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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좋은나무’ 발간 기념 기자회견

1.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오전 11시~12시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

◆ 순서 

시간 순서 담당자

11:00~11:05 5분 인사말 / 발제자 소개
정병오 대표

(기윤실 상임공동대표, 오디세이학교 교사)

11:05~11:15 10분 ‘좋은나무’ 취지, 방향 설명
정현구 목사

(기윤실 공동대표, 서울영동교회 담임) 

11:15~11:25 10분 ‘좋은나무’ 운영 방안
노종문 목사

(‘좋은나무’ 편집주간, 전 IVP 편집장)

11:25~11:35 10분 ‘좋은나무’의 의의, 기대
손봉호 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11:35~12:00 25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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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그림 2]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N=1000, %)

2. 기윤실 ‘좋은나무’의 필요성
 (1) 기윤실은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목회자·기독교인의 신

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함

 (2)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11.2%(3위)가 ‘사회 현실 이해 및 참여’, ▲‘기독교인의 신

뢰도 제고 방안’으로 9.4%(4위)가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꼽아(하단 그래프 참고)

 (3) 기윤실은 목회자와 기독인의 사회현실을 향한 관심 증대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 현안과 쟁

점에 관한 전문인의 칼럼을 모아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이 외에도 다방면에서 목회

와 종교적 지식에 도움이 되는 글을 제공하여 바르고 건전한 기독교적 관점을 배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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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기윤실 ‘좋은나무’ 

   홈페이지로 이동

   클릭하면 기윤실 홈페이지로 

   이동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원문 

   보기 페이지로 이동

   (원고 전문 확인 가능)

(후면에 계속)

3. ‘좋은나무’ 운영 방안 - 노종문 목사(기윤실 ‘좋은나무’ 편집주간, 전 IVP 편집장)

 (1) 창간호 수신 시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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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원고 

   페이지로 유입

   (원고 전문 확인 가능)

   간략한 안내, 구독신청 링크

 * 구독자의 유입 형태와 피드백에 따라 화면 구성을 개선할 예정 

 (2) 발송 수단

  ① 이메일 뉴스레터

   Ÿ 발송 대상

    - 현재 뉴스레터 수신 접수 중

    - 1~5호까지 기윤실 뉴스레터 회원에게 발송하여 홍보

   Ÿ 발송 주기

    - 초기에는 격 주간 발송

    - 다수의 필진이 확보되고 원고가 축적되면 매 주 발송

  ② SNS

   Ÿ 기윤실에서 활용하는 각종 SNS 채널을 활용하여 2~3일 간격으로 글을 하나씩 게시

    -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 인스타그램(20~30대 구독 유도) 등 활용

  ③ 홈페이지

   Ÿ 리뉴얼 된 기윤실 홈페이지 내에 ‘좋은나무’ 별도의 공간을 마련

   Ÿ 회차별로 뉴스레터를 원클릭 확인 가능

   Ÿ 발간 된 원고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공간

   Ÿ 구독자 소통 공간 : 독자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집필자가 답변하는 코너

   Ÿ 공유버튼 : 구독자의 SNS와 지인에게 손쉽게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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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주제 확장

  ① 신문기사 + 코멘트

  ② 신학·기독교·일반서적 서평

  ③ 현대기독교사상가 열전

  ④ 설교문 + 공동기도문

  ⑤ 이슈 관계자 심층 인터뷰

  ⑥ 일터 행전(직장생활·자비량 사역 이야기)

  * 집필진 외에도 구독자도 참여할 수 있게 주제를 확장할 예정

4. ‘좋은나무’ 집필진 소개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강영안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권수경 고려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손화철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김경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송용원
은혜와선물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김헌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구약·교의학 교수 신국원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노종문
기윤실 ‘좋은나무’ 편집주간
전 IVP 편집장

옥성득 UCLA 교수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오디세이학교 교사 

박미낭 번역가 정영훈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배종석
기윤실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현구
기윤실 공동대표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백종국
기윤실 이사장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성돈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성영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집필 방향과 다룰 주제에 따라 일회적·정기적으로 기고할 필진을 추가 섭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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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기윤실 ‘좋은나무’ 발간 보도자료

정직한 그리스도인 · 신뢰 받는 교회 ·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 cemk.org  Ⓣ 02-794-6200  Ⓕ 02-790-8585  Ⓔ 
cemk@hanmail.net

담당자 : 윤신일 간사 (010-8630-1610, 070-7019-3758, cemk@hanmail.net)

날짜 : 2018년 6월 22일(금) 문서번호 : 기윤실2018-0622-01

발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제목 : 사회 이슈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눈에 본다 - 기윤실 ‘좋은나무’ 발간

Ÿ 기윤실, 사회 이슈를 모아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콘텐츠 ‘좋은나무’ 발간

Ÿ <2017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신뢰도 제고 방

안’으로 응답자의 11.2%가 ‘사회 현실 이해/참여’를 꼽아

Ÿ 전문인 칼럼, 기사 해설, 서평, 한국 기독교 역사 등 목회와 종교적 지식에 도움 되는 글 

제공

Ÿ 강영안, 문애란, 성영은, 손봉호, 옥성득, 정병오, 정현구 등 집필진으로 참여

Ÿ 뉴스레터·페이스북 페이지·카카오플러스친구 등 구독 신청자 대상으로 발송 예정

---------------------------------------------------------------------------------------------------------------

사회 이슈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눈에 본다
기윤실 ‘좋은나무’ 발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은 사회 현안과 쟁점을 기독교

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좋은나무’ 창간호를 6월 20일(수)에 발간했다고 밝혔

다. 

기윤실이 지앤컴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

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신뢰도 제고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2%가 ‘사회 현실 

이해/참여’를 꼽았으며,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후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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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사회 현실 이해/참여 11.2%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사회에 대한 무관심 9.4%

출처 : 기윤실,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윤실은 ‘좋은나무’를 통해 사회의 여러 분야별 현안과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관한 

전문인의 칼럼, 이슈 관련 기사 해설을 구독 신청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기독교·일반 서

적 서평, 한국교회사 이야기 등 목회와 종교적 지식에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제공한다. 강영안, 문

애란, 성영은, 손봉호, 옥성득, 정병오, 정현구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하며 전문 영역에 따라 추가 집

필진을 영입할 예정이다. 

‘좋은나무’는 이메일 뉴스레터,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플러스친구 등을 통해 글을 제공하며, 구독

자들은 출처만 밝히고 어디서나 인용이 가능하다.

한편 기윤실은 ‘좋은나무’ 발간을 맞아 6월 29일(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지와 방향, 의의, 기대, 제공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기윤실 

02-794-6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