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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개 요 기윤실은 2007년부터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Trust 

Initiative)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신뢰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느 조직보다 먼저 기윤실

이 신뢰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더 높은 책무성과 더 깊은 투명성, 더 넓은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

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기윤실과 여러 시민단체가 논의하여 만든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2007년 기윤실 사역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2009년에는 GRI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008년 사역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기윤실은 더 나은 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대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인 생명과 평화의 공동

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보고 내용을 담은 기존의 소식지(격월) 양식을 넘어 기윤

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파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

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본 열매소식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민단체인 기윤실 실정에 맞게 변

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bout the Newsletter About the Newsletter 

2009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5~6월)

기 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표지

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앙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

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여 콩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

지 않았습니다.

GRI G3 가이드라인 기 윤 실

프로필 ① 열매소식지 소개, 조직구조, 목차, 비전체계도, 비전메시지

보고 원칙 및 지침 ② 열매 관점  핵심사업 선정(중요성)과 협력파트너(이해관계자) 소개 / 9대 핵심사업

이해관계자 ③ 협력적 관점  회원, 교회, 임원, 연대단체

경제 ④ 재무적 관점  회계보고(전 분기와 비교하여 보고), 후원자명, 재정투명화 원칙

환경 ⑤ 환경적 관점  내부적 노력, 외부대상(교회, 회원) 캠페인

사회 노동여건 ⑥ 학습과 성장관점  간사역량, 조직역량, 영성개발

인권부분

사회적부분

제품책임 해당사항 없음

기타 ⑦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광고

※ 기윤실만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5개의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①열매관점 ②협력적 관점 ③재무적 관점 ④환경적 관점 ⑤학습과 성장 관점

보 고 기 간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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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양세진  편집 전선영,조제호 디자인 김문

|  섬기는 |  사람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

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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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

도록 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

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다 잘 담을 수 있도록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뚜렷이 

정립하여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서포터즈가 되

어 돕고 응원하는 일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미션을 진지하게 다

루며 조직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헌신

하는 기윤실 및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상 보기 드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지금은 온전한 삶이 간과된 양

적 성장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대사회적인 이

미지와 신뢰 실추의 문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온전하고 건강

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품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개인이나 교회가 사회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인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와 실천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

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불분명하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해 기윤실은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앙인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나

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체들이 되도록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비전
메시지 

신뢰가주도하는 
교회와 사회를 생각하며 손인웅 이사 (덕수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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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메시지

이러한 사역에 중요성과 소중함을 함께 하면서 기윤실운동이 보다 더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

라 생각되는 두 가지 의견을 나눠 보려 합니다. 

첫째, 기윤실 내부에서 조직한 분야별로 실천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끊임없이 운동의 당위

성만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모임에 머물지 않고 그 본질적인 정신처럼 실천하는 운동(movement)이

라는 성격이 뚜렷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역별 사업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으며 실제 효과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례들을 모아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 실천에 추진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윤리의 실천이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언제나 명료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의 신뢰의 추락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

안과 방향제시를 통하여 윤리 실천을 지원할  때에 윤리만을 다루지 말고 윤리의 뿌리인 그리스도적 영성

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기독교적 영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

도록 강조하여서 표면적인 병리현상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윤실과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으며 오늘 

여기(here and now) 교회와 사회에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단없는 항

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요를 느끼고 

누군가 시작해 주기를 바라는 절실한 과제를 앞장서서 끌어안고 세상을 향

해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뢰가 

교회와 사회에 더욱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s 이 글은 4월 13일 주간 기윤실편지에 실린 실린 비전레터 내용입니다.

오늘도 기윤실과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으며 오늘 

여기(here and now) 교회와 사회에 신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단없는 항

 기윤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필요를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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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은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으로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섬기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분명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

기 위해 철저한 순종과 헌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죄인을 섬기는 모범”을 보

여주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0장 42~45절에 나타나 있는 집권자와 종의 비교는 

너무도 생생하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적 리더라 할 수 있

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러한 세상적 

리더들과 다르게 크리스천으로서 크고자 하는 자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

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

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

씀에 나타난 종의 모습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적 특징을 말한다면, 이러한 리더

십은 세속적 리더십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권선필 교수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모으고 대신  말해주기

사회적 그리스도인을 말하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든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이미 사회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소통하는 삶을 내포하
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그 ‘사회적’인 것이 빠져 있는 듯 허전하다. 기윤실은 한
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다음세대를 고민하며 바로 ‘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1

열매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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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그리스도인을 
말하다

관리자(manager) 혹은 조직자(organizer)로서의 세속적 리더십과 봉사자(servant)로서의 크리

스천 리더십은 지시(telling)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listening) 것, 선택적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

람, 그리고 자기희생이라는 세 가지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로 섬기는 자로서‘종이 된다’함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사무엘의 말처럼 종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종이 듣는 사

람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에서 본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모든 사

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크리스천 리더십은‘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현실에서 리더로 설 경우에 우리는 생각으로나 혹은 실천으로 나와 같은 사람 혹은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

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으뜸이 되는 교회는 자기 교인들 뿐

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섬기고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도 섬겨야 진정한 으뜸이 될 것이다. 

