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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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기윤실과 여러 시민단체가 논의하여 만든 시민단

체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2007년 기윤실 사역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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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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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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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파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 성 기 준 본 열매소식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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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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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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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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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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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가 아주 암담하고 우리 맘 속에 커다란 부담이 있습니

다. 최근에 사사기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붕괴, 또 한국

교회의 신뢰의 상실, 이런 것들이 다 큰 문제이지만 사사기 2장을 묵상하

면서 제 맘속에 가장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40년을 한 세대로 보았을 때 3세대를 넘어가고 있습

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세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

에게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

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

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 두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또 ‘여호수아를 보면서 배웠던 

따라오는 장로들의 세대’, 두 세대를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대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

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세 번째 세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세 번째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세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교회가 각성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비극

이 우리 뒤에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에 일어나는 그 세대가 전

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한 채 우리

가 어두움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혹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서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일하심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그런 세대 가운

데, 다시 주시는 은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
메시지 

위기의 시대, 다음 세대 리더십을 위한 참회!
이동원 공동대표(지구촌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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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메시지

첫째는 우상이라는 죄를 직면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그 대목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

여 그리하였느냐”. 우상을 용납하는 것, 우상이라는 죄를 직면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꾸짖고 있

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만연하고 있는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안일주의의 우상... 우리가 이

런 우상들을 다시 한번 직면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2장에 나타나는 비극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이 전혀 없겠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사사기 2장의 희망은 그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

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

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보김’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우는 자, 통곡하는 자’란 뜻이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참회하는 그런 모

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일으켜 주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

면 바로 희망의 리더십이 ‘사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

들을 세우사”,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부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위기의 시대 리더십을 통해서 그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기윤실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아픈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는 사역, 예를 들면 작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가 이런 아픔을 확인하는 현장을 가졌습니다만, 기윤실이 직면한 또 우리 모두

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흘려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진지하게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가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 던질 때 우리는 진실한 의미에서 우리의 꿈을, 하

나님 나라의 미래를, 비전의 스토리를 말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기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s본 내용은 지난 2월 16일에 진행된 기윤실 ‘2009년 회원총회’ 비전메시지를 녹취, 요약한 것입니다.(녹취·요약 | 전선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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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 드려요~~  안아 주세요~~ 

2009년 기윤실 회원총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어린양들이 준비한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고, 사진도 찍고.̂ ^

이번 회원총회에는 뭔가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탁자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다!”입니다. 테이블마다 착한(윤리적)소비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표현되었습니다.

총회 전체의 주제인 “섬김을 통한 변화”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신안 천일염 위에 

양초를 올려놓아 소금과 빛을 나타내었고,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

립된 사회적 기업인 ‘위캔센터’에서 만든 “위캔쿠키”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저녁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분들은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녹차를 드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이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께 텀블러를 나누어 드렸고, 그 텀블러

를 이용해서 커피와 녹차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목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집과 사역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열매
관점 #1

섬김을 통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글. 최욱준 팀장



007 

회원총회 
의결사항

이번 회원총회에서는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고, 

개정된 정관에 의해 신임 공동대표로 이동원 목

사와 임성빈 교수를, 신임 이사로 문애란 대표, 손

인웅 목사, 이문식 목사, 한기채 목사 선출하였습

니다.

새로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동원 공동대표는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비전메시지를 전달해 주셨

고, 참석자들은 올 한해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는 개인의 실천 약속 한 가지씩을 카드에 적어보

기도 하였습니다.

양세진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마련한 2009년

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였고, 회원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회

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는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사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순서가 마

무리된 이후에는 신동식 생활신앙실천운동본부

장의 인도로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우리 모두의 

실천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찰칵~~” 찍고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말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이 큰 만큼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신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

  회원총회 의결사항

1. 정관 개정

제15조에서 임원의 수를 공동대표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이사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각각 개정

2. 임원 선출

a 공동대표

a 이사

  문 애 란
(주)Welcomm 고문

ROG 미디어 대표

  손 인 웅
덕수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이 문 식
산울교회 담임목사

전 복음과상황 발행인

  한 기 채
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한기총 정보통신위원장

 이 동 원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레노바레 공동대표

임 성 빈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문 애 란

  손 인 웅  손 인 웅

  이 문 식  이 문 식

  한 기 채  한 기 채  한 기 채  한 기 채

a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조 성 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a 기윤실 신학위원회 위원장  이 상 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3.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신임 본부장과 위원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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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관점 #2

2 0 0 9 년  기 윤 실  사 역  소 개

2009년 기윤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기윤실은 회원 여러분이 기윤실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해의 핵심 사업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회원들께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기초로 정리된 2009년 사업 계획안을 놓고 온라인과 회원총회

를 통해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윤실은 회원 투표 결과를 기초하여 상임집행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대 

핵심사업과 3대 기본사업 및 각 운동본부 주요사업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윤실은 ‘상근하는 간사들’과 ‘전문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완

성되어 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앞으로도 기윤실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아닌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

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2009년 기윤실 사역 가운데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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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윤실 사업 리스트

2009년 기윤실 핵심사업 선정 과정


 


2008_12_7~12_28

2008년도 사업평가 및 
2009년 신규사업 회원

설문조사

 
2008_12_29

2009년 정책비전워크숍
2009년 사업계획 및 방

향토론

 


