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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6년 기윤실 총회 + 신년강연회 _ 비전 메세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현상

우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 66%가 편중되어 

있다.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만 소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즉 양극화가 극심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미

국과 영국이 특히 심하다. 소득과 소비로 좀 더 분류해서 보면, 소득 10분위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소득 90분위의 소득이 변동 없이 낮은 상황이다. 

빈곤탈출율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8년 새 최저를 기록했다. 5명 중 1명만 빈

곤에서 탈출했고, 4명 중 3명은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의 양극화는 말할 것도 없고.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20대를 소위 

에코세대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예전

처럼 경배와 찬양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젊은이들은 왜 대기업만 가려고 

할까? 이유는 대기업의 급여가 중소기업보다 174% 많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

직은 54.4%에 불가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모여도 커피 한 잔 하기도 쉽지 않

다. 청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이다.

교회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형교회과 미자립교회 사이, 담임목사와 부

교역자 사이 등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격차가 심

하다. 특별히 이념적 이슈, 성소수자 이슈, 이슬람 이슈 등에 가장 극렬히 반대

양극화 해소와 기윤실 운동

글_ 임성빈 공동대표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 강연록 |

양극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윤실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 과제를 여러 

회원님들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다. 해답을 갖고 선 것은 아니다. 다만 21세기 

초반부에 대한민국에 사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기윤실 회원으로서 양극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비전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

▼ 이 글은 임성빈 공동대표님(장신대 기독교와문화)이 2016년 기윤실 회원총회+신년강연회에서 발제한 내

용을 녹취 정리한 내용입니다. 총회관련 내용은 기윤실홈페이지/블로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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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룹이 개신교다. 물론 차별금지법 초안을 만든 사

람들 중에 아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 안에도 엄청난 양극화가 존재한다. 경제, 정치, 사

회문화적, 신앙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하다.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양극화의 결과

예전에는 불평등 이슈가 많았는데 양극화는 불평등보다 

더 심각하다. 불평등은 상대적인데 비해 양극화는 진영

이 더 확실하다. 계층 안에서는 간극이 좁혀지고, 계층

과 계층은 멀어지는 것이다. 소위 계급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헬조선’, ‘흙수저’ 같은 이야기

가 나온다. 그 뜻을 알고 나도 기성세대가 되었는지 지

옥이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

았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 그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 

2015년 7월 한 달동안의 트윗분석을 한 기사를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 ‘헬조선’, ‘꼰대’, ‘죽창’, ‘

노오력’, ‘지옥불반도’, ‘망한민국’, ‘탈조선’ 등이 주

류를 이루고 있었다. 양극화에서 뿜어져 나오는 현상들

이다. 좋아하든 아니든 현실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5위이고, 갈

등관리지수는 27위다.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

다. 너무 버거운 이슈지만 양극화를 기윤실이 피할 수 없

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솔직

히 걱정이었다. 지금도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이슈다. 갈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커지고 우

리 사회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양극화 시대의 기윤실 운동

윤리라는 것은, 특히 우리 기윤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

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지 고민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부르

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Peace Maker)로 

살아야 한다. 갈등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극복해야 

할 상대이다. 양극화 이슈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다들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더 나빠진다. 기윤실 뿐만 아니라 운동

하는 사람들, 특별히 간사들이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경험

이 별로 없고 그래서 기쁘고 만족하게 일하는 경우가 별

로 없다.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

다. 마음이 아프다.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왜 변

화를 가져오지 못할까?

역사적으로 변혁의 사례들을 보면 결코 혼자 한 것이 없

다. 로마제국의 변혁도 지도자와 귀족과 교부들이 함께 

했고, 유럽의 개종도 귀족과 지주와 수도원이 결합했다. 

종교개혁도 상업엘리트들과 대안적 지식인이 함께 했

다. 대각성 운동, 노예제 폐지 운동도 마찬가지다. 즉 

대안적 지도자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네트워크를 세우

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분화해 

나간 개별적 운동과 더불어 전체 뿌리 속에서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비전, 한국교회가 공유하는 비전을 제시하

면 좋겠다. 세상에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같

은 모임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연대를 통해 풀어가자

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

면 되지 않을까. 이 분들을 각자 영역에서 지원하고 외롭

지 않게 네트워크로 구성하면 좋지 않나. 기윤실이 이런 

역할 많이 하면 좋겠다. 개별적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이뤄서 우리가 

지금 감당할 일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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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윤실 회원총회+신년강연회를 감사함 가운

데 마쳤습니다. 회원님들과 멀리서 함께 해 주신 지역

기윤실 동역자 및 기윤실 사역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

신 관심자 등 70여분의 참여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

다. 감사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28년동안 교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

할을 감당하며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

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전

개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담론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운동방향이 자주 바뀌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

를 갖도록 사명에 따라 크게 3가지 운동방향으로 <정

직윤리운동>, <교회신뢰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기윤실 창립 30주년과 종교개혁 500

주년을 앞두고 우리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위

글_ 조제호 사무처장

2016년 기윤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양극화해소를 

담론으로 역량을 집중해 가기로 했습니다.