으뜸이 되는 리더는 자기가 이끄는 구성원들을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이끄는 사람일 뿐

만 아니라 이들 구성원들의 성과가 조직과 관계된 외부 사람들에게도 의미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크리스천 리더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어야 한다. 첫 

번째로 얘기한 크리스천 리더의 특징이 들어주는 것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 자

신의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물질까지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자기 희생’의 요청이다. 간디는 “우리는 우리가 세상

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섬기고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도 섬겨야 진정한 으뜸이 될 것이다. 

으뜸이 되는 리더는 자기가 이끄는 구성원들을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이끄는 사람일 뿐

만 아니라 이들 구성원들의 성과가 조직과 관계된 외부 사람들에게도 의미있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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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기 원하는 변화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You must be the change you wish to see in the world.)”라

고 말했다. 세상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네 자신이 평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정한 세상에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으로 인해 생기는 부

나 편리함 그리고 만족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듣기, 모든 사람을 배려하기, 그리고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리더의 모습을 실제로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은 대화 혹은 회의 상황이다. 사회에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대화인데 그 대화 상황

에서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얘기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세 가지 특

징을 대화 상황에 적용해보자. 우선 크리스천 리더들은 말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듣는 대상을 최대한 많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WBC 준우승을 통해 야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 김

인식 감독과 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은 성취 여부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야구에 대한 관심

을 사회적 리더십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 눈 앞에 펼쳐졌던 WBC를 통해서 사회적 리더십의 역할 

모델을 찾고 적용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야구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만나다

① 희생과 섬김에 근거한 사회적 리더십 _ 김인식 감독 김인식 감독은 한화 이

글스의 감독으로서 작년 프로야구 리그에서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팀은 가을

잔치(준플레이오프로부터 시작되는 포스트시즌 경기들)에 참가하지 못하였기에 

팀으로나 개인으로나 WBC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그가 2006년 1회 WBC에 이어 2009년 2회 WBC 감독까지 

떠맡은 것은 감독직을 거절했던 다른 사람들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

출처 | 한화그룹사보‘한화, 한화인’2009년 4월호

글. 강성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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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그리스도인을 
말하다

1)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했던 월드까페나 최근 기업에서 화두가 된 협업(collaboration), 2세대 인터넷을 의미
하는 web2.0, 사회자본의 기초로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혹은 집단 창의성(group genius)등
과 같은 개념들이 모두 다양한 참여자, 이들 참여자들의 능동적 기여,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통합하는 기술이나 절차 등이 모두 섬기는 리
더십을 얘기하는 시대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 모든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정리해 내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리더가 자기 이

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하되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로 자신을 내

주는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감정으로, 세대차로, 이념으로 사회적 분열이 극심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다원화되고 

파편화된 집단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외치고 나아가는 이러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말로는 사

회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룰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천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지금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크리스천 리더십이 마치 빛과 소금처럼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

나 그는 남들이 마다하는 좁은 길을 감으로써 그는 야구계에 

한정된 리더십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로부터 그 리더십을 인

정받았다. WBC 대회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떠나서 인정하고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희생에 기반한 섬김의 리더십이 사회

적 리더십이다. 

②성실함에 기반한 사회적 리더십 _ 정현욱 이번 WBC 이전

에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야구팬이라면 그의 이름은 

한 두 번씩 들어보았겠지만 리그에서 그는 주목을 많이 받는 

투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정현욱이 난데 없이 잘하는 것은 아

니다. 별명 ‘정노예’이지만 그는 노예 근성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가 대표팀에 발탁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패전처

리 투수로 생각했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김인식 

감독이 뽑은 최고의 수훈 선수가 되었다. 

그가 맡았던 중간계투의 임무는 투수들에게서 선호 받는 자

리는 아니다. 그러나 한 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는 선발투수도 중간계투도 마무리투수 모두 다 잘

해주어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때,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서 성실하게 준비했을 때, 팀과 개인이 모두 승리

할 수 있다. 사회적 리더십은 화려해 보이는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당할 

때 진정한 사회적 리더십은 발휘된다.

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이

다. 즐기기 위한 스포츠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찾

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새로운 관점은 야구

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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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욱준 팀장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포용, 배려, 소통의 사회적 리더십!

정의, 자유, 평등에 대한 열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청년!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에 놀러오세요!