2009_1-5~1-6

간사 워크숍
2009년 사업계획 초안마련

 2009_2_20
상임집행위원회

회원투표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 
핵심사업 및 기본사업 최종선정

 
2009_1_12,2-10

1.2차 이사회
2009년 사업계획안 검토

 2009_2_12~2_16

온라인 투표(44명) 및

 회원총회(회원 62명, 비회원 19명)

회원투표를 통해 핵심사업 의견수렴

사회신뢰회복운동
삶의정치·윤리운동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회원실천운동
생활신앙실천운동

회원가치모임
Mission Bank

교회신뢰회복운동
정직신뢰성증진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리더십포럼

기윤실운동은 신뢰가 주도하는 교회와 사회

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운동으로 교회신뢰회복과 

사회신뢰회복, 회원실천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

향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주 사업명 담당 본부장 / 간사

핵심사업 1. 대한민국교육봉사단(씨앗학교)

2. 정직 캠페인“정직하면 행복해집니다”

1. 임성빈 공동대표 / 김양미 간사

2. 이장규 공동대표 / 전선영 간사

기본사업 1. 기윤실 포럼(기독교윤리학교를 확대시행)

2.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

3. 중·고 윤리담당 교사 아카데미

1. 사무처 / 조제호, 최욱준 팀장

2. 사무처 / 최욱준 팀장

3. 사무처 / 조제호 팀장

운동본부

사업

1.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2. 기독교정치윤리 포럼

3. 청소년을 위한“30일의 신뢰여정”

4.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5. 목회자윤리강령 연구 및 선언

6.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7. 주요 사회이슈 연구서적 출간

1. 김병연 본부장(정직신뢰성증진운동) / 조제호 팀장

2. 김선욱 본부장(삶의정치·윤리운동) / 최욱준 팀장

3. 신동식 본부장(생활신앙실천운동) / 최욱준 팀장

4. 김은혜 본부장(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 윤나래 간사

5. 황영익 본부장(목회자리더십포럼) / 강성호 간사

6. 조성돈 본부장(교회신뢰회복네크워크) / 전선영 간사

7. 노영상 소장(기독교윤리연구소) / 강성호 간사


2009년 기윤실 핵심사업 선정 과정

 
2008_12_7~12_28

2008년도 사업평가 및 
2009년 신규사업 회원

설문조사

2008_12_29

2009년 정책비전워크숍
2009년 사업계획 및 방

향토론  
2009_1-5~1-6

간사 워크숍
2009년 사업계획 초안마련

2009_2_20
상임집행위원회

회원투표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 
핵심사업 및 기본사업 최종선정


2009_1_12,2-10

1.2차 이사회
2009년 사업계획안 검토

2009_2_12~2_16

온라인 투표(44명) 및(44명) 및

회원총회(회원 62명, 비회원 19명)(회원 62명, 비회원 19명)

회원투표를 통해 핵심사업 의견수렴

2009
사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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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교육양극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제시합니다.

열매
관점 #3

대 한 민 국 교 육 봉 사 단 /씨 앗 학 교 /

글. 김양미 간사

“사교육비만 20조, 대한민국은 과외공화국” |매일경제| 2008.02.23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교육양극화 심화...너도나도 사교육 열풍“|이데일리| 2008.03.03

우리 시대 자화상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대학진학률이 

높다고 하니,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돈 없는 집과 돈 있는 집 사이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엔, 가난해도 교육이 곧 기회요 계층상승의 희망이었으나 이

제는 교육이 사회경제적 소외층의 거대한 장벽이 되어 버린 꼴입니다. 

기윤실은 2009년, 이 시대 어둡고 그늘진 곳을 외면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새로운 사회신뢰회복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 하여 ‘대한민국교육봉사단(씨앗학교).’ 극심한 대학입시의 후유증을 제대로 풀기도 전에 또 

다른 무한취업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20대 청년들. 그리고 부모(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

고 가정·학교·마을에서 나홀로 방치되어 그 시기 마땅히 누려야 할 돌봄이나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한 채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빈곤아동청소년들(170만명 추산)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라는 비전을 품고 20대 기독대학생들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이

어줄 것입니다. 20대 기독대학청년들을 빈곤지역 중학교와 교회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로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이

들의 정체성 발견과 재능(은사)개발과 학습지원에 초점을 둔 멘토링 사역이지요. 기윤실은 현재 이 사역의 필요성

에 공감하는 여러 기독교 전문단체들(기독경영연구원, 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크리스챤라이프센

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리더십센터, 한국리더십학교 등)과 협력하여 준비 중

에 있습니다.

기독대학생들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삶과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구

성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소통하며 사회에 대한 뚜렷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리더

십을 훈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 ‘씨앗학교’에 오는 중학생들은 대학생 오빠, 언니를 1:1 멘토로 만

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학습결손도 보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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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윤실은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멘토링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 높은 1:1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있으며, 첫 해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

를 위해 기윤실은 협력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9월 개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씨앗학교 개강을 목표로, 교육본부와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을 소상히 아는 교사, 사회복지

사, 대학생,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커리큘럼개발과 교사양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2-3곳 빈곤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 중학교와 지역 교회와 협력합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씨앗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교-교회 

협력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회적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성한 말잔치가 아닌, 진정한 행동과 실천으로 2009년 기윤실 사회신뢰회복운동 

첫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것이지요. 회원총회에서 회원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를 밑거름 삼아 작은 걸음을 내딛

으려 합니다. 그 작은 걸음부터, 작은 실천부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공동대표단

