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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필독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
해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
의 사랑이죠. 손봉호 자문위원장, 들어가는 말 중에서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정직, 검소, 절제, 나눔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
천하기 위해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이 발간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이 귀한 지침
이 되어 신뢰가 낮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귀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소망해 봅
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가이드북을 추천합니다! 홍정길 이사장, 추천사 중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밖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
심,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
는생활환경시민연대) 추천사 중에서

이 가이드북은 하나님나라의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식의 비밀함, 
'자발적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그대로를 자기 삶에 매뉴얼화 한다면 '자발성'
이 죽어나가 참으로 안타까운 '불편'만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자유함 가운데 실천적인 운동이 일
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전선영 회원(전 고양YMCA 간사) 추천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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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하며

신동식(기윤실 정직윤리운동 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목사)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부패지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조사 국가 177개국 가운데 46위입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76.5%는 사회지도층을 신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맥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 

역시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봅니다. 기윤실이 2013년에 조사한 한국 교회 신뢰도는 19.4%에 불과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한국사회의 타락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의 부패지수 하락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

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책임은 단지 영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정직함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정직함을 위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

겠습니까? 

이러한 슬픈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의 회복과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없는 외침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

로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보여주었던 삶은 자발적 불편의 삶이라 하여도 과

언이 아닙니다. 허영과 맘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자발적 불편을 살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긴 일입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하게 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

을 위하여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해있

는 삶의 영역에서 작지만 실천해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하자

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한다면 그 

변화는 사회 전체를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몸짓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이러

한 마음을 품고 준비한 작은 몸부림입니다. 일회성 운동이 아니고, 또 한권의 교과서가 아니라 나

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윗의 작은 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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