매주 금요일 밤. 기윤실 창의상상룸은 기독청년들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대사리) 1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3월 27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시작된 대사리는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12명의 대사리 1기 학생들은 매주 창의성, 소통, 소수자, 포용, 배려, 다양성, 타자, 공감 등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론적 강의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한가 직접 체

험하고 눈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앞서 간 사람들의 경험과 교훈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2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사회적 리더십을 위한 5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매 주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성찰해 가고 있습니다.

<사 회 적  리 더 십 을  위 한  5 가 지  질 문>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섬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소수자, 약자를 위한 희생을 실천하는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과 소통이 가능한가?

섬김의 실천을 통해 얼마나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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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리 블로그에도 놀러와 보세요!
12명의 참가자들이 매 주 공부하는 내용과 독서 과제,  그리고 

사회적 리더십에 대한 의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대·사·리 블로그

 http: //daesary.tistory.com

첫줄 왼쪽부터 강지혜 / 권인호 / 김나래 / 김수정 / 서정우 / 신상린 / 우종진 / 이권규 / 장일수 / 정보영 / 천경화 / 허지훈

대사리 1기 12명 외에도 대사리 아카데미에는 13번째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서포터즈! 이 분들은 12명의 참가자

들이 10주 과정 동안 열정을 다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존재하기에 대사리에는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넘쳐 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 12명의 청년 대학생들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들이 은혜 안에서 사회적 리더십으

로 무장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대사리에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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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

럼’을 시작하게 된 데는 한국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정변수와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작업이 기업

을 시작으로 공론화되는 사회적 변수를 감지

하면서부터이다. 2007년 아프간사태 이후 한

국교회가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문제가 있음

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개교회 

역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

지 못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사회는 이

미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모든 영역에 

있어 도입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지금 어

떤 모습으로 있는 걸까? 혹자는 이러한 고민

에 대해 교회가 교회됨을 잃고 시대적 흐름

을 따라 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교회적인, 교회의 본질을 이야

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포럼은 이러

한 고민 언저리에서 시작되고 있다.

참여, 공유, 소통의 시대 속 교회의 교감지수를 돌아보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포럼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이다. 하지만 사

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용어는 이미 구약 이스라엘공동체로 

시작하여 신약의 교회에 흐르기까지 면면히 흘러오는 공동체

성안에 이미 교육되고 강조되어 온 개념이 아닌가. 그것이 성

경적으로 표현되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로 표현되었느냐

의 차이일 뿐이다. 교회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의 권면은 세

속적이라고 오해될 만큼 사회와의 교감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

은 아닐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가운데 뿌리박고 서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따

라 갈 수는 없으나 사회 가운데서 건실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대적 코드이자 교회의 책임! 환경, 문화(나눔), 사회적 

기업, 통일(평화)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에서는 작년 교회의 사회적 책

임 2.0 심포지엄을 통해 ‘환경, 자원봉사, 장애인 인권, 다문화

가정’ 영역에 있어 교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

열매
관점 #3

교회의 사회적 
책임2.0포럼을 
시작합니다!

글.전선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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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필요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

는 자세가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교회중심적인 사고와 사역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독불장군식의 이미

지를 심어주었을지 모른다. 이에 올해는 주제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교

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마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2009년 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될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포럼’을 통해 모인 실천적 지혜들은 매뉴얼화하여 교회

에 보급할 예정이다. 

�2�0�0�9년� �5월� �8일�(금�)오후�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s 

환경편교회의사회적책임�2�.�0포럼

�2�0�0�9년� �6월� �1�2일�(금�)� 오후� �3시� 
장소미정

생각나눔 Think Globally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 �|� 송준인� 청량교회� 목사�,�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생태문제, 교회의 책임� �|� 박영신�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실천나눔 Act Locally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 손석일 높은뜻정의교회� 전도사�,� 환경공학� 박사

 친환경 소비, 먹을거리와 생활재를 중심으로� �|� 김재일� 예장생협� 이사장�,� 연평교회� 목사

� 녹색교회 사례 소개� �|�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실장

s 

문화편

생각나눔 Think Globally  
 교회의 문화적 사명� �|� 임성빈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실천나눔 Act Locally 

 문화사역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토크쇼~

교회의사회적책임�2�.�0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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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알려 주시겠어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작은 수첩에 또박또박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시더니 손목에 손가락으로 맥을 짚기 시작하셨다. 어려운 한자를 몇 자 적으신다.

이렇게 기윤실 간사들의 한의학적 건강검진은 시작되었다. 처방전을 들고 오는 이, 비타민을 처방받은 이, 살을 빼라는 권유를 받은 이, 운동

과 물을 처방받은 이...등등 기윤실 간사들의 건강상태가 김신형회원님의 손가락 안에서 예민하게 감지되고 있었다.

