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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년도 회원총회 순서( ) 2023

부 교제와 이야기1 "Reunion"■

식사 교제18:00~18:50 다같이

이야기와 노래 마당18:50~20:00 사회자 이명진 간사:

오프닝 영상 활동 스케치-□

환영 및 총회 취지 소개‘ReUnioN’□ 사회자

격려사□ 손봉호 자문위원장

이야기 기윤실과 함께 살아온 일상1 “ ”□ 한창희 회원 윤동혁 간사|

공연□ 김영민 간사

이야기 기윤실과 함께 나누는 소망2 “ ”□ 신하영 위원 유일안 회원|

지역기윤실 내빈 소개□ 사회자

부 새로운 시작2 "RUN 2023"■

예배20:15~20:35 인도자 이상민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찬양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다같이

기도□ 곽종철 전남기윤실 공동대표

말씀봉독 마태복음 장 절 절- 6 19 ~25□ 인도자

설교 어디에 마음을 둘까- “ ?“□ 조주희 공동대표

총회20:35~21:20 의장 백종국 이사장:

개회선언 성원보고,□ 의장

년도 사업 재정 감사 보고2022 / /□ 김현아 사무국장

임원개선□ 의장

년도 사업 예산 계획 보고2023 /□ 정병오 공동대표

정관개정 기타건의|□ 의장

폐회선언□ 의장

다짐의 찬양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같이

알리는 말씀□ 이명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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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 인도자 이상민 좋은사회운동본부장-

• 기도 곽종철 전남기윤실 공동대표-

설교 조주희 공동대표-• 어디에 마음을 둘까“ ?”

합심기도•

찬양• 말씀 마태복음 장 절- 6 19-25•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19

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20 .

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

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21 , .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22 .

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23 .

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

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24 .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

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25 .

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

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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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회

년도 사업 개요2022

사업명 취지 및 내용

자발적

불편

운동

본부

계절별 캠페인
이웃과환경을돌보는즐거운불편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것부터- , ,❚

계절별실천캠페인및캠페이너모집운영/

한걸음 더
자발적불편러들이만드는전환의걸음❚

자발적불편을말하다 기획위원의칼럼에세이[ ] /

교회

신뢰

운동

본부

대화모임
교계교회내분열과갈등해소를위한주제별대화모임/❚

상 하반기 회씩교계교회쟁점토론 파트너크리스챤아카데미, 1 / ( : )

한국교회신뢰회복

프로젝트

한국교회의신뢰회복과투명성강화를위한개혁프로젝트❚

한국교회은퇴시스템관련연구진행및발표

이슈대응

성명발표❚

여수은파교회는불법세습을철회하고 예장통합교단은불법을바로잡아주십시오- , .(1/13)

명성교회김하나목사관련서울동부지법선고를환영한다- .(1/27)

성범죄양형기준개정을환영한다- .(7/11)

불법을자행하며이웃의재산을빼앗는사랑제일교회의행태가심히부끄럽습니다- .(9/8)

좋은

사회

운동

본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

약자를위한정의 연대를통한평화,❚

함께이해하고만들어가는노년의삶 포럼 조손가정관련법률개정검토: ,

공명선거운동

정직한기독시민의공정하고책임있는정치문화만들기❚

제 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교회의공직선거법준수캠페인 캠페인[ 8 ] , Talk,Pray,Vote

바른정치 정치와선거관련개혁과제와기독운동의방향성검토[ TF]

바른정치TF 새로운정치지형의국면에서필요한운동의방향설정및과제도출❚

윤리적투자운동
청년창업가의 경영을지원하는착한투자 착한소비ESG ,❚

호투자관리및윤리적투자운동소개영상제작1

이슈대응

우크라이나전쟁난민지원긴급모금❚ Pray for Ukraine

성명발표❚

정부는고위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 .(4/20)

출범 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신과 위기를- 100

해소할비전과정책을제시하라 대공약제안시민단체연대공동성명.(100 )(8/16)

이태원참사에 깊이 애도하며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 조- ‘ ’ ,

치 재발방지책을촉구합니다, .(11/2)

정부는 참사희생자유가족들의피맺힌울부짖음에응답해야합니다- 10.29 .(11/23)

청년

운동

본부

기독청년프로젝트
청년과교회 청년과신앙의이야기,❚

시즌 코로나 전후청년신앙생활변화관찰기 인터뷰집출간및북토크[ 1] “ 19 “

청년잇슈ON

청년을잇고생각과세상을밝히는이슈별소모임❚

소벤에셀사회적경제크리스천 사업가 모임 오픈테이블 문화컨텐츠 리뷰모임( / ) , ,

년대생청년 일상책나눔모임1980s(1980 ) /

WAYVE letter
크리스천청년을위한크리스천청년의뉴스레터❚

월 월매월 회총 호발행2~6 , 8~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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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기구