2015년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해 양극화해소라는 

담론을 우리 안에 공론화하는 과정이었다면 2016년

은 다양한 포럼과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와 교회를 향

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진행했던 양극화해소를 위한 성서적 실천 포

럼에 이어 경제/사회/정치를 주제로 양극화해소 방안

을 살펴보고 전체 포럼 내용을 토대로 실천 아젠다를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진행하

는 201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를 통

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자원활동가(임원)와 상근활동가(간

사) 그리고, 회원님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어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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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6년 기윤실 주요사업 선정 절차

02. 2016년 기윤실 주요사업 소개

사업명 사업취지

정직윤리

운동본부
1.기독교윤리실천학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성경적 원리와 실천대안들을 모색하는 배움터로서 4주 동안의 정

규강좌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정치,청년,중년)

교회신뢰

운동본부

2.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2015년 인구센

서스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사회정치

윤리운동

본부

3.기윤실 포럼

사회 각 영역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살피고, 기독교윤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한국경제양극화 ▲사회에서의 양극화 현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주제

로 연속포럼을 개최하고,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4. 4�13 총선 공명선거운동

20대 총선을 맞아 ▲〈Talk Pray Vote〉캠페인 ▲교회선거중립캠페인 ▲공명선거실천네

트워크 참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기독교 내 일부 세력의 

그릇된 정치개입을 견제한다.

5. 자치기구
① 기독교윤리연구소 : 목회자윤리 단행본 발간 등

② 사회복지위원회 : 2016년 좋은교회상

6. 협력운동
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교회세습반대운동 백서 발간

②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목회자 소득세 간소화 서비스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2016년 기윤실 사역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시민운동입니다. 앞으로도 기윤실은 어느 한쪽

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2016년에 기윤실 사역에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

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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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더욱 신뢰도 있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일반에 공

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사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는 좀 더 심도 있

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보고서 내용이 나오면 좋

겠습니다.

•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또 제가 해외에서 목회

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해외 한인 교회들의 현실에 대해서

도 한 번 쯤 계획해 보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

강한 운동을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2) 기윤실 포럼 - 양극화해소

• 양극화를 더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

면 합니다. 포럼이나 심포지움을 벗어나서 행동강령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양극화 해소운동의 경우 대상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실천방향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윤실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했으면 좋겠다.

• 교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회 내 양극화(교역자 신분, 봉

사 연차, 부, 지식 등의 차이) 해소와 상호 존중을 위한 

활동들. 이시대 바람직한 크리스천 모습에 대한 모델 제

시. 돈, 섹스, 권력, 명예를 쫓는 한국 교회의 우상숭배 

위험성 각성 회원들을 더 자주 찾아가고 발굴하는 시도.

03. 2016년 기윤실 사업 회원의견 (3) 4�13 총선 공명선거운동

• 대선 출마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필요합니

다. 목회자들의 바른 교육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바른 사

회를 걸어 건강한 운동이 전개 되었으면 합니다.

• 4�13총선 공명선거운동 : 설교시간에 특정정당 지지 

배제, 광고시간에 후보자 인사 배제 운동

• <공명선거운동> 관련 여러 수준에서의 사업을 추진하

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대사업보다는 각 당에 ‘기윤실’

의 아젠다 즉 ‘양극화 해소’ 등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 공명선거 운동을 넘어, 사회정의를 세우는 공약을 지

지하고, 허풍 된 선거형 공약에 대한 기독시민 옴부즈먼 

활동이 필요하다.

(4) 기타

• 다른 건전한 기독활동 단체와 상호링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형 통합사이트 구축이 필요

• 사업 전후를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가 어

느 정도 기대치만큼 나올 때까지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진

행되면 좋겠습니다.

• 기독교의 사랑, 공의, 돌봄, 자발적 헌신 등이 생활 전

반에 녹아들도록 도전하는 다양한 강좌나 활동들을 더 활

발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 인간존중과 삶의 가치회복 위한 협동과 상생의 방책을 

제시할 다양한 기윤실 활동을 기대합니다. 직업, 주거, 

건강한 먹거리, 환경보전, 공의정치, 경제윤리, 일자리 

나눔, 교육 등 전반에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도전토록 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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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운동 감사합니다. 좋은 운동이 더 많이 홍보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교회 건강성 회복

•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창립 3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잘 해주십지요.

• 주님 안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더 좋은 기윤실 만드시기 바랍니다.

• “기윤실운동”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 간사님들 총회 준비 정말 수고하셨어요. 전 회원이 성심껏 결정한 2016년 사업! 초과달성!

•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섬기는 간사님들 응원합니다! 기윤실을 세우

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당장의 열매를 바라지 않고, 바른 씨앗을 뿌리기를 기도합니다

• 올해는 신규회원이 많이 늘어나길~

• 사회적 약자 편 함께 하는 기윤실

•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회원이 하나둘 늘어나기를

•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하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윤실이 진정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말로만이 아닌 발로 뛰며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04. 2016년 기윤실 기대합니다. 회원 한마디!

회원총회 의결사항

1. 정관개정

  • 2005년 정관 개정이후 6차례에 걸쳐 정관개정을 총회에서 의결했지만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

을 하지 않아, 주무관청인 서울시 종무팀 담당자와 협의하여 2005년 정관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정관변경 

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이번 총회에서 의결

  • 2005년 이후 6차례의 정관변경의 큰 방향은 대의원총회 절을 총회로 변경(제3장 1절), 공동대표 절

의 신설(제3장 4절), 제3장 제5절 집행위원회 절의 상임집행위원회로 변경(제3장 5절), 전국기윤실협의

회 절의 신설(제3장 8절)

2. 신임임원

박제우
(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부장)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목사)

3. 연임임원

• 이사장 : 홍정길  | • 공동대표 : 백종국

• 이사 : 강영안, 김홍섭, 방선기, 송인수, 이의용, 전재중, 정애주, 조흥식, 주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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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결산 보고 

(2) 2015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

특집 2016년 기윤실 총회 + 신년강연회 _ 2015년 재정�감사보고

기윤실은 재정투명성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2015년 회계자료에 대하여 지난 1월 19(화) 가

립회계법인(대표이사 박개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2015년 12월 31

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

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

다. 보고드리는 데이터는 가립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검증된 데이터로 회계감

사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www.cemk.org) 또는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

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세부설명은 2016년 회원총회 자료집을 참

고해 주십시오.