Q>>성함이? 김신형입니다. 74년생이구요~

Q>>어떻게 기윤실에 진맥을 하러 오시게 됐나요? 조제호(기윤실 정책기획팀장)가 제 교회 후배라서요~ㅎㅎ

Q>>기윤실은 어떤 느낌이세요? 아는 후배가 있어서 계속 후원하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단체 뭐하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좋은 일 하네’, ‘도와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죠.

Q>>가끔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볼 때, 후원하시는 거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최근에 통장을 바꾸면서 후원하고 있

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는 후원금액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요.ㅎㅎ 그러고는 후원금을 올리진 못했네요~

Q>>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Q>>한의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나요? 뭐 한의학쪽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 강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실용학문으로서 그 기술을 잘 연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의

료봉사팀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제3세계 의료 인프라가 없는 환경이면 모를까 한국에서 그냥 의료봉사 다니는 것이 좀 이벤트성인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세미나나 강의 같은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인 한의사로서 사회적 봉사는 열심히 공

부를 해서 환자들에게 좋은 진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엔 오진을 하면 당황스러웠는데 이젠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런 부분에서도 오진 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큰 봉사가 아닐까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뀌겠지요. 10년 뒤 정도 되면 오히려 사회참

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 원인 터 뷰

s 인터뷰의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www.trusti.kr)와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 나눔을 통해 만난 김신형 회원

기윤실의
한의학적
건강검진날

a 일시 | 2009년 4월 7일(화) 1시 a 장소 | 그린빈 커피숍(사무실 인근)  
a 인터뷰 | 전선영 간사

협력적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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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있는 거래와 안면을 트다!
‘얼굴있는 거래’는 공정무역과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구조를 바꾸고, 생산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

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책임지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 제

3세계 빈곤국가에서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제품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계층이 

만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수작업한 축구공, 멕시코의 커피, 장애

우들이 함께 만드는 사회적 기업 위캔센터의 쿠키, 캄보디아에서 생산, 가공하는 노

니 등을 만날 수 있다. 기윤실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

카데미’(이하 대사리)에서 얼굴있는 거래를 통해 간식을 공급받는다. 포용과 섬김

을 터득해 가는 대사리, 얼굴있는 거래 덕분에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는 중이다. 

  

답 문 자 를  보 내 주 신  4 명 의  2 0 대  회 원 께 는 

기 윤 실 이  작 은  선 물 을  보 내 드 렸 습 니 다

윤 실 이  문 자 에  가 끔  답 문  보 내 주 세 요~ 

회 원 님 의  일 상 을  나 누 고  싶 습 니 다 .

윤실이 핸드 폰 

y 010-3091-0130

전문성 나눔을 통해 만난 김신형 회원

윤실이에게 문자를 : 윤실이에게 문자를 코너가 지난 소식지에 개봉박두를 한 후, 윤
실이는 낯선 번호의 문자메시지에 마음이 설레어졌다. 근데 스팸문자이기 일쑤(ㅜㅜ). 
그러던 어느날, 홀연히~ 낯선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윤실이 에게 문자를   /  문자로 회원의 마음을 읽다!

3/18 pm 5:10  0563님 꽃별간사님 반가워요. 대전 00엄마예요. 소식지 보다가 반갑고 놀라서^^ 
축하해요! ...꽃별을 아시는 회원이신가봐요~ㅋㅋ 꽃별은 올해부터 기윤실에 합류한 김양미 간사의 애칭이랍니다~ 

3/19 am 8:44 3612님 멋진 아이디어 반갑네요. 지난주 대학로 안재우복화술 인형극 
봤는데 창의상상력이 돋보여서요 우리 기윤실 식구들 가서보면 좋을 것 같아 문자 넣습니다~ 

아아~~문자안에서 회원들의 일상이 전해져 온다. 내친김에 기윤실의 희망! 20대 40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참 뜬금없이 보낸 문자에 4명의 회원이 답문을 보내왔다. 앗싸~10%의 수확이다. 쏠쏠한 반응이다.

문의 |  02-2263-2970, www.efa i r t rade.co.k r회

착한(윤리적)이웃 / 소 개

20대 기윤실 회원에게 물었다~
Q. 20대 회원에게 기윤실이란? 창의상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도전!,기독교교육운동.

Q. 20대 안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열애 ㅋㅎ, 확신을 헉락받고자 함,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 대학원이나 연수 등 최대한의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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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공유, 개방의 가치로 대변되는‘웹 2.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통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을 요구하며, 자신이 직

접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열정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웹 2.0이 가져온 변화들은 회원과의 쌍방

향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에, 사무처 간사들도 웹 2.0이 

가져온 변화에 발 맞춰 회원 여러분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윤실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는 조제호, 최욱준 팀장이 위키를 활용한 <집단지성과 공익적 가치>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세대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가 9월에 오픈하면 집단지성

을 활용한 새로운 기윤실 운동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4월 14일에는 간사들이 모두『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고, 기윤실의 온

라인 활용 전략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원 서비

스는 물론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써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

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웹 2.0 시대를 향한 기윤실의 도전! 회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윤실 운동

이 되기 위한 도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웹2.0시대를향한기윤실의도전

개방

공유 참여

웹2.0웹2.0웹2.0웹2.0

기윤실 간사들은 매달 5만원의 도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지정되는 도서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여 영수증을 청구하는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책

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통찰을 얻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는 간사 개인의 성장이 기윤실의 성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간사 각자가 읽었던 책 중 기억

에 남는 책을 소개합니다.