청년센터WAY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We Act for You. .❚

포럼 청년 마음건강재정건강 사례 나눔 및 교회 협력 요청[WAY ] /

생활자립지원 청년재무상담소 재무채무 상담 및 재정지원[ ] - / 1:1

마음건강지원 청년상담센터위드 심리상담 및 위드클래스에니어그[ ] WITH - 1:1 (

램 강점카드 지역교회 청년부와 협약높은뜻광성교회 서교동교회 참, ), ( , ), 10.29

사 특별무료상담

좋은나무
교회와 사회를 조망하는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

총 개 글 뉴스레터 회 발행151 , 52

자치

기구

기독교윤리연구소 연구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기독교윤리[ ]

사회복지위원회 매주 토요일 기도모임

기윤실 교사모임 지역별 교사모임 기독교사대회,

연대

사업

공동협력집행위활동(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성서한국 평신도의 상상력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

연대지원

동참홍보및후원( )

부활절성탄절 연합예배 세월호기독인연대 제주평화순례 복음주의사회선교운/ , , ,

동 집담회 온라인 그린스쿨 참사그리스도인모임 장신대현장실천 등, , 1029 ,

사무처

회원총회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

사업개발TF 기윤실 활동 평가 및 중장기 사업 의제 발굴

기윤실아카데미
그리스도인의 삶과 길 손봉호 이만열( , )

대화가 통한다 마음이 통한다 곽은진 김성경( , )

기윤실 년사32 출간 및 홍보

전국기윤실협의회 전국기윤실 실무자협의회 개최

회원홍보운동 신규증액 모금 및 예우 주년 주년고액회원 예우 교회후원요청 등/ , 1 /10 / ,

년 회원총회2023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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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재정 보고2022

사업 수익 총 원[ 333,725,809 ] 사업 비용 총 원[ 345,130,635 ]

| 사업수행비용 활동비및 사업인건비: | 일반관리비용 사무 제반 관리비 및 관리인건비용: | 모금비용 홍보 기부자관리비: ,

사업행사비 세부 내역 총 원[ 134,69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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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개선

사임 임원1.

이 사 김경수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지용근 지앤컴리서치 대표( ) ( )

연임 임원2.

이 사
임기 년 월: 2023 2

년 월~2027 1

강석창

미네랄바이오 회장( )

감 사
임기 년 월: 2023 2

년 월~2025 1

이병주

변호사 기독법률가회 대표( , )

임원[ 이사 및 감사( ) 상임집행위원회] [ ]

이름 소속

백종국 경상대 명예교수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 소장

정병오 서울시 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조성돈 실천신대 교수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강석창 미네랄바이오 회장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권혁률 성공회대 연구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김정태 대표MYSC

김종구 세신감리교회 목사

김홍섭 인천대 명예교수 인천기윤실 공동대표,

박제우 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상무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방선기 일터개발원 대표이사장

배종석 고려대 교수

손은실 서울대 교수

송인수 재교육의봄 공동대표( )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

왕보현 남대문교회 장로

유해신 관악교회 담임목사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임성빈 장신대 교수

장동민 백석대 교수

조수진 장신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주광순 부산대 교수 부산기윤실 공동대표,

최규창 주호성로고스대표 서서울지방회이사장( ) , IVF

이병주 변호사 기독법률가회 대표,

이름 소속

정병오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조성돈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이창호 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YMCA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조혜진 전 전임간사IVF

노종문 전 편집장IVP

성신형 숭실대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이재민 화곡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김성경 욕구코칭연구소 소장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정우 광운선교회 교목

신하영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이성은 서울대 독어독문과 교수

정재훈 법무법인루츠 변호사

사무처[ ]

직책 이름

사무국장 김현아

간사 윤동혁 이명진 최주리 한성화

자문위원회[ ]

직책 이름

자문위원장 손봉호

자문위원 강영안 곽상배 라영환 손인웅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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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계획2023

년 기윤실 운동 방향2023

기윤실은 년 창립 이후 복음에 기반하여 개인 윤리를 제고하고 교회를 개혁하며 사회 정의를1987○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기독 운동 시민 운동을 전. ,

개하며 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교회병행단체 기독시민단체로서 년에도 한국 교35 . , 2023

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공감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약자를 섬기고 막힌 담을 허물어 갈,

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기독시민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

함으로 고통받고 소외 된 이웃과 함께하며 이 땅의 불의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