계정과목
2015년

예산 결산 실적(%)

Ⅰ. 사업수익 331,000,000 298,635,920    90%

   1.회비 155,000,000 142,366,700 92%

    가.회원회비 117,000,000 109,360,700 93%

    나.이사회비 15,000,000 5,450,000 36%

    다.지역회비 23,000,000 27,556,000 120%

   2.일반후원금(교회,단체후원금) 104,000,000 93,860,000 90%

   3.특정후원금(목적후원금) 60,000,000 55,990,000 93%

   4.사업수입 12,000,000 6,419,220 54%

Ⅱ. 사업비용 333,000,000 326,569,298 98%

   1.인건비 151,800,000 158,945,555 105%

   2.사무관리비 47,800,000 45,098,654 94%

   3.사업비 133,400,000 122,525,089 92%

    가.사업행사비 85,100,000 78,194,129 92%

    나.홍보사업비 18,500,000 9,902,330 54%

    다.지역사업비 29,800,000 34,428,630 116%

Ⅲ. 사업외수익 3,000,000 1,753,584 58%

Ⅳ. 사업외비용 1,000,000 1,528,484 153%

Ⅴ. 당기 순자산의 증(감) (27,708,278) ▲ 2015년 결산그래프

변함없는 후원 감사합니다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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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내부 업무감사 보고

기윤실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받기에 내부감사는 기윤실 조직운영에 대한 더 높은 책무성 차원

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윤실 사역이 단순히 재정의 투명성 뿐 아니라 업무의 책무성을 통해 비전과 사

명, 핵심가치에 맞게 재정이 사용되고, 조직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부감사는 지난 1월 27

일 이상민 감사(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업무감사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www.cemk.org)

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감사로서 기윤실 정관 제23

조 등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2015 회계연도의 기윤실 회

계,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를 위해 기윤

실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사무처장, 간사 등을 면담하였

습니다. 저는 기윤실의 회계, 업무, 운영 등이 정관, 기타 규정 등에 부합하

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한 사항은 개선 또는 유

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순자산의 감소

운영성과표에 의하면 순자산이 2014년(순자산 17,031,503원 감소)에 이

어 2015년에도 감소하였습니다(27,708,278원 감소). 2015년말 기준으로 

83,664,886원의 잉여금이 있으나, 순자산 감소가 이어진다면 잉여금이 고갈

될 수 있으므로 순자산의 감소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개인후원자의 감소 추세

개인후원자가 2011년에 798명을 기록한 뒤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

년(752명)과 2013년(759명)에는 750명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에 

724명으로 감소했고 2015년에는 7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40~60명씩 

신규 후원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인후원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후원 중지자가 신규 후원자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후원중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3. 이사회 의사정족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21조 제1항; 다만 인사업무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현재 재적이사는 24명

(등기이사 6명)입니다. 앞으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여부에 관하여 논

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가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

2015년 내부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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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은 2015년 결산을 토대로 본격

적인 회원홍보운동 확산을 목표로 개인회

비와 기관후원금 10%씩 증액하여 3억5천3

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면 위임장을 수령(직접 받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위임한 이사들의 명단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상임집행위원회 의사정족수 

현재 상임집행위원은 10명입니다. 상임집행위원회(“상집위”)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정관, 기타 내규에 정해

진 바가 없지만, 회의체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5. 기윤실 포럼

기윤실은 2017년까지 양극화해소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2015년 중 양극화문제에 관하여 5회의 기윤실 포럼을 개

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 1회 밖에 기윤실 포럼을 열지 못했습니다. 양극화해소운동은 기윤실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므로 향후 일정, 내용 등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사무처 업무운영규칙 개정

기윤실은 사무처 간사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업무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 규칙은 2010. 2. 1. 제정되고 2011. 2. 1. 개정되었으나 관련법률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간사들의 요

구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업무운영규칙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윤리규정 제정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기윤실 윤리규정의 보완 필요성(기윤실 직원 및 기윤실 전체에 대한 윤리규정의 제정, 실행)

이 제기되어 상집위에서 윤리규정의 제정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윤리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후속작

업이 필요합니다.

▲ 2016년 예산그래프

(4) 2016년 예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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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6년 기윤실 총회 + 신년강연회 _ 2016년 총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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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게, 즐겁게,

더불어 함께 만드는 기윤실
글_ 박진영 팀장

회원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

엇일까요?

총회 시작 3주전부터 회원님들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고, 문자와 

이메일까지 꽤 귀찮으실 정도로 보

냈습니다. 문자와 이메일로 참석을 

알려오시는 분도 계셨고, 가고 싶지

만 고령의 나이로 참석이 불가하시

다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귀한 연락도 왔습니다.