##
학습과성장
관점 

창의적 교수법 (밥파이크 저, 김영사 출판)

이 땅의 모든 강의하는 자들이 읽어야 할 기본지침서. 
나에게 부족한 2%를 발견하다.̂ ^(조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 (윤수종 역음, 이학사 출판)

단지 “그들”이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우리”로 인식하
게 해 준 책.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수자라는 것을 알게 
해 준 책.(봄풀)

아듀 (엠마뉴엘 수녀 저, 오래된 미래 출판)

나도 100살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알리)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저, 오픈하우스 출판)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두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메세지
가 가득 담긴 책.(이든)

윤실아! � � 요즘무슨책
� 읽고있니�?

이 달의 책, 한 줄 소감!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저, ivp출판)

두껍다. 어렵다. 그래서 군데군데 읽었다. 군
더더기 없이 핵심만 있는~(느림)

처음처럼(신영복 저, 랜덤하우스코리아 출판)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싶으면 수많은 처
음을 만들면 되고~(꽃별)

88만원 세대(우석훈, 박권일 저, 레디앙 출판)

청년들을 달콤한 말로 위로하기 전에 현실
과 구조를 알고 싶었을 때 도움이 된 책.
(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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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역량 
조직역량

이 달의 책, 한 줄 소감!

기쁘고�,즐겁고�,신나고�,행복한기윤실문화만들기2탄
CFO 제도를� 아시나요�?� 재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CFO를 아시나요? 보통 CFO라 하면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CFO)를 떠올리시겠지만, 기

윤실에서 CFO라 하면 최고재미책임자(Chief Fun Officer)를 의미한답니다. 

기윤실처럼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기획부터, 재정정산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개인과 조직의 여유를 위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CFO가 하는 것이지요. 기윤실의 CFO는 월 단위로 담당자가 변경되는데, 담당 월의 생일잔치, 월1회 문

화활동,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전체 간사 스피릿 타임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담당자를 변

경하는 것은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어느 한 사람만의 고민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달 담당하

는 CFO의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정착단계이기에 시행착오가 많지만요. 

기윤실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문화 만들기는 계속 됩니다. 

* �1탄� �:� 의미있는� 이름을� 불러주세요“애칭� 부르기”

       

2009.3.1~4.30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역량강화교육

3/3(화)  1:30 디지털 PR/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포럼 2009 최욱준

3/11(수) 10:00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회의 

  양세진 김양미

4/2(목)  15:00 집단지성과 공익적가치 

  공모설명회(다음세대재단) 

  조제호 최욱준

4/14(화) 10:00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 독서나눔 

  간사모두

4/28(화) 13:0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설명회 조제호

4/30(목) 13:30 지속가능성보고서 교육

  전선영

협력을 통한 변화

3/4(수)  14:00 교회사회적책임포럼 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조제호 전선영

3/12(목)  11:00 에크피스아시아 창립행사 전선영

3/12(목)  14:00 교회사회적책임포럼 회의(한반도평화연구원) 조제호 전선영

3/16(월)  19:00 기독교 메타블로그 준비모임 최욱준

3/17(화)  10:30 교회사회적책임포럼 회의(함께일하는재단) 조제호 전선영

3/18(수)  12:00 브랜드 컨설팅 엣지본 방문 간사모두

3/18(수)  13:00 성서한국대회 국장회의 조제호

3/20(금)  15:00 종교편향개선프로젝트 회의(국가인권위) 양세진 

3/21(토)  11:00 기독교윤리학회 양세진

3/23(월)  12:00 부교역자 처우 개선 회의 양세진

3/30(월)  16:30 비영리 인트라넷 개발회의(한빛누리재단) 조제호

4/3(금)  10:00 한기총 청년위원회 토론회 발제 양세진

4/6(월)  19:00 7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최종심사회의 양세진

4/7(화)  13:00 김신형 한의사(기윤실 회원) 기윤실 간사진료

4/8(수)  14:00 나눔과셈 업무미팅 정책팀

4/11(토)  10:00 30대 블로거 네트워크 모임 최욱준

4/15(수)  08:00 성서한국 집행위원회 조제호

4/24(금)  13:30 교회사회적책임포럼 회의(문화선교연구원) 조제호 전선영

4/24(금)  10:00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욱준

4/28(화) 14:00  실무자회계 기본교육 박은애

본 코너는 학습과 성장을 위해 간사 개개인 뿐 아니라 기윤실이 조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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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관점 #