고 시민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 ❞ 기윤실은 이 표어를 중심으로 자발적불편운동< >,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청년운동 등 개 운동본부와 좋은나무 청년센터 등< >, < >, < > 4 < >, < WAY>

개 부설기구를 통해 교회의 변화와 신뢰 회복 기독시민의 성숙한 책임의식과 실천 등 의미있는 열2 ,

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구체적인 실행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년도 사업개요2023

사업명 취지및내용

자발적

불편

운동

본부

자발적불편 캠페인
의미 있는 불편을 함께하며 나누기❚

계절별 캠페인과 후속 캠페인 실천의 날,

함께 불편한 우리
의미 있는 불편을 함께하며 나누기❚

서포터즈 자발적불편 아카데미 아카이빙 학교청소년의 자발적불편 기획 등, , , /

교회

신뢰

운동

본부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의 사회적 위상과 신뢰도를 점검하는 년 주기 조사3❚

한국교회

신뢰회복프로젝트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하여❚

목회자 은퇴시스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교회 민주주의
민주적 교회운영❚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 운영 유형 연구 및 사례 제언 발표//

대화모임 시즌2
교회와 사회 내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 간 대화❚

상 하반기 회씩 교계교회 쟁점 토론 파트너 크리스챤 아카데미, 1 / ( : )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10 Marker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

신뢰회복 선정 웹자보 제작 및 배포10 Marker ,



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총회2023 - 9

사업명 취지및내용

좋은

사회

운동

본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사회운동

약자와 함께하는 운동 사회적 고통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약자를 위한 정의-❚

노동과 인간의 존엄 일터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 방안[ ]

노년의 삶 빈곤고립이중돌봄 등에 관한 정책과 법개정 방안 및 교회역할 모색[ ] / /

폭력 없는 세상존엄한 우리 환대와 용서의 공동체- ,❚

한국 사회 폭력 양상의 구조적개인적 원인 및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대책 탐구/

윤리적투자운동 청년 창업가의 경영을 지원하는 착한 투자 착한 소비- ESG ,❚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막힌 담을 허물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민주주의 포럼❚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치개혁 등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토론과 제안, ,

대 총선 정책제안기독연대 정책 선거를 통해 만드는 더 나은 국민의 삶22 -❚

분야별 비전정책 제안 현안 좌담회 체크리스트 제작· , ,

청년

운동

본부

기독청년프로젝트
청년과 교회 청년과 신앙의 이야기,❚

시즌 너와 나의 청년생활 다큐인터뷰 영상[ 2] - /

청년잇슈ON 청년들을 잇고 생각과 세상을 밝히는 이슈별 소모임,❚

WAYVE letter
청년센터 청년운동본부 의 뉴스레터‘ WAY'+' moVEment’❚

크리스천 청년을 위한 크리스천 청년의 관점과 일상 수록

부설

기구

청년센터WAY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We Act for You: .❚

마음건강지원 청년상담센터위드 심리상담 및 위드클래스[ ] WITH - 1:1

생활자립지원 청년희망재무상담소윙즈 재무채무상담 및 재정지원[ ] WINGS - 1:1 /

좋은나무

교회와 사회를 조망하는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

웹진 정기발행 카카오채널 주 회 이메일뉴스레터 주 회 발행[ ] 3~4 , 1

구독자 모임 발간 주년을 맞아 구독자와 함께하는 기념모임 진행[ ] 5

기독교

팩트체크센터가( )

가짜뉴스 선동성 미디어 및 이를 유통활용하는 교인목회자 대응, / /❚

교인들에게 유통되거나 제보받은 뉴스 팩트체크 및 유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치

기구

기독교윤리연구소

기독시민을 위한 기독 시민성 고찰❚

단행본 발간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기독교 윤리[ ]

기독시민강좌 단행본을 교재로 기독시민 강좌 개최[ ]

사회복지위원
사회복지를 통한 나눔과 봉사의 성경적 가르침을 주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실천❚

기도회 사회복지 포럼 사회복지시설 자문 상담 지역사회와함께하는교회상 재개 준비, , ,

기윤실 교사모임 지역별 교사모임 기독교사대회,

연대

협력

공동 협력‧
성서한국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평신도의상상력평신도학교, , , ( ,

기독시민대학)

연대 지원‧

부활절성탄절 연합예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 이태원 참/ , , 1029

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장신대현장실천, ,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

회원총회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 “ReUnioN"

회원홍보운동 신규증액 모금 및 예우 주년 주년고액회원 예우 교회후원요청 나의 기윤실 일지/ , 1 /10 / , ,

전국기윤실협의회 전국기윤실협의회 및 전국수련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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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예산안2023

수입 예산(1)

수 입 단위원( : )