 
운영위원회

 
교육본부

 
지원본부

 
동행학교

전문가위원회(전문강사 풀)

커리큘럼 

개발팀

교사
양성팀

모금
개발팀

운영
관리팀

현장
개발팀

대한민국교육봉사단(씨앗학교)
 1 목표

 | 
훈련된 대학생 교사들을 공교육 현장에 일정기

간(최소 1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 지적 성

장을 지원함.
2 장점

 |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되어 사교육 활성화를 부추기지 않고, 공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함.

 | 
 지역사회 내 학교, 지역사회, 교회 협력 모델 구축.

 |  양질의 훈련프로그램(최소 3개월)을 통해 실제 교사

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사회적 리더십에 대한 

훈련의 장 마련.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1:1 멘토링

으로 만나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지향. 

 |  수혜 학생들의 정체성 발견과 재능개발을 지원하고 

학습결손을 보충함
3 주요 일정(안)  |  2009년 5월 : 출범식, 교사 모집

 |  2009년 6~8월 : 교사 훈련

 | 
 2009년 9월 : 학교현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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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규회원에게회원운동의길을묻다!
a 일시 | 2009년 2월 18일(수) 저녁 7시 a 장소 | 박상규 회원 자택(경기도 고양) a 인터뷰 | 전선영 간사

Q>>2009년 회원총회는 어떠셨어요? A>>음...회원들이 많이 오지 않은거 같아서 있는 내내 어떻게 하면 회원들을 많이 참여하게 할

까 고민했어요. 사실 저도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올 상황이었는데, 전화로 가겠다고 해서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이 이미 만들어져 있을텐데 하

는 생각이 들어 오게 됐지요. 근데 올해는 명찰을 그 자리에서 적어 주더라구요. 하하 막상 오면 참 좋은데 오기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Q>>기윤실은 언제부터 회원으로 함께 하셨나요? A>>처음엔 회원이 아니라 아는 형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2007년도 ‘회원가치

마당’이라는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기윤실 회원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

는데, ‘정직’ 뭐 이런 주제였던 거 같아요. 참 그 시간이 재밌고 좋았던 거 같아요. 사실 이런 주제로 다른 곳에서 맘 편히 이야기하기가 쉽

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 모임을 계기로 회원으로 2007년, 2008년 총회 참석하고 한두번 회원모임에 참석하는 정

도가 전부였어요.

Q>>회원이 함께 하는 기윤실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칭’에 대해 관심이 있어

요. 예를 들어 상담사 같은 경우는 접근방식이 이래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여러 정황을 들

어보니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치’는 달라요. 말그대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거죠. 저는 기윤실이 회원실천운동을 그렇게 ‘코치’와 같은 자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인가요? 회원실천체크리스트 ‘미션뱅크’ 같은게 있었잖아요. 그런 접근은 좋은거 같아요. 다만 그런 실천리스

트가 있으면 회원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실천을 진행 중에 있는지, 함께 따라가 주면서 격려하면서 운동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런 소통이 있는 기윤실운동이 되면 좋겠어요.

협력적
관점 

회 원인 터 뷰

윤 실 이  후 기  /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윤실이에게 따뜻한 차로 맞아주신 박상규 회원님 가정에 감사해요. 

예주와 예흠이가 가는 길에도 생각났구요. 김민정 자매님께서 주신 작은 책도 감사합니다. 

s 인터뷰의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윤실이를 만나기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주세요. 윤실이가 맛난 밥을 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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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윤리적) 회원총회에서만난이웃들!

2009년 회원총회는 친환경적인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며 “탁자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다”를 테마로 테이

블을 꾸며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만난 이웃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위캔센터「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인으로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 위캔센터는 장애우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

로 살아 갈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곳이다. 우리땅에서 자란 농산물만을 재료로 만들어지고 쇼트닝, 

파우더, 소다 등을 전혀 참가하지 않은 친환경쿠키! 환경을 생각하여 과대포장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기

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수제 쿠키다. 회원총회 탁자 위 쿠키 하나에서 수녀님들과 장애우 이웃

들을 만날 수 있었다.(www.wecan.or.k r )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이번 기윤실 회원총회를 위해 정성스런 식사를 마련해 준 

곳은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을 모법인으로 하는 높은뜻

숭의교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곳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하여 중구지역내의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고 자립 자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문의 | 02-754-2228)  

문 자 로  회 원 의  마 음 을  읽 다 !

윤실이 핸드폰 y 010-3091-0130

일
러

스
트

 | 신
수

연

아름다운 가게, 착한 커피회원총회 시 텀블러에 가득 부어주신 착한 커피! 그늘에서 재배한 

유기농커피를 마시는 것은 히말라야에서 급여가 낮은 아동노동을 쓰지 않고, 적정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규

정을 지키는 공정무역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늘재배커피는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

고 나무 사이에 커피나무를 심은 뒤 그늘에서 자란 커피에서 수확한 원두로 화학살충제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커피라 더욱 친환경적이다. 네팔의 재배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어 

회원총회를 통해 만난 아름다운 커피는 환경과 빈곤문제를 직면한 네팔의 이웃에 관심을 갖는다. (www.

beaut i f u lcof fee.com) 

회원이 함께 하는 기윤실‘윤실이에게 문자를’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근검절약형 인간 ‘기윤실’ 드디어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장만하다.

