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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소 참여자 모집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정관리 및 부채해결을 위한 전문재무상
담사와의 재무/채무상담과 지원 제공
□ 만 19세 ~ 39세 수도권 거주자, 2021년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공동대표 정병오, 정현구, 조성돈, 조주희 이하
기윤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정관리 및 부채해결을 위한 전문재
무상담사와의 재무/채무상담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을 돕고자 한다.

2021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소(소장 김서로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사)는 아래
와 같이 진행된다.
□ 모집 대상 : 만 19세 ~ 39세 수도권 거주자 (2021년 1월 1일 기준)
□ 모집 기간 : 2021년 3월 3일 ~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 내용
- 재무상담 : 소득 및 지출 파악, 채무상환 및 저축계획, 소비예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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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담 및 조정 : 고금리/다중부채,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통한 채무
비용 조정 및 현금흐름 개선
- 3회 상담을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에게는 도전과 일상을 위한 소정의 지원 제공
* 재무상담의 특성상 대면상담을 기본으로 하며(기본 3회, 월 1회), 마스크 착용 등 사회
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상담비 : 무료(본 사업은 청운교회의 후원으로 진행)
□ 신청 :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월별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3월 : bit.ly/기윤실청년재무상담3월
4월 : bit.ly/기윤실청년재무상담4월
□ 문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02-794-6200 / cemk@hanmail.net

지난 2020년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이 후기를
남겼다.
"마지막 상담 날, 한 달 소비를 재점검해보니 예산과 딱 맞는 생활을 했다.
빡빡하지 않게 예산을 짜고 소비를 할 때마다 이름을 붙인 게 더 큰 소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더라도 그냥 소비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썼더니 죄책감은 덜하고 기쁨은 컸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작은 성취감을 주었다.
(중략)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겐 오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청춘을 향한 립서비스 같은
위로보다 이와 같은 재무 상담 등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며, 큰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
문이다."
- 전문 : 돈 문제만큼이나 삶에도 귀 기울여주는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
(https://cemk.org/18633/)

기윤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긴급한 현금흐름의 위기 및 심리적 압박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상담을 지원하며, 청년부채문제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 첨부 : <2021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소> 웹자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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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2020 청년재무상담지원사업> 웹자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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