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윤실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 윤 실  참 여방 법

1 / 정기후원 월 1만원 이상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윤리의식 증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 비정기후원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 뉴스레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 격주 발행되는 이메일 뉴스레터

를 구독하거나, 페이스북 친구(팔로잉) 맺기를 통해 정기적인 소식을 

받아보고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문의  기윤실 홈페이지 www.cemk.org 또는 전화 02-794-6200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 | 02-794-6200 Fax | 02-790-8585 E-mail | cemk@hanmail.net
twitter_@giyunsil   facebook_facebook.com/giyunsil 

본 인쇄물은 창조세계보존을 위해 재생종이를 사용했습니다(앙코르지).
자발적불편운동
한눈에 보기

이사장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공동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

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

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본부장 신동식 정직윤

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

천신대원 교수) 자치기구장 신원하 기독교윤리연구소장(고신대 신학대

학원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조흥식 사회복지위원회 발

기인(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처장 조제호

청년들에게 성경적 

윤리의 기준과 중심을 잡아주

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기윤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윤실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 슬 이  회원

내가꿈꾸는 
기윤실 회원 한마디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2 0 1 4 년 기 윤 실 소 개

교회가 먼저 스스

로의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교회가 

더 타락해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윤실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김대 준  회원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소개합니다

 기윤실 편집 / A5변형 / 88쪽 /  값 3,000원
 도서구매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이드북 세부 안내는 기윤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필독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2012년부터 

기윤실이 펼쳐온 자발적불편운동의 다양한 실

천아이템(160가지) 중 30가지를 선별해 제작

했습니다. 특히 학교, 가정, 직장, 교회, 사이

버, 공공영역으로 아이템을 분류하고 각 분야

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 20여명이 필

진으로 참여하여 전문적이면서 실제적인 내

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정직, 검소, 절제, 나눔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이 발간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이드북이 귀한 지침이 되어 신뢰가 낮은 한국교회

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귀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가이드북을 추천합니다!  홍정길 이사장, 추천사 중에서

01/ 사교육, 혹은 선행학습 없이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법
06/ 즐거운 회식, 함께 만들어요
11/ 당신의 소비, 안녕하십니까?
17/ 주일 주차대란, 이대로 괜찮은가?
19/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29/ 업사이클, 지구를 

 위한 가장 멋진 일

아이템 샘플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를 향한 여정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

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

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

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

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

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

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

명으로 합니다.

기윤실 26년 사역열매
기윤실의 26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 회원님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7~2000
스포츠신문음란폭력성대책운동, 공명선거운동(공선협), 기독가족상담소 
/ 건강가정운동, 직업윤리회복운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의회발전시민

봉사단 /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 / 청년리더십포럼 / 기독

시민아카데미 / 민주시민교육포럼

2001~201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도박산업규제와개선운동, 정직투명성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교회의 사회적

책임운동, 교회저작권운동, 교단선거법개정운동, 교회세습반대운동, 재

생종이사용캠페인, 자발적불편운동, 기독유권자운동(Talk, Pray, Vote)

깨끗한 총회운동
목회자 개인이 바뀌어도 제도가 개선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겠지요. 금권선
거 풍토개선을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
운동, 깨끗한 총회를 위한 공명선거운
동을 전개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
사회적책임의 시대~ 공적조직으
로서 교회는 사회적 역할에 대
한 책무성과 내적운영에 대한 투

명성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교
역자와 교회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현황
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와서 
쉬었다
 가세요~”

교회세습반대
운동연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
을 위해 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
력을 통해 교회세습반대운동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운동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Talk), 누구를 뽑을지 기도하고(Pray), 
꼭 투표에 참여(Vote) 합시다~

기윤실 운동이 궁금하다~ 여기는 

기윤실이 있는 

삼각지 

세대빌딩    

자발적 불편운동
나부터, 지금,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것
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인들은 자발적불편을 추구합니다. <행
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도 절찬판매
중입니다.̂ ^

청년TNA
기윤실 운동의 미래는 청년대학생입니
다. 정형화된 운동을 넘어 담론을 만들
어 내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모임을 만
들어갑니다.

Talk &  Action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여수,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제주, LA, 워싱톤

모여라~
        모이세요~̂ ^

기윤실에  대한 복습은 
영상이 최고!!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가기

   교
회

운
동

 

개인·사회운동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기 독교윤 리 실 천 운 동 을  소 개합 니다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기윤실 월례포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대
해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한방에 해결
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이 고민하고 이
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역기윤실운동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전국 
12곳과 미국 2곳에서 네트워크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역기윤실 연락처는 www.cemk.org에서 확인가능해요~

좁 은  길 을  걷는  기 쁨

2014년 
기윤실 운동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