이름 기윤실  성은 ‘기’요 , 이름은 ‘윤실’~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동안 윤실이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때론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한 그 말, 이
제는 간편하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회원님들의 따끔한 조언, 재미난 이야기, 훈훈한 소식 등을 보내 주시면 기윤실 식구들과 함께 나누
겠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러 고민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기윤실 회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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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새롭게 기윤실에 합류하게 된 4명의 신입간사들의 교육이 1월 19일부터 6주간 
진행되었다. 기윤실사역을 위한 실무역량강화의 측면과 창의적인 운동 기획을 위해 다
양한 방식의 교육이 전개되었다. 

하나! 쪽지시험, 윤리적으로 채점하다.

기윤실의 비전과 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쪽지시험으로 기윤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고 있다. 

둘! 나에게 기윤실이란?

쪽지시험에 매번 등장하는 1번 문제, 바로 ‘나에게 기윤실이란 oo이다’. 이 문항은 무조건 +5점! 그럼에도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주 에  걸 친  기 윤 실  명 명  변 천 사

이든 : 출발 성숙의 단계 시작+시작 느낌있는 물음표

강언 : 예기치 못한 기쁨/고민의 중심/모험 & 도전/생각의 탄생

꽃별 : 동반자 친구 꽃피는학교 트렘폴린(trampoline)

느림 : 베이스캠프 즐겁고 진지한 일터 모험 빙산의 일각

셋! 프로젝트 과제 발표

기윤실이 2009년 진행할 사업에 대한 신입간사들의 창의와 상상이 가득한 발표시간! 

발표를 하는 당일날은 전날의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퀭한 눈과 엉크러진 머리...또 

생각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음에 대한 괴로움을 보기도 했지만 각 신입간사들의 숨

겨진 재능과 에너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2월 5일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실행방안

2월 13일 :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

2월 19일 : 회원실천강화방안

2월 26일 : 교회의 공공성 강화방안

넷! ‘공공신학과 기독교운동’과 ‘시민사회이론과 철학’ 열공~

하버마스의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사실성과 타당성’, 마이클 에드워즈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

안적 재구성’, 아미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 시오노야 유이치의 ‘경제와 윤리: 복지국가의 철학’ 그리고 장

신근, 이상원, 임성빈 교수님의 공공성에 대한 발제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독교운동과 시민운동의 현 지

점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2009 /신입간사는 교육중
##

학습과성장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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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역량 
조직역량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기윤실 문화만들기 1탄 

2009년 기윤실운동이 신나고 재밌고 즐겁기 위해서는 기윤실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내

는 문화가 따뜻하고 재밌고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기윤실문화 만들기’에 

돌입하였다. 그 시작으로 ‘총장’, ‘부장’, ‘팀장’이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에 친근한 별칭(애칭)을 부르기로 한 것! 이

미 대안학교나 시민단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리더십센터, CJ, 아모레퍼시픽 등 일반기업에

서도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직급을 떼고 ‘oo님‘으로 부르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추사 

김정희선생도 수백개의 호를 사용했다 하니 별칭의 역사는 참으로 길고도 그 뿌리가 깊다~

자! 이제 기윤실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불러 주세요~ 

기윤실의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문화 만들기’는 계속 됩니다. 

첫줄 왼쪽부터 ㉠봄풀(최욱준 팀장), ㉡ 김횰(김지숙 협동간사), ㉢다정(윤나래 협동간사), 

㉣느림(전선영 간사), ㉤알리(양세진 사무총장) 아래줄 왼쪽부터 ㉥조이(조제호 팀장), 

㉦꽃별(김양미 간사), ㉧ 이든(박은애 간사), ㉨강언(강성호 협동간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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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은 재정투명성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

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2008년 회계자료에 대하

여 지난 1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가립회계

법인(대표 최상훈·박개성 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

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

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

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회계감사보고서 전문

은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

이 가능합니다).

#
재무적
관점 #1

Ⅱ. 부채

 1. 유동부채 3,210,497 1,095,041

 (1)미지급금 1,654,180 901

 (2)예수금 1,556,317 1,094,140

 2. 고정부채 23,043,601 22,697,463

(1)장기차입금(주석6) 20,000,000 20,000,000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43,601 2,697,463

부    채    총    계 26,254,098 23,792,504

Ⅲ. 순자산

1. 기본금(영구적제약) 45,000,000 45,000,000

(1)설립기본금 45,000,000 45,000,000

2. 잉여금(무제약)  115,545,154 107,117,397

(1)잉여차액 115,545,154 107,117,397

(순자산증감  당기:8,427,757   전기:109,120,936)

순  자  산  총  계 160,545,154 152,117,397 

부채와 순자산 총계 186,799,252 175,909,901

대 차 대 조표
 과 목 당기/2008년 금액 전기/2007년 금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61,218,903 89,680,013

  가. 당좌자산 61,218,903 89,680,013

 (1)현금 558,430 875,940

 (2)예금 56,066,143 82,819,513

 (3)미수금 - 1,249,140

 (4)선급금 - 612,100

 (5)선납세금 594,330 123,320

 (6)단기대여금(주석5) 4,000,000 4,000,000

  2. 고정자산 125,580,349 86,229,888

   가.사용제약자산(주석3) 63,445,129 28,173,308

 (1)간사연수적립금 269,010 269,010

 (2)퇴직적립금 - 24,497

(3)기본금적립금 45,374,888 27,579,801

(4)기타보증금 300,000 300,000

(5)보금자리적립금 10,001,231 - 

(6)영상사업적립금 7,500,000 - 

  나.유형자산 62,135,220 58,056,580

(1)차량운반구(주석4) 6,000,000 5,000,000

(2)비품 56,135,220 53,056,580

자    산    총    계 186,799,252 175,909,901

단체명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단위 : 원

제18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17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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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8년 2007년 계정과목 2008년 2007년

