출(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

3차추경

2021

결 산
 증 감 비 고  

합 계 1,711,265 1,564,616 △146,649

관 항 목

사무비 1,033,348 966,638 △66,710

인건비 942,002 886,938 △55,064

급여 급여 562,363 541,986 △20,377

제수당 제수당 223,095 201,128 △21,967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69,422 62,347 △7,075

사회보험 사회보험 83,417 77,816 △5,601

기타후생비 3,705 3,661 △44
기타후생비 705 661 △44

자녀학자금 3,000 3,000 -

업무추진비 5,680 4,311 △1,369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 3,600 3,597 △3

회  의  비 회  의  비 2,080 714 △1,366

운영비 85,666 75,389 △10,277

여  비 여  비 1,000 41 △959

수용비및수수료 수용비및수수료 37,826 35,443 △2,383

공공요금 공공요금 22,360 20,040 △2,320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7,340 6,686 △654

차량비 차량비 6,600 4,216 △2,384

기타운영비 10,540 8,963 △1,577
기타운영비 4,340 4,261 △79

직원교육비 3,400 2,546 △854

농장유지비 1,300 1,241 △59

후원사업비 1,500 915 △585

재산조성 시설비 288,529 272,166 △16,363

시설비 시설비 - - -

자산취득 자산취득 75,926 62,419 △13,507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212,603 209,747 △2,856

사업비 334,250 276,674 △57,576

운영비 289,253 237,303 △51,950

생계비 생계비 220,179 175,039 △45,140

수용기관경비 수용기관경비 2,520 1,472 △1,048

피복비 피복비 7,500 5,826 △1,674

의료비 의료비 2,400 2,328 △72

장의비 장의비 1,500 - △1,500

특별급식비 특별급식비 30,843 28,362 △2,481

연료비 연료비 24,311 24,276 △35

사업비 44,997 39,371 △5,626

의료재활 의료재활 8,363 6,588 △1,775

사회심리 사회심리 27,674 25,601 △2,073

교육재활 교육재활 500 237 △263

기타사업비 8,460 6,945 △1,515
프로그램비 7,500 6,705 △795

결연후원금 960 240 △720

잡지출 잡지출 50,000 45,000 △5,000

잡지출 - -

보증금적립금 50,000 45,000 △5,000

예비비 예비비 5,138 4,138 △1,000

및 기타 및 기타 예비비 예비비 1,000 - △1,000

반환금 반환금 4,138 4,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