계정과목
예산2022 결산2022 예산2023

비고
금액 금액 실적(%) 금액

사업수익.Ⅰ 348,500,000 333,725,809 96% 372,000,000

회비1. 163,000,000 161,411,000 99% 177,500,000

회원회비(1) 135,000,000 134,191,000 99% 150,000,000 기존약정 신규모집+

이사회비(2) 13,000,000 14,300,000 110% 14,500,000 이사 개인후원금

지역회비(3) 15,000,000 12,920,000 86% 13,000,000 지역기윤실 후원금

후원금2. 176,000,000 160,212,671 91% 182,000,000

(1)교회기관후원금, 100,000,000 93,690,000 94% 97,000,000 후원교회 이사교회+

지원후원금(2) 76,000,000 66,522,671 88% 85,000,000
좋은나무, 청년센터, 교회신뢰도조사 윤리연,
구소 팩트체크센터 가 등, ( )

사업수입3. 9,500,000 12,102,138 127% 12,500,000 연대사업분담금 행사회비 등,

Ⅱ 사업외수익. 1,500,000 734,777 49% 1,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예금이자,

수입 총계 350,000,000 334,460,586 95.56% 373,000,000

지출 예산(2)

지 출 단위원( : )

계정과목
예산2022 결산2022 예산2023

비고
금액 금액 실적(%) 금액

사업비용.Ⅲ 349,700,000 345,130,635 99% 372,500,000

사업운영비1. 157,200,000 153,065,675 97% 173,500,000

사업행사비① 136,000,000 134,691,194 99% 48,000,000 운동본부 부설기구 자치기구 사업비, ,

회의비사( ) 3,040,000 4,825,545 159% 4,330,000

홍보비사( ) 9,330,000 9,953,169 107% 11,300,000

인쇄비사( ) 10,660,000 9,468,900 89% 6,105,000

강사비사( ) 57,300,000 32,971,760 58% 34,900,000

진행비사( ) 47,670,000 66,501,350 140% 77,635,000

협력사업비사( ) 8,000,000 10,767,450 135% 13,530,000

지급수수료사( ) - 203,020 - 200,000

홍보사업비② 5,800,000 4,677,861 81% 9,500,000 연례보고서 홈페이지운영 자료제작 등/ /

지역사업비③ 15,400,000 13,696,620 89% 16,000,000 지역후원 및 전국수련회CMS

관리운영비2. 192,500,000 192,064,960 100% 199,000,000

인건비① 154,500,000 149,484,758 97% 161,000,000 풀타임 명3 , 파트 명 주 일2 ( 4 , 주 일3 )

급여및상여 133,000,000 127,721,352 96% 137,000,000

퇴직급여 대보험/4 21,000,000 22,743,406 104% 24,000,000

사무관리비② 38,000,000 42,580,202 112% 38,000,000 통신비 교통비 수수료 임차료 활동비 등/ / / /

사업 외 비용.Ⅳ 300,000 514,504 171,50% 500,000

지출총계 350,000,000 345,645,139 98,76% 37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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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안건 및 건의 사항

정관변경안1.

정관 제 절 총회 조의결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 12 ( ) ➁

현행 정관 조항

기윤실 정관 제 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10 ( ) “ ,▲ 임원과 본회의 개월 이상 정기적으6

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기윤실 정관 제 조정족수 총회는 재적13 ( ) “▲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정관 제 조회원의 자격은 본회의5 ( ) “▲ 회원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정관 제 조의 총회 의사정족수인 재적1) 13 ’ 회원에 정관 제 조의 총회 구성원인 본회’ 10 ‘ 임원’이 포함되

지 않는 문제 그리고 총회 구성원인 회원은 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제한되는데 총회, 6 ,

정족수는 그보다 많은 재적전체 회원( )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총회의 구성원과 총회 결의 정족수의‘ ’ ‘

기준이 서로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음’ .

정관 제 조의 총회 의사정족수는 현재2) 13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입회 시 연,

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총회 통지 및 출석 및 위임 의사를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와 회원에게 총회

통지를 하였으나 출석 및 위임에 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재적 회원의 과반에 달해 총

회 개최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총회의 성회요건인 의사정족수를 법인.

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

민법< >

제 조총회의 결의방법75 ( )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①

제 조제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73 2 .②

제 조사원의 결의권72 (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총회 구성에 임원 삭제-

회원 정족수를 재적회원에서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수정- ‘ ’ ‘6 ’

의사개최정족수를 과반에서 분의 로 완화- ( ) ‘ ’ ‘3 1’

정관 개정안

기윤실 정관 제 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10 ( ) “ ,▲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6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기윤실 정관 제 조정족수 총회는13 ( ) “▲ 재적회원 중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6 분3

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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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의 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