Ⅰ. 사업수익 373,239,840   534,958,482 Ⅰ. 사업비용 369,782,480  426,512,432  

① 회비 152,837,400   143,246,230    ① 인건비 64,350,792    55,123,972  

㉮회원회비 115,907,400   123,909,230  ② 사무관리비 54,222,508 59,329,576 

㉯이사회비 17,710,000  13,977,000  ㉠ 통신비 2,939,460   3,919,984   

㉰지역회비 19,220,000   5,360,000   ㉡ 교통비 2,796,990 807,700 

② 일반후원금 122,880,000  134,334,000 ㉢ 소모품비  1,119,060     1,546,790    

㉮교회,기관후원금 122,530,000 132,116,000 ㉣ 사무인쇄비  1,348,176 561,700 

㉯간사후원금 350,000   548,000 ㉤ 운반비 55,000 -

㉰ 현물후원금 - 1,670,000 ㉥ 보험료 798,670 -  

③ 특정후원금 93,272,440 254,568,252 ㉦ 지급수수료 6,859,527     5,721,781

㉮ 개인후원금 4,056,000 6,418,000 ㉧ 제세공과금 263,530 577,620

㉯ 특정목적후원금 89,216,440 248,150,252 ㉨ 수도광열비 1,533,200  92,973,100

④ 사업수입 4,250,000 2,810,000 ㉩ 지급임차료 15,840,000 23,210,000

㉮ 사업후원금 600,000 1,820,000 ㉪ 발송비 2,576,680 1,984,750

㉯ 등록비 3,650,000  990,000 ㉫ 복리후생비 12,804,350 12,488,341

Ⅱ. 사업외수익  11,529,262 2,424,542      ㉬ 봉사자관리비 1,335,500 442,400

① 이자수익 5,634,471 1,065,336 ㉭ 유지보수비 3,952,365 5,095,410

② 자료판매비 617,000 8,000 ③ 사업비  251,209,180  312,058,884

③ 노동부지원금  1,922,790  1,200,000 ㉮ 사업인건비  81,507,500  71,565,850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697,463 - ㉯ 사업행사비 70,199,728 162,289,284

⑤ 잡수입 657,538 151,206 ㉠ 회의비 4,857,562 4,479,754

㉡ 행사비 49,393,800 143,351,340

㉢ 교육행사비 5,405,210 2,748,190

㉣ 회원사업비 181,800 1,931,400

㉤ 대외행사분담금 10,361,356 9,778,600

㉰ 홍보사업비 46,733,728 39,613,680

㉠ 소식지제작비  5,391,808 5,286,730

㉡ 웹운영비 17,247,500  10,879,600

㉢ 도서자료제작비 7,804,620 9,683,800

㉣ 홍보물제작비 15,260,300 10,334,600

㉤ 홍보비 1,029,500 3,428,950

㉱ 교육훈련비 27,084,459 11,557,984

㉲ 지역사업비 25,683,765 24,933,860

㉳ 기금 - 2,908,226

Ⅱ. 사업외비용 6,558,865 1,749,656

수   입   총   계 384,769,102 537,383,024 지   출   총   계 376,341,345  428,262,088  

당기 순자산의 감소   당기 순자산의 증가 8,427,757 109,120,936

운영성과표 제18기 :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 2007년 01월 0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 운영성과표는 가립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검증된 데이터를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단체명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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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관점 #2

본 감사인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

성과표 및 수지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사단법

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법인’)의 운영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은행조회서의 발송 및 통장관리

   본 감사인은 법인이 거래하고 하고 있는 국민

은행외 11개사에 은행조회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은행 조회서의 회신 결과 법인과 관련된 대출이

나 지급보증 및 기타 다른 계약이 없음을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였으나, 당 회계상 집계

되지 않았으나 법인명의인 다수의 통장이 발견되

었습니다. 법인은 해당통장이 지역기윤실의 통장

이거나 2007년에 독립된 라이프센터의 통장이라

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역기윤실은 당 법인의 지

점형태로 법인의 회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별도

의 단체로 독립된 라이프센터의 통장은 해당 단

체로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2. 재무제표의 회계단위 보고

   현재 법인은 소식지란에 회계보고사항을 포

함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회계단

위별로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 회계단위

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계단위는 경상회계, 윤리

연구소회계, 간사교육지원회계, 정치실천컨퍼런

스 및 교회신뢰네트워크로 크게 구분됩니다. 법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건의사항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귀중 인의 회계보고는 특정목적을 위해 선별하여 보고되는 것을 제외하

고 전체 사업단위가 통합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회계

만 공시됨에 따라 소식지에 보고된 기부액과 실제 기부액이 일치하

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에 공시되는 회계보고는 특정회계단위가 제외됨이 없이 전체 사업단

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기간 일치

   현재 법인은 격월로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회원 및 후원자에게 회계

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 제작시점이 회계

결산시점보다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소식지의 사업보고기간과 회계

보고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서 회계결산시점을 앞당겨 소식지의 사업보고 기간과 회계

결산 보고기간을 일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기윤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재 법인은 서울기윤실 외에 회계상으로 부산, 청주, 진주, 대전, 

광주, 인천의 지역기윤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된 재무제

표는 서울기윤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이며 지역기윤실 회계는 포

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기윤실의 CMS후원금의 경우에는 서

울기윤실에 입금처리된 후 지역기윤실로 지급되고,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도 서울기윤실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

역기윤실 후원금중 서울기윤실을 통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

부금 영수증이 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11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에서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 76조 

가산세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및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기윤실의 기

부금은 모두 서울기윤실을 통하여 수입 및 회계처리 되어야 하고 기

부금영수증 발급도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기윤실에서 발행

하여야 합니다. 