드디어 당일. 아침부터 분주한 마음

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기윤

실의 오랜 친구 서울영동교회로 출

발. 김현아 간사님의 핸드메이드 

데코용품과 박제민 간사님이 친환

경 유기농으로 엄선한 간식들이 차

려지고 있는 중에 아뿔사! 가장 중

요한 가부표(총회 안건에 대한 의

결 표시 물품)를 사무실에 두고왔

습니다. 두둥... 다행히도 시간이 

있어 베스트드라이버 김효준 간사

님께서 쏜살같이 다녀오신 덕분에 

무사히 가부표를 나눠드릴 수 있었

습니다.^^;

소풍가는 고양이(식사업체)가 배

달해준 따뜻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

면서, 지역에서 오신 분들 오랜만

에 만난 회원분들과 담소를 나누셨

습니다. 이후 총회가 시작되고 여느

때와 다르게 화기애애한 회의가 진

행되었습니다. 홍정길 이사장님의 

특유의 유머러스한 진행은 참석하

신 회원분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이

끌어 내시기도 하셨지요. 

편안하고 즐거운 회의 분위기가 진

행되면서, 회원분들은 평소 기윤실 

운동에 대한 생각을 여러가지로 말

씀해주셨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무슬림과 동성애 문제, 또 본

질적으로는 기윤실 사명과 관련된 

의견들을 개진해주셨습니다. 특별

히 올해는 외부회계감사를 맡고계

신 이천화 회계사님(가립회계법인 

)과 이상민 변호사님(법무법인 에

셀)이 참석해주셔서 직접 감사 발

표를 해주셨습니다. 

총회 이후, 임성빈 공동대표님은 “

양극화 해소와 기윤실 운동”을 주제

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세계의 부

의 양극화 현상과 특히 우리나라 청

년들이 겪는 세대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지표를 통해 양극화 현상의 심

각성을 빅데이터로 정리해주셨습니

다. 아울러 기윤실이 사회 속에 목

회 현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문

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실천적 방

안을 통한 해결에 대하여 제안 해주

셨습니다. 

2016년 기윤실이 하려는 가장 중요

한 운동은 양극화 해소인데요.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로 인해 안보이는 곳에서 고통당하

는 사람들을 발견해주고, 목소리를 

잃은 이들에게 귀 기울여 주는 것 길

에 더불어 함께 해주세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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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윤리운동 

글_ 박제민 팀장 

기독교윤리실천학교(이하 기윤실학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아무

런 변화가 없는 한국 사회를 보며 윤리, 특히 기독교윤리를 다시 배울 필요성

을 절감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학교’라고 했지만 정리된 정답을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성경적 원리와 실천 대안들을 모색해가

는 ‘배움터’가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기윤실학교의 두 가지 특징은 작고 소박한 모임, 그리고 참가자가 강사만큼이

나 많은 말을 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의 전문가가 강사

로 나서지만 발제 시간은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그 후에는 참가

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발언기회가 돌아갑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강사가 

답변을 하고 남은 시간은 서로 자유롭게 대화합니다.

기윤실학교는 지난해 11월에 1회를 진행했습니다. 1회의 주제는 ‘일상의 도전

과 기독교윤리의 응답’이었습니다. 총 4주 동안 진행된 1회는 자녀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문제, 실제적인 돈 문제,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보는 것 등 그리스

도인들이 일상에서 겪을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2016년에는 총 4번의 기윤실학교가 진행됩니다. 2회는 4.13총선을 앞두고 3

월에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

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신앙을 바탕으로 각각 다양한 정치적 진

로를 걷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듣는 시간입니다.

3회는 7월경에 ‘기독교윤리, 청춘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

독청년은 또래 청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고민도 

안고 있는데, 고리타분하지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은 제3의 길은 없을지 고민

해보고자 합니다.

4회는 9월경에 ‘기독교윤리, 중년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은퇴

에 내몰린 중년들에 대한 돌봄이 시급한데, 은퇴 이후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의

미 있는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입니다.

2016년, 기독교윤리실천학교에

초대합니다.

5월과 11월경에 ‘기독교윤리, 육아와 

신앙을 함께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하루짜리 기획강좌를 진행합니다. 

육아기에 있는 부부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신앙적 갈급

함이 있는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6년, 다양한 기윤실학교에 초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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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신뢰운동 

기윤실은 2008년을 시작으로 3년마

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

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국교회가 우리 사회 내에서 갖는 신

뢰도에 대한 인식 조사로서, 2013년 

문항에 기초하여 전국남녀 1000명 대

상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

여 진행합니다. 특별히 2016년 여론

조사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과 

기윤실 창립 30주년을 감안하여 대 

사회적 문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 실시 됩니다. 또한 2015년 정부에

서 실시한 인구총조사 결과 내 한국

사회 종교관련 지수와 더불어,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

면서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라

글_ 박진영 팀장

201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교회의 신뢰지표 어디까지 왔나,

는 기초질문에 약20%내외만이 ‘그

렇다’라고 답한 것을 보며 기윤실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

이 이어져 왔습니다. 불신의 이유로 

꼽힌 ‘언행불일치’,‘내부불투명성’등 

교회와 성도들의 정직한 일상에 대한 

요구가 뼈아픈 질책으로 다가왔던 것

이죠. 그리하여 기윤실은 그리스도

를 따르는 이들의 삶의 모델로서 “

자발적불편운동”을 지난 3년동안 진

행해왔고, 교회 내 투명성을 위한 노

력으로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세습반대운동”, “부교역자처우개선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을 펼쳐왔습

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일

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

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 방안 연구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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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적 대안연구,

기윤실 포럼
글_ 박진영 팀장

기윤실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윤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지난 해부터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기윤실의 역할에 대한 회원님들과 한국교회로부터의 요청을 접하면서, 지금 여

기의 기윤실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끊임없이 해 온 결과로서 시작된 의제였습니다. 