1. 자세한 월별 운영성과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기윤실은 재정에 있어서 더 높은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기준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 계 보 고

기윤실후원구좌  (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070-013538-01-022 제일은행 377-10-025628 |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 씨티은행 136-50810-258 

간사후원구좌 (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대한민국교육봉사단후원구좌 (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하나은행 109-228746-02504

기간 | 2009 년 03월 01 일 부터 2009 년 04월 30일 까지

2 0 0 9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9년 3월~4월 계정과목 2009년 3월-4월

Ⅰ. 사업수익     62,707,000 Ⅰ. 사업비용 60,074,522  

① 회비   26,017,000   ① 인건비  29,209,239 

㉮회원회비  18,894,000  ② 사무관리비 9,860,458 

㉯이사회비 3,485,000  ③ 사업비  632,000   

㉰지역회비    3,638,000 ㉮사업인건비 11,449,470 

② 일반후원금 29,090,000 ㉯사업행사비  6,823,465    

㉮교회,기관후원금 29,090,000 ㉰홍보사업비 7,220,130 

㉯간사후원금    50,000 ㉱교육훈련비 1,832,110

③ 특정후원금 4,000,000 ㉲지역사업비 4,497,120  

④ 사업수입 3,600,000

㉮사업후원금 3,100,000

㉯ 등록비 500,000

Ⅱ. 사업외수익 562,917     Ⅱ. 사업외비용 5,481,070

수      입     계  63,269,917  지      출     계  65,555,592    

당 기  감 소 액 2,285,675   당 기  증 가 액

총             계  65,555,592   총               계  65,555,592     

03~04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3월 1일~4월 30일

3월 |   
DP0900043 정병화 DP0900044 박영진 DP0900046 박은지 DP0900047 박재완 

4월 |  
DP0900048 홍선희 DP0900063 손유정 DP0900065 신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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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후원구좌  (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070-013538-01-022 제일은행 377-10-025628 |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 씨티은행 136-50810-258 

간사후원구좌 (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대한민국교육봉사단후원구좌 (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하나은행 109-228746-02504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헌신된 기독대학생 교사들을 학교와 

교회에 파견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돌봄과 학습

을 지원하는,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입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

취약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씨앗학교를 운영합니다.
z학교, 교회에서 방과후 씨앗학교(5-8pm)를 운영합니다.

z청소년에게 전인적돌봄과 학습지원을 지원합니다.

z학교-교회-기업-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이 최대한 네트워크되도록 협력합니다.  

대학생 멘토링 교사를 양성합니다.
z체계적인 교사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합니다.

z리더십개발, 청소년이해, 멘토링 등 알찬 내용으로 훈련합니다.

씨앗학교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z 전국에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합니다.

     

            3-4월 / 씨앗학교 커리큘럼 &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4-5월 / 학교·교회 현장 개발, 교사 모집

6월    / 학생·교사 모집, 교육 토론회 개최

7-8월 / 교사훈련

9월    / 씨앗학교(시범모델) 개강

대학생 자원봉사 교사모집 / 봉사기간 : 7월-

12월까지 / 주2회(pm5-8), 놀토 2회, 월 총 

10회, 각 3시간씩. (약30-35시간) 

여기                        
우리들의 행복한 
비전이 있습니다.     

문의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지원팀 김양미 간사(070-7019-3761, lambmee@empal.com)     

  

    / www.hopese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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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월)  2009년 기윤실 사업 공개

3/4(수)~4/8(수) 서울남교회 30일의 신뢰여정(6주)

3/11(수)  2차 회원실천모임

3/16(월)  홍보전략워크샵

3/23(월)  5기 창의여성 성경공부 오픈강의

 (김호경 교수)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위원회 

3/25(수)  2009 핵심사업 전략워크샵

3/26(목)~4/30(목) 5기 창의여성 성경공부(6주)

3/27(금)  2차 상임집행위원회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 개강(매주 금, 10주 과정)

3/30(화)  지구촌교회 필그림하우스 답사

4/13(월)  3차 회원실천모임

4/16(목)  공공신학 출판기념 세미나(덕수교회)

4/28(화) 입시사교육 고민 목회적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영락교회)

4/28(화)  4차 회원실천모임

4/30(목)  기윤실 네트워크 사업공유 미팅(대전기윤실)

4/30(목)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위원회

5/3(일) 12:00  서울서문교회 홍보부스운영

5/8(금) 15:00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환경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5/11(월)~13(수) Next Wave Convention 홍보부스운영

5/18(월)19:00 대한민국교육봉사단 6차 운영위원회 

 (한빛누리재단) 