가립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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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계상 급여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상이 및 지역간사

의 갑근세등 대납

   현재 법인은 서울기윤실 직원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및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울산, 부산, 광

주, 청주 기윤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상된 급여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의 총급액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사에 대한 급

여 지급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갑근세를 법인

이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사에 대한 국민연금등 법인 대납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갑종근로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법인은 국민연금등 법인대납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인은 지역기윤실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지역간사에 대한 급여액을 보조하고 있

으나, 지역기윤실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기중에 보고된 바 없으며 

실제 지역기윤실에 후원되는 기부금액도 CMS후원금을 제외하고는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계상 서울기윤실과 지역기윤실은 하

나의 회계단위이기 때문에 지역기윤실의 재무상황이 반영되어 회계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단위로 지역기윤실의 수

입 지출 내역이 서울기윤실에 보고되어 통합하여 회계처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예금계좌의 예금주 변경

   현재 기윤실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의 예금주를 검토해 보면 이

미 퇴사한 직원명의의 통장을 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에서는 개인후원금이 수입되는 통장으로 통장해지가 어렵다고 설명

하였으나, 실제 입금액이 소액임을 고려할 때 회원에게 직접 연락하

여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가능한한 법인이 거래하는 모든 계좌는 법

인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장기차입금의 상환

   법인의 1998년 2월 6일자 공문에 따르면 법인은 1991년 9월 30일에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전 “아시안 선교회”)으로부터 23,000천원을 차용

하여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0월 15일 공문에 따

르면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은 이전에 법인에 대여

금 상환 요청을 하여 2000년 예산에서부터 대여

금 상환을 목표로 책정하여 소액씩이라도 상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말 현재 사

단법인 아시안미션으로부터 차입금잔액 20,000천

원이 상환되지 않아 오랫동안 자금관계가 청산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단법인 아시안미

션과 협의하여 차입금의 상환여부 및 채무면제

를 논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예결산서의 작성

   비영리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

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

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고 있으나, 회

계연도중 비용 지출시 예산대비 집행실적을 비

교분석하는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

다. 법인은 사업 다양화로 인하여 최초 제출 예

산과 실제 집행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예결

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세입세출예결산서는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

목 및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

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

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연도중에 사업이 추

가 및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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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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 후원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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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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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09 년 01월 01 일 부터 2009 년 02월 28 일 까지

2 0 0 9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9년 1월~2월 계정과목 2009년 1월~2월

Ⅰ. 사업수익     57,691,000 Ⅰ. 사업비용 55,330,767  

① 회비   26,591,000   ① 인건비  14,278,515 

㉮회원회비  19,612,000  ② 사무관리비 7,516,542 

㉯이사회비  2,805,000  ③ 사업비   33,535,710   

㉰지역회비    4,174,000   ㉮사업인건비 11,449,470 

② 일반후원금 23,100,000 ㉯사업행사비  12,271,620    

㉮교회,기관후원금 23,100,000 ㉰홍보사업비 2,518,880 

㉯간사후원금    50,000 ㉱교육훈련비 2,120,500

③ 특정후원금 8,000,000 ㉲지역사업비 5,175,240  

④ 사업수입 -1,922,633

Ⅱ. 사업외수익        Ⅱ. 사업외비용 713,078

수      입     계  55,768,367 지      출     계  56,043,845   

당 기  감 소 액  275,478  당 기  증 가 액

총             계  56,043,845  총               계  56,043,845    

01~02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1월 1일~2월 28일

1월 |   
DP0800058 박종원 DP0800183 서보욱 DP0700147 김하영 DP0517216 김신형 

DP0900003 김양미  DP0900004 전선영 DP0800195 최은아 DP0800172 이연정 
2월 |  

DP0513679 양신 DP0900040 연미영 DP0601614 박수정 DP0516495 김영철 

DP0515917 정한철 DP0512276 강진호 DP0513162 김은지 DP0515357 김한성 

DP0900028 이금노 DP0900027 양지혜 DP0900012 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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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콩 한쪽을 나눠 먹는 것 자체가 훈훈한 일이었다. 뭐든 나누면 그 자체

가 아름다우니까... 근데 그 콩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받는 이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으면 나누고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을 수차례 경험한 윤실이. 좋은 것도 막 ‘실

천’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걸까. ‘콩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크면 

클수록 더 좋겠구. 하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럼, 콩이 아닌 팥을 좋아하는 이웃에게 팥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것은 아름다울까. 

팥 한쪽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팥 한쪽을 심어서 수확한 후 그 팥을 나누는 건? 아니 

그보다 팥이 또 팥을 낳도록, 팥이 팥을 낳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계속 팥을 수확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팥 한쪽이 팥 수백, 수천알이 되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나눔은 없을까. 