기윤실 포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윤리적인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2016년에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현상으로

서의 양극화 문제는 간단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주거, 소득과 임금, 일자리, 건강 등 생활 전반에서 양

극화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해 11월 성서를 통하여 양극화 문제와 교회의 역할을 

조망하고자,〈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서적 실천〉(2015년 11월 27일)을 첫 걸음을 뗐습니다.  

2016년에는 성서포럼에 이어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4/1)을 시작으로 〈양극화로 인한 한국사회갈등현상〉

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양극화를 다루는 2차 포럼에서

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빚어진 양극화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현 정부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정부 정

책들을 점검함으로써 양극화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주거, 교육, 세대, 노동, 지역 

등 각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

고 실천적인 방안들은 무엇인지 검토 할 것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참여에 대한 기독시민단체의 참여독

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윤실 포럼은 총선 이후 그동안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 양극화를 해

소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짚어 볼 것입니다. 

기존의 포럼과 달리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 기독시민들과 함께 포럼이 만들

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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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유권자운동]

4�13총선, 

기독유권자운동을 소개합니다
글_ 박제민 팀장 

셋,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기윤실은 여러 교계 단체들과 함께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투표

참여운동, ▲개표참관인 운동, ▲개표소 생중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표참관인 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은 <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넷,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를 진행합니다.

제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를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일하는 기독교

인들을 만나 신앙을 바탕으로 각각 다양한 정치적 진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차세원 보좌관(이자스민 의

원실), 권오재 보좌관(임수경 의원실), 김형수 활동가(녹색당 서울시당 상근자)가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맞아

그리스도인의 건전하고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독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Talk-Pray-Vote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하고(Talk), 누구를 뽑을지 기도하고(Pray), 투표

에 꼭 참여하자(Vote)는 내용으로 소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전국 각지

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Talk, Pray, Vote 함께 해주세요!

둘, ‘후보자의 교회 방문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회 및 단체가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소개하

고 지지를 강요하는 등 교계의 잘못된 정치 참여가 반복될 조짐이 있습니다. 기윤

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 일이 합당하다

고 여겨지는지, 그 일을 통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는

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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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계정과목 1월~2월 계정과목 1월~2월

 Ⅰ. 사업수익 40,152,000  Ⅰ. 사업비용 45,604,991

   ① 회비 23,341,000     ① 인건비 29,593,208

      ㉮ 회원회비 17,395,000     ② 사무관리비 9,187,793

      ㉯ 이사회비 1,340,000     ③ 사업비 6,823,990

      ㉰ 지역회비 4,606,000        ㉮ 사업행사비 1,234,530

  ② 교회,기관후원금 16,240,000           ㉠ 회의비 456,850

      ㉮ 교회,기관후원금 16,240,000           ㉡ 홍보비 42,730

  ③ 사업수입 571,000           ㉢ 진행비  14,950

      ㉮ 자료판매비 571,000           ㉣ 협력사업비 720,000

 Ⅱ. 사업외수익 1,400        ㉯ 홍보사업비 402,410

       ㉰ 지역사업비 5,187,050

    Ⅱ. 사업외비용 - 0

1월~2월 수입계 40,153,400 1월~2월 지출계 45,604,991

 Ⅲ. 기타 109,690  Ⅱ. 기타 1,976,700

   ① 미지급금의 발생 63,470     ① 미수금의 발생   5,090

   ② 예수금의 발생 46,220     ② 선급금의 발생 719,630

 Ⅳ. 전기(월)이월 100,084,724     ③ 미지급금의 결제 23,750

   ① 현금 891,530     ④ 비품의 취득 806,500

   ② 예금 99,193,194     ⑤ 예수금의 결제 421,730

Ⅲ. 차기(월)이월 92,766,123

    ① 현금 451,860

       ② 예금 92,314,263

총               계 140,347,814 총               계 140,347,814

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01~ 02회계보고  |   수  지  결  산  서  2   0   1   6  

1~2월 총 수입은 40,153,400원, 총 지출은 45,604,991원으로 순자산이 5,451,591원 감소하였습니다. 

 2월 29일 현재 유동자산은 92,766,123원입니다. 

  (IV. 차기이월 참고 : 현금 451,860원, 예금 92,314,263원)

 개인회원은 1월 589명, 2월 642명이며, 교회기관회원은 1월 50곳, 2월 51곳입니다.

소식지에 싣는 회계보고(수지결산서)는 편의를 위해 두 달분을 통합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기윤실 홈페이지 

“살림살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교회, 단체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윤실 후원회원가입 
홈페이지(www.cemk.org)와 전화(070-7019-3756)를 통해 CMS자동출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

셔도 됩니다.

계좌이체 입금은행 예금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 037-01-0504-979  기업 070-013538-01-022   농협 074-01-121183

신한 140-001-056299   우리 821-05-002520       외환 144-13-05572-6

SC   377-10-025628    하나 109-228746-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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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개인 후원금 (589명 / 8,910,000원)

(1천) 김효준 장서은 장윤희 (2천) 권용태 기웅서 오동춘 정지연 (3천) 김원섭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서동

진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이정훈 조인진 (5천) 강민봉 강영수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권태현 김경숙 김경호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수정 김용미 김이수 김인숙 김재균 김

재원 김정현 김주현 김준철 김준희 김춘곤 김태훈 김한나 김혜경 김홍환 김흥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나현

집 노광섭 노대웅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문정옥 박경희 박미정 박상돈 박상일 박서현 박수정 박은