5/26(화)10:00 기윤실 간사워크숍

6/9(화)18:00 상임집행위원회

6/12(금)15:00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문화편>

6/30(화)14:00 교육양극화와 아동방임에 대한 현실과 

 대안 :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토론회

#

활
동

보
고

활
동

계
획

활동보고
활동계획
기도제목

T i p 0 1.이번호 신뢰의 여정을 보시고, 개선방안 

또는 소감, 오타 내용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하

여 소정의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5월 29일

(금)까지 이메일(trusti21@hanmail.net)로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J

활
동

스
케

치

회원실천운동‘정직한 사람들의 시대가 왔어!(정시왔) 

96년 문화대통령이라 불린 가수 서태지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검

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라고 외쳤습니다. 10년

도 넘게 지난 지금의 시대는 서태지의 노랫말이 아련하게 여겨질만

큼 ‘정직’에 대한 담론이 희박합니다. 도덕지수, 투명성에 대한 관심

은 높아졌지만 이 또한 경쟁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정직, 신뢰

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는 이미지는 부담감 또는 진부함

인 것 같습니다. 부담감과 진부함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건져 올

릴 방법은 없을까? ‘정시왔’은 정직한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이 되기

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왔어”를 외치고자 합니다. 다만 정직

의 가치를 나 혼자만의 떳떳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

하며 키워가는 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윤실 회원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속한 소모임이나 구역모임, 신우회 등에서 ‘정시왔’의 의

미를 나누며 함께 실천하고 피드백을 받아 온라인을 통해 서로 소

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전선영간사 sychon77@hanmail.net

1차 2/25 찜질방에서 함께 하는 회원모임

2차 3/11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회원모임

3차 4/13 회원모임(07년 회원가치마당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4차 4/28 회원모임(07년 회원가치마당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5기 창의여성리더십 소그룹 성경공부

5기 기윤실 창의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이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1주의 

개괄강의(김호경 교수, 서울장신대 신약학)와 6주의 성경 묵상 나눔

으로 이어졌는데요. 신약에서 말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특성과 우리

가 유의해서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석하신 분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말씀을 발견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다음 창의여성소그룹 성경공부는 구약부분으로 하

반기에 시작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담당 | 윤나래 간사 joyfuln@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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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서울남교회의 여정

지난 3월 4일부터 매 주 수요일마다 6주 과정으로 서울남교회에서 ‘정

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

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30일 여정 묵상 교재

를 활용하여 5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주에는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

한 15가지 실천 약속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교회 실천 캠

페인 만들기 워크숍”이 그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적어주신 소감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

립니다.

...배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온다는 걸 알았다. 하

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필요가 보이

고, 그럼에 따라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음을 알았다.
...찜찜했던 마음으로 행동할 용기가 없었으나 용기가 생겼다.
...하나님의 평화나 이웃,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구첵적이고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담당 | 최욱준 팀장 070-7019-3759, chamcuj@hanmail.net

a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교재 절찬리 판매중

(신동식 저 /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 / 9,000원)

1. 기윤실이 한국사회의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

국교육봉사단’이 대학생교사 모집 및 시범사업을 앞두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단체가 협력하는 사

업이라 한마음으로 준비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세요.
2. 기윤실이 내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

부 브랜드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고 상집위에서도 운동본부의 운

영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윤실

의 운동방향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텀블러 
사용해보기!
교회 갈 때 성경도 무거운데 또 뭘 들고 다니라구요? 성경
과 함께 양심텀블러~!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실천력 있는 기윤실 회원이 먼저 텀블러 들고 다녀요~

a 기윤실 텀블러 판매 |  10,000원(택배비 포함)
a 문의 |  박은애 간사 (02-794-6200)

“우리나라의 1년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개입니다. 120억!”

•

•

•

•

성서한국

a 등록 | 온오프믹스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등록합니다          

 ht tp://www.onof fmix.com/biblekorea/

a 문의 | 02-734-0208(www.bibl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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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상상
이야기

스포츠가 
지구를구한다? 
글. 조제호 팀장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

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는 1987년 UN에 의해 발간된 <우리 공동의 미

래(Our Common Futrue)>에서부터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

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

경 보존을 위한 환경적 성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주목하는 사회적 성과

(책임)에 대해서도 기업의 기본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은 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제정과 맞물려 기업을 넘어 기윤실과 같

은 비영리 조직이나 종교기관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 차원에서 일찍부터 지속가

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활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기업활동의 경우 언론매체

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많기에 색다르게 스포츠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일본프로야구의 환경캠페인

일본프로야구기구(NPB)는 2008년 ‘그린베이스볼 프로젝트’를 발족했다. 2008년에는 ‘스피드 업’, 

2009년에는 ‘Let’s 省타임‘이란 구호를 통해 경기 시간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간경기가 많은 

야구의 특성상 조명의 전력소비를 강력히 억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

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실제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6분을 단축하여 218kWH을 절

감했는데,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105t, 밤나무 묘목을 275만 그루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

두었다고 한다. NPB에서는 11가지 지침을 제공하여 경기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고, 일본프로

야구 12개 구단의 평균 경기시간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첼시 구단의 사회적책임 보고서 발간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맨유가 소속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 구단은 2007년 1월 축구구단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보고서(CSR 보고서)’을 발간했다. 