① 지식나눔 지식 나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인 극작가 얼 쇼리스

다. 1995년 그는 뉴욕 변두리의 빈민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

의를 시작해 ‘클레멘트 코스’라고 이름 붙인 이 강좌로 빈민들

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회 ‘다

시서기지원센터’에서 이런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

② 소비형나눔(Char i t y  I tem)  아일랜드의 록그룹 

U2의 리더인 보노에 의해 모토롤라, 애플컴퓨터 등의 제품과 함

께 홍보된 자선브랜드 ‘RED’나 1994년부터 판매 수익금의 100%를 

에이즈기금으로 적립한 세계적 코스메틱브랜드 MAC의 ’비바글램‘ 

립스틱이 대표적 예다. 2006년부터 한국에서도 ’USB나눔‘을 시작

으로 자연가습기 ’LOVE POT’과 같이 판매금 100%를 월드비전을 통해 국내 저소

득층 어린이들의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나눔도 있다.(www.nanuum.or.kr)

③ 텃밭나눔 빈곤층에 텃밭을 나누어 주는 재단(www.foodgardensfounda-

tion.org.za)은 빈곤층 가정에 가로1m, 세로 2m남짓의 텃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서 4명의 식

구가 지속적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소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열량 고지방음식만을 먹어 비만, 고혈압이 많은 사람들

에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는 의미도 크다. 

 ④ 소망나눔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하는 2009년 새해소망을 담은 나눔도 있다. ‘취

직’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월급의 1%, 첫월급기부하기, ‘금연’의 소망을 담은 담배값 기부, ‘교

양’의 소망은 책값 기부, 읽은 책 기부 등으로 이어진다.(www.beautifulfund.org)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나눔일기 쓰기가 유행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누구와 어

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좀 더 창의적인 나눔이 사회의 양 극을 만나게 할 수 있

지 않을까. 윤실이도 오늘부터 늦었지만 나눔일기를 써 볼 생각이다. ‘아! 2~3월이면 나오는 

연말정산환급금을 매년 이웃을 위해, 창의적 나눔계획을 세워 봐야겠다!’

창의상상
이야기

지속가능한 
나눔! 
콩 한쪽을 
어떻게 나눠 
먹어야 모두가 
행복할까? 

전선영  간사

기윤실 후원구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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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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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1월 1일~2월 28일

1월 |   
DP0800058 박종원 DP0800183 서보욱 DP0700147 김하영 DP0517216 김신형 

DP0900003 김양미  DP0900004 전선영 DP0800195 최은아 DP0800172 이연정 
2월 |  

DP0513679 양신 DP0900040 연미영 DP0601614 박수정 DP0516495 김영철 

DP0515917 정한철 DP0512276 강진호 DP0513162 김은지 DP0515357 김한성 

DP0900028 이금노 DP0900027 양지혜 DP0900012 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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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6(화) 간사 신년워크숍

1/12(월) 1차 정기이사회 

1/15(목)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위원회

1/21(목) 회원실천운동 준비모임 1차

2/10(화)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기획회의

2/10(화) 2차 정기이사회

2/11(수) 2009년 기자간담회

2/16(월) 2009년 기윤실 회원총회

2/20(금) 1차 상임집행위원회

2/20(금)~21(토) 기독활동가대회

2/23(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위원회

 

3/4(수)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실무회의

3/4(수) 30일의 신뢰여정 개강(6주, 서울남교회)

3/13(금) 간사 전략워크샵 1차

3/23(월) 창의여성소그룹 성경공부 개강(7주)

3/23(월)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운영위원회

3/24(화) 간사 전략워크샵 2차

3/27(금) 2차 상임집행위원회

3/27(금)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아카데미개강(10주)

#

기윤실을 브랜딩하라! ‘엣지본’의 전문성나눔~

2009년 2월부터 6개월간 기윤실은 브랜드컨설팅을 받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컨설팅비용을 다시 기윤실에 기부하기로 한 엣지본은 올해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새롭게 문을 연 회사입니

다. ‘개선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비전을 내 건 엣지본은 몸통과 다리

를 연결하는 궁둥이뼈란 뜻으로 브랜드의 몸통을 바르게 추스려서, 

그것이 멋지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브랜드컨설팅회

사입니다. ‘과정과 결과에 공히, 선함과 영원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새 회사를 만들고자 의기투합한 이들이 

그 첫 사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기윤실 브랜드컨설팅! 2009년 하반

기, 이들의 전문성기부를 통해 기윤실이 더욱 기윤실다워지기를, 기

윤실의 핵심브랜드가 더욱 돋보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과 함께 하는 1차 찜질방대화!

여기는 찜질방! 기윤실 회원운동 준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1월 21일(수) 회원실천운동의 중심, 이장규 공동대표와 양대브레인 

김선욱, 김은혜 교수님, 회원대표 권오재님, 실무자 양세진, 전선영이 

느즈막히 찜질방에 모였다. 