지 박정민 박혜경 박혜민 박환승 배재수 배진성 백경원 백인남 백지열 범학식 서유미 서효정 성우경 손경화 

손영일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립 신수현 안지현 엄현식 여신은 오세란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

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영휘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도홍 이동혁 이만동 이범우 이병

삼 이상주 이상철 이성곤 이영광 이영민 이영분 이용아 이은자 이재헌 이정민 이정희 이종숙 이창미 이태희 

이필성 이혁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왕효 정

한철 조경철 조성연 조은경 조인형 조종호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경석 최성숙 최영애 최영춘 최웅권 최인

영 최종원 최태연 하현주 한기채 한석환 한유식 한창희 한화영 허동혁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명화 황선영 

(7천) 김연기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대현 강명길 강석우 강승우 강승철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

진호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기숙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권민규 권아현 권혜진 금

은미 기세충 김경천 김고운 김광환 김기호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중 김두희 김령희 김말순 김미령 김병

일 김상범 김상한 김성근 김성심 김성열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영모 김영봉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 김은수 김재홍 김재환 김정미 김정섭 김종호 김주현 김준영 김지태 김진규 김태훈 김학동 김학빈 김

한성 김현태 김형중 김형택 김혜경 김혜창 김홍주 김희경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제현 남준일 남태일 라

창호 문규 문석윤 박경순 박경춘 박민선 박복애 박상호 박상홍 박선영 박수경 박영범 박윤배 박윤정 박재

장 박정임 박제민 박종구 박종일 박주현 박지연 박진숙 박진영 박진욱 박철원 박태영 박한옥 박혜윤 박홍

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경호 백현주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설정원 소은중 손상문 손용기 손은

숙 손은정 손현화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은정 신전수 신효영 심윤아 안선옥 안연희 안은상 안은

애 안정은 안태주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성만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영대 원응삼 유건

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현숙 윤나래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고은 이근

무 이금성 이기선 이길승 이동철 이병환 이상규 이상복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슬이 

이용천 이용훈 이용훈 이원영 이월숙 이은현 이 재문 이재민 이재윤 이주일 이주환 이천화 이충학 이현숙 이

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영 인훈 임미정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임현경 장기화 장영상 장혜경 전광운 전병선 

전선영 전종갑 정금영 정동근 정명혜 정병오 정영호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은창 정일용 정재훈 정화선 정

화조 조무성 조영미 조용환 조정미 조혜미 주선경 지상섭 진미자 최근영 최상태 최우석 최융 최정철 최준호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의 후원자명단입

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입금

내용을 싣습니다. CMS 후원의 

경우 전월 미출금 된 금액이 차

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

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

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

습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

으시면 연락주시고, 서울에서는 

서울지역 및 미조직 지역 회비만 

관리하므로 서울 이외의 지역 회

원께서는 각 지역 기윤실 소식

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간사 

0 7 0 - 7 0 1 9 - 3 7 5 6 , 

khash8501@nate.com

2016년  0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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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최해홍 최희영 추민수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종 하용정 한귀목 한상호 한신영 한인철 한재량 한지연 허영진 

홍인기 홍정진 황성결 (1만1천) 서종오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명찬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정주 윤영관 

정세열 (2만) 김경미 김동조 김민숙 김병식 김세진 김승희 김영식 김정욱 김정원 김종필 김지민 김진석 김진표 김현희 김

홍섭 나종주 남재환 도낙주 도종수 류기성 박기출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은미 박종원 백명희 서임선 손영걸 손화철 송

성헌 송인수 신국원 신창조 신호균 안병직 안신길 양낙흥 양정석 오혁진 유재균 유혜원 이만열 이명자 이세령 이수경 이

원애 이원영 이윤정 이종규 임소희 임지웅 장영순 정명숙 정미나 조성돈 조제호 조현영 최병제 최삼열 최삼욱 최성수 최

영석 최윤선 한병선 홍병환 홍인종 (2만5천) 박세진 (3만) 강석창 강영안 김선욱 김성현 김영철 김철준 박재한 박종환 

박철 손기식 손병철 송명숙 송택호 엄용환 유성오 유해신 윤혁경 이만휘이원우  임성빈 임하라 정민경 정유정 정현철 홍

대식 (4만) 김신곤 박제우 박판근 (5만) 권장희 기윤도 김경래 김미숙 김용군 김충환 김효민 류인복 문현미 박종운 박종

진 박창균 신은정 이원근 이의용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정철도 조성극 최광사 허일구 현삼원 (5만5천) 조흥식 (10

만) 김일수 박원주 손봉호 우창록 전재중 채홍석 (20만) 김대준 이장규 (28만) 이상민 (60만) 익명  

교회•기관 후원금 (50곳 / 7,490,000원)

(1만) 동서장로교회 법무법인한기연 서울일본인교회 예인법률사무소 (3만) 빛과소금교회 (5만) 관악교회 대림교회 마

산재건교회 부천평안교회 서울광염교회 서진교회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 (10만) 과천교회 남서울교회 다니엘새시대

교회 대주산업 덕수교회 동안교회 망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소망교회국내선교부 서문장

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반포교회 오륜교회 일원동교회 잠실

중앙교회 지비젼인터내셔널 (12만) 대한기독간호사협회 (20만) (주)마임 고양화평교회 분당우리교회 은혜샘물교회 청

량교회 향상교회 (30만) (주)소프트이천 100주년기념교회 목산침례교회 우리들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50만) 빛

소금교회(한영교회) 지구촌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2월

개인 후원금 (642명/ 9,825,000원)