아무리 영국이 CSR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우리나라 축구구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업형 

구단이기는 하지만, 축구구단에서 CSR 보고서를 발간한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

다. 첼시는 CSR 보고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보고서의 수준을 런던증권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FTSE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3. F-1 자동차 경주의 환경친화적 정책

엄청난 휘발유 소모와 소음 등으로 가장 환경적이지 않을 것 같은 F-1 자동차 경주도 2008년

부터 경기에 참가하는 자동차들에게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력 소

모가 많은 헤드라이트 제품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 및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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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본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교회’는 이 세상 속

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교회의 사회

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

면서 동시에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건전한 소통과 

공동선을 위한 합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모색할 수는 없는가?

임성빈 외 13인 지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264면 | 정가 12,000원

저자(목차순) | 임성빈(장신대), 이윤경(안양대), 김호경(서울장신), 이상원(총신대), 이상화(한목협), 조성돈

(실천신대), 장신근(장신대), 배요한(장신대), 최태연(백석대), 정재영(실천신대), 이승종(서울대), 강원돈

(한신대), 김은혜(숭실대), 양세진(기윤실)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요즘 가치와 문화, 철학의 다원
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신
뢰성 있는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책.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이번 공공신학 출판은 외국문헌을 국내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국내 학
자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아내고, 신학적 토대에서 머무른 것
이 아니라 철학과 행정학, 사회학 등 제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
성에 대한 화두를 함께 다루고 있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www.jeyoung.comwww.trusti.kr



환경적
관점 #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2탄

재생종이 
너는누구냐?

담당 | 조제호 팀장
070-7019-3757
jehoc@hanmail.net

a 지면관계상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은 기윤실 블로

그의 관련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다음호에는 재생종이 사용

의 어려움에 대해 쓰려고 합니

다. 실제 재생종이를 사용하려

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

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의 사례를 보내주시면 참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a 재생종이(복사용,인쇄용,명

함용) 샘플을 받고자 하시는 분

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이름, 연락처, 주소, 

교회, 사용용도 기재 필수).

                 님께 드립니다!  좋은 글을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요.   

a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1탄 매주
 4그루의 나무를 살립니다.

지난호 소식지를 통해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글을 보시고, 몇몇 교회

에서 문의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심껏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재생종이”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재생종이란 무엇인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재생종이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생종이란? 재생종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되살린 종이입니다. 일반 종이가 나

무에서 섬유소를 뽑아 만든 펄프로 만들었다면, 재생종이는 폐지를 그 원료로 합니다. 재생종이가 

모두 100% 폐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 100% 재생종이는 품질이나 가격 등의 문제로 구하거

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종이 함유율(고지율이라고도 합니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

지율 50%라면 이 종이에는 재생종이가 50% 사용되었지만, 나머지는 목재펄프가 사용되었음을 의

미합니다.

2.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생종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생종이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 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물론, 폐지에도 등급이 있기 때

문에 깨끗한 폐지를 사용한다던지, 공정에 따라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겠지요? 우리가 흔히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가 모조지인데, 모조지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재생종이를 손쉽게 사

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윤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종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기윤실에서 여러번에 걸

쳐 인쇄에 사용해 본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서(대다수 

재생종이의 경우 이윤문제로 인해 일정수량 이상이 되어야만 구매가 가능

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일반종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한 재생종이들입니다.

용도 이름 고지율 특징 기윤실사용

인쇄용 중질만화지(70g) 사용 후 고지 60% 이상 본문종이용으로 사용 ①, ③

앙코르지(130g) 사용 전 고지 55% 표지종이나 브로슈어용으로 사용 ①, ③, ⑤

복사용 친환경복사용지(75g) 고지율 40% 일반복사용지와 품질차이 없음. ④

명함용 스코틀랜드(220g) 고지율 70% 명함인쇄소에서 제공하는 재생종이 ②

3. 재생종이를 사용하려면 

 a 복사용지 성림몰(http://sunglimmall.net)과 곰두리몰(http://gom.or.kr)에서 친환경복사용지라는 이

름으로 A4와 B4 용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a 인쇄용지 중질만화지와 앙코르지의 경우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시는 인쇄소나 기획사에 재생

종이 사용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단, 인쇄수량이 너무 적거나, 인쇄를 급박하게 요청하시는 경우, 지

역에 따라 수급 문제로 인해 재생종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렵

거나, 인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