장소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하였던가~그래서인지 시종일관 

편안한 자세로 찜질방대화가 이어졌고 대화가 끊기면 잠시 불가마를 

들르기도 하고 구운계란을 먹으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였다. 잘 아

는 이들도 있고 첨 만나는 사이도 있었지만 회원실천운동으로서의 

기윤실운동에 대한 동일한 고민 속에서 또 동일한 유니폼이 주는 동

지의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담당 | 전선영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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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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금)까지 이메일(cemk@hanmail.net)로 의견과 함

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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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총회와 상집위를 거쳐 결정된 2009년 기윤실 핵심사

업 ‘대한민국교육봉사단(씨앗학교)’과 정직캠페인이 1년 동안 

기윤실 회원들의 동참과 사회적 호응 속에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위기의 시대, 다음세대 리더십을 위해 준비한 ‘대학생 사

회적 리더십 아카데미’가 20대 크리스천 회원들이 함께 모

여 배려와 통합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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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여정’은 한국 교회가 대 사회적인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금세기 놀랍도록 성장하였지만 영향력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와 성도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적고, 오직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개인 구원과 사회 참여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30일 여정’ 묵상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 등 5가지 핵심가치마다 6일씩 총 30일 
동안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일 여정’ 묵상 교재의 특징> 

1. 정직한 성도, 신뢰 받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를 만들어 가려는 기윤실의 5대 핵심 가치(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5대 핵심 가치를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그리

고 직장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내합니다. 

3. 개인 묵상은 물론 그룹 토의 및 나눔, 특별 집회 교

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동식 지음 |  9,000원  | 예영커뮤니케이션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묵상교재가 출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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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기  기윤실  창의여성리더십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

예수님의 공동체
 

일정 내용

1주 3월 23일(월) 오픈강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서울장신대 김호경 교수

2주 3월 26일(목) 1과> 예수님의 공동체는 왜 새로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3주 4월 2일(목) 2과>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사마리아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

4주 4월 9일(목) 3과>새로운 공동체의 제자도는 무엇인가? ‘향유 부은 여인’

5주 4월16일(목) 4과>새로운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인가? ‘바울’

6주 4월 23일(목) 5과>새로운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혼과 독신’

7주 4월 30일(목) 6과>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가정 규례집’

 a 회비 |  2만원     a 연락처 |  윤나래 간사(017-539-7227, joyfuln@dreamwiz.com)

3월 23일(월), 3월 26일
             ~ 4월 23일(목) 저녁 7시~9시

a 일  정 | 2009. 3. 27(금)~5. 30(토) (10주간) 매 주 금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a 장  소 | 기윤실 창의상상룸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3번 출구)

a 대상 및 인원  | 기독 대학(원)생 12명(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

a 등록금 |  5만원 (수료자에 한해 전액 환급) 

a 접수 기간
 | 

2009. 3. 2(월) ~ 3. 16(월)

·제출서류양식을 홈페이지(www.trusti.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윤실 제 1기  대학생사회적리더십아카데미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포용, 배려, 소통의 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청년!

창의, 공감, 축제, 책임의 기독청년 놀이터, 

대·사·리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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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관점 #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1탄

매주 
4그루의 나무를 
살립니다.
담당 | 조제호 팀장
070-7019-3757
jehoc@hanmail.net

2008년 기윤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기윤실, 환경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1탄_종이컵은 사양합니다, 2탄_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합시다, 3탄_Stop Co2캠페인, 4탄_이

메일로 청구서를 바꿔보세요)

이중 가장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재생종이 사용으로 2008년 한해동안 기윤실은 사무실에서 사용

하는 모든 복사용지와 소식지 및 주요 인쇄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하여 A4기준 약 60,000장의 종이

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생 원목 1그루가 생산하는 종이량이 A4 기준 약 10,000장인데, 재생

펄프 함유율을 평균 50%라고 했을 때 3그루의 나무를 살린 것이지요.

기윤실은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재생종이 사용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재생종이를 사용하

게 되면 일반종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등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림을 

보호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교회들이 각종 인쇄에 재생종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 호부터 실제적

인 정보들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에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재

생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물(주보 등)을 제작하시는 교회나,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

시는 교회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윤실의 재생용지 사용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시원케 함으로 주님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13)” 

< 사례 1 > 기윤실 동역교회 70교회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고 기윤실 동역교회들이 출석교인 수 만큼의 주보
를 재생지로 사용할 경우(주보가 A4 1장이라고 한정하더라도) 매주 7만 9천장의 종이를 절약하여 약 4그루
의 나무를 살릴 수 있고,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05그루의 나무를 교회들이 주보사용만으로도 살릴 수 있
습니다. (재생펄프 함유율 50% 기준)

교인수 2만명 5천명 1천명 5백명 2백명 1백명

교회수 2교회 3교회 10교회 15교회 25교회 15교회 70교회

합 4만명 1만5천명 1만명 7천5백명 5천명 1천5백명 7만9천명

< 사례 2 > 교인 수 5천명의 교회가 연간 사용되는 인쇄물을 재생종이로 사용했을 때 5천명 성도의 교회에서 사
용하는 인쇄물을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약 3백 5십만장의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연간 약 174그
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생펄프 함유율 50% 기준)

내용 주보 소식지(신문) 복사용지 포스터 인쇄물

분량(A4) 2장 40장 1,000장 8장 100

회수 52회 12회 52주 12회 1회

부수 5,000부 5,000부 50장 5,000부

합 520,000 2,400,000 52,000 4,800 500,000 3,476,800

a 재생복사용지 구입처  

성림몰http://sunglimmall.net 

02-2234-9330

곰두리몰http://gom.or.kr 

031-268-9844

a 재생종이란? 
재생종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되살리는 종이입니
다. 일반 종이가 나무에서 섬유
소를 뽑아 만든 펄프로 만들었다
면, 재생종이는 폐지를 그 원료
로 합니다.

                 님께 드립니다!  좋은 글을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요.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