(1천) 김효준 장서은 장윤희 (2천) 권용태 기웅서 오동춘 정지연 (3천) 김은이 남영란 명호중 서동진 손은순 신희선 원

종민 이정훈 조인진 (5천) 강민봉 강영수 강현주 곽종철 권오재 권태현 김경숙 김경호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

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김수정 김연수 김용미 김이수 김인숙  김재균 김재원 김정현  김주현 김준철 김준희 김춘

곤 김태훈 김한나 김혜경 김홍환 김흥식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나현집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류종우 문경환 문덕암 문정

옥 박경희 박미정 박상돈 박상일 박서현 박수정 박은지 박정민 박혜경 박혜민 박환승 배재수 백경원 백인남 백지열 범학

식 서유미 서효정 성우경 손경화 손영일 손현화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립 신수현 안지현 엄현식 여신은 오세

란 오창섭 우현기 유창수 유혜영 유혜원 유희경 윤미정 윤성우 윤영휘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도홍 이동혁 이만

동 이범우 이병삼 이상주 이상철 이성곤 이영광 이영민 이영분 이은자 이재헌 이정민 이정희 이종숙 이창미 이태희이필

성 이해영 이혁재  이희열 장준혁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금영 정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왕효 조경철 조은경 조인

형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성숙 최영애 최영춘 최웅권 최인영 최종원 최태연 하현주 한기채 한석환 한유식 허동혁 홍선

희 홍일선 홍택주 황명화 황선영 (6천) 김원섭 정영미 (7천) 김연기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대현 강명길 강승우 강승철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진호 강춘근 강현주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기숙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권민규 

권아현 권혜진 금은미 기세충 김경천 김고운 김광환 김규성 김기호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중 김두희 김령희 김말순 

김미령 김병일 김상범 김상한 김성근 김성심 김성열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

윤수 김은수 김은수 김재홍 김재환 김정미 김정섭 김정훈 김종호 김주현 김준영 김지태 김진규 김태훈 김학동 김학빈 김

한성 김현태 김형중 김형택 김혜경 김혜창 김홍주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제현 남태일 남혁권 도낙주 라창호 문규 문석

2016년  0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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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문소영 박경순 박경춘 박민선 박복애 박상욱 박상호 박상홍 박선영 박수경 박윤배 박윤정 박재장 박정임 박종구 박주

현 박지연 박진숙 박진영 박진욱 박태순 박태영 박택규 박한옥 박혜윤 박홍래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경호 백현

주 변희중 서동천 서일향 설정원 소은중 손상문 손용기 손은숙 손은정 송미옥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전수 신효영 심윤

아 안선옥 안은상 안은애 안정은 안태주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상덕 오성만 오은석 오진선 옥성일 원연희 원영

대 원응삼 유건호 유동원 유미래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현숙 윤나래 윤두선 윤민영 윤양숙 윤태호 이경진 이경천 이고

은 이근무 이금성 이기선 이길승 이동철 이문규 이병환 이상규 이상복 이석형 이선희 이성진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슬

이 이승준 이용천 이용훈 이용훈 이원영 이월숙 이은현 이인영 이재문 이재민 이재윤 이주일 이주환 이천화 이충학 이현

숙 이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영 인훈 임미정 임소희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임현경 장기화 장영상 장혜경 전광운 전선영 

전종갑 정규장 정명숙 정명혜 정미나 정병오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은창 정일용 정재훈 정화선 정화조 조무성 조영미 

조용환 조정미 조종호 조준호 조천권 조혜미 주선경 지상섭 진미자 최근영 최상태 최우석 최융 최정철 최준호 최지원 최

해홍 최희영 추민수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종 하용정 한귀목 한상호 한신영 한인철 한재량 한지연 한형열 한화영 허

영진 홍인기 홍정진 황병일 황성결 (1만1천) 서종오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김명찬 김상인 김태환 박봉순 배

정주 윤영관 정세열 (2만) 고은영 구예리 권명희 김경미 김동조 김민숙 김병식 김성경 김세진 김승희 김예운 김은지 김정

욱 김정원 김종필 김지민 김진표 김현희 김홍섭 나종주 남재환 도종수 두재영 박기출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상규 박은

미 박은하 박일화 박종원 박진희 박판근 백명희 변현정 서임선 손영걸 손화철 송성헌 송인수 송형록 신경희 신국원 신상

린 신호균 안병직 안신길 안연희 양낙흥 오기맹 오혁진 위국명 유재균 유혜원 이만열 이명자 이방욱 이세령 이수경 이원

애 이원영 이윤정 이장형 이정행 임지웅 장영순 장지인 정혜자 조우철 조제호 조현영 지삼영 최병제 최삼열 최삼욱 최성

수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홍병환 홍인종 (2만5천) 박세진 (2만6천) 김은영 (3만) 강범일 강석창 강영안 김선욱 김성현 김

영철 김철준 문현주 박재한 박종환 박철 손기식 손병철 송명숙 송택호 엄용환 유성오 유해신 윤혁경 이상민 이원우 임성

빈 임하라 정민경 정현철 홍대식 (3만5천) 김지숙 (4만) 박제우 조성돈 홍관수 (5만) 권장희 기윤도 김경래 김미숙 김용

군 김충환 김혜경 김효민 류인복 문현미 박종운 박종진 박창균 신은정 이원근 이의용 이인택 이철진 이희석 정문희 정철

도 조성극 최광사 허일구 현삼원 (5만5천) 조흥식 (6만) 노성순 이상진 황규민 (10만) 김일수 박원주 우창록 전재중 채

홍석 (20만) 김대준 손봉호 이장규 (100만) 김신욱

교회•기관 후원금 (51곳 / 8,750,000원)

(1만) 동서장로교회 법무법인한기연 서울일본인교회 예인법률사무소 (5만) 관악교회 마산재건교회 부천평안교회 산울

교회 서울광염교회 서진교회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 (6만) 양무리중앙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

주산업 동부광성교회 망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

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반포교회 오륜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지비젼인터

내셔널 청량교회 (15만) 서교동교회 (20만) (주)마임 고양화평교회 분당우리교회 서울남교회 언약교회 은혜샘물교회 

향상교회 (30만) (주)소프트이천 100주년기념교회 동부광성교회 우리들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50만) 빛소금교

회(한영교회) 지구촌교회 (100만) 서울영동교회 창동염광교회

2016년  01~02월 

신규회원 

  1월(2명, 5곳) DP1500166 이수지  DP1600001 이고은  DC1600002 서울여대대학교회DC1600003 망미제일교회  

DC1600004 과천교회  DC1600005 동안교회  DC1600006 수원중앙침례교회 

2월(2명, 2곳) DP1600008 신경희  DP1600009 강범일  DC1600007 서교동교회  DC1600008 창동염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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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홍섭 공동대표

010-8961-8351

433-00796-250(시티-기윤실)

ihomer@hanmail.net

남구 용현 4동 185-2 대학마을교회

[익산]
최준호 사무국장

010-8442-1091

301-0183-8054-91(농협-익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worship4620@hanmail.net

익산시 동서로 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울산]
류형철 사무처장

052-285-2072

1002-235-880203(우리-이창희)

sisimi1@hanmail.net

북구 천곡길 135 우리들교회

[대전]
박삼종 사무처장

042-256-5183

302-0395-1724-41(농협-박규용)

cogitur@gmail.com

중구 대흥로 177, 2층(대흥동 102-8)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051-462-1558

023-01-026431-6(부산-기윤실)

mento123@hanmail.net

동구 중앙대로 298 YWCA 305호

[서울]
조제호 사무처장

02-794-6200

037-01-0504-979(국민)

cemk@hanmail.net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여수]
곽종철 공동대표, 이광식 사무처장

010-4622-1877 | 010-3606-6745

01911004-19(농협-곽종철)

jc1877@hanmail.net | 123kslee@hanmail.net

여수시 여서2로 51 은현교회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063-237-1206

603-13-0310301(전북-기윤실)

kyb0191@hanmail.net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 10-8 삼덕교회

[청주]
오동근 사무국장 | 백종원 협동간사

043-274-5852 | 010-8759-6402 | 010-2857-7973

140-000-822492(신한-청주기윤실)

ohdongk63@gmail.com | rhanarcya@naver.com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81, 2층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053-959-4628 | 010-2018-4116 

959-4628-0530(국민-박윤배)

nohandsong@gmail.com

북구 대현로3길 5-9, 2층

       2016 전국 기윤실

[진주]
이상훈 대표 | 김한중 사무국장

055-747-1484 | 010-9128-2318 | 010-7280-3009

803-01-364451(농협-진주기윤실)

ishmoksa@hanmail.net

진주시 순환로 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2016년
전국 기윤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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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

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

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각 지역 홈페이지 안내 : www.지역한글이름기윤실.net & http://지역영문이름.cemk.org

예) www.대구기윤실.net | http://daegu.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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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기윤실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양극화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

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고통당하는 사

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에 함께 해주세요.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

원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5월에는 이 

운동에 재정으로 함께 참여주시기를 바라며, 회원가입 및 

증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간내에 회원가입 및 증액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진행기간 : 2016년 4월 18일(월)~5월 17일(화) 

•이벤트 참여방법 

 1. 이벤트 기간내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회원가입

     및 후원금 증액

 2. 이벤트 소식을 주변에 공유해주기

02/23(금) 18:30

03/01-03/31

03/04-03/14

03/10(목) 19:00

03/10-03/23

03/14(월)

03/15(화)19:00

03/17(목)19:00

03/18(금)

03/18(금)

03/24(목)19:00

03/24(목)15:00

03/28-04/12

04/01(금)19:00

활
동

계
획

활동보고

활동계획#

1차 이사회(서울영동교회)

자발적불편운동 부활절 캠페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3가지 방법”

기윤실 설문조사 2016년 기윤실 주요운동에 대

해 말씀해주세요

제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

에게 묻다 1강(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13총선 공명선거운동 선거후보자의 교회방문

에 대한 설문조사

기윤실 홍보물 제작(2차)

기윤실회원총회 + 신년강연회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함께” (서울영동교회)

제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

에게 묻다 2강(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4�13총선 개표참관인 모

집합니다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부활절 생명을 위해 헌금

해주세요

제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

에게 묻다 3강(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공익경영아카데미 4기 개강(서울NPO지원센터)

4�13총선 Talk Pray Vote 캠페인

기윤실포럼 “한국경제 양극화 진단과 대안”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활
동

보
고

 

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  

지난 해 이어 기독교윤리실천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참

여자들이 모여 판단과 편견없이 서로 묻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일상과 괴리 되지 않고, 신앙과 별개로 치부될 수 없는 그리스도

인의 삶속에서 정치의 중요성

을 이야기 하면서 기독시민으

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

하는 계기가 됩니다.*3회 주

제는 청년입니다 많은 참여부

탁드려요 (박진영 팀장)

2016년 기윤실 회원가입/후원증액 이벤트

기윤실 운동에

더 많이, 더 크게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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