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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은급재단 보고
제104회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김종준
상임이사 최우식

1. 조 직
∙
∙
∙
∙

이 사 장：김종준
상임이사：최우식
이
사：소강석 장활욱 하재삼 이남국 유장춘 권준호 김한성 정계규 육수복 정창수 김성태
감
사：강성재

2. 회 의
1) 이사회
(1) 제1차 회의
일
시：2019. 10. 14(월) 14:4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신임이사장 김종준이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
류와 정수) 1항에 의거 이사장 됨을 결의하다.
② 상임이사 최우식의 전 회의록 낭독으로 보고 및 결의사항을 확인하다. [결의사항 중 ③번에 대
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유장춘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대하여 문서로 제
공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법인자산 보고를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의 재
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④ 법인 정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이종주로부터 보고 받고 제105회 총회 시 총회 모든 선
출직 입후보자는 연/기금 가입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청원하기로 이사 유장
춘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⑤ 외부 감사[별지] 보고를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유장
춘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⑥ 재판진행 보고를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고등법원 2018
나2064451, 원고:최춘경, 김장수/피고:은급재단)대해서는 원고측에서 상고함에 따라 대응하
되 상임이사에게 맡겨 법무법인 로고스에 수임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
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⑦ 임원 보선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이사 유장춘
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⑧ 제103회기 결산 및 제104회기 예산(안)을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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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춘경에 대한 형사 고발(고소)은 이사 유장춘과 동행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의 자문을 받아 진
행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⑩ 최춘경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 유장춘과 동행하여 법무법인 로고스
의 자문을 받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
의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2019. 11. 29(금) 13:0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소송요약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항고에 대하여 추인하기로 이사 정진모의 동의와 이사 김성태의 재
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②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임원회의 이사 추천을 근거로 유장춘 목사
(평남노회, 새소망교회), 권준호 목사(용인노회, 송전교회), 이남국 목사(이리노회, 궁평교회)를
이사로 강성재 장로(황동노회, 남현교회)를 감사에 선임하기로 이사 정진모의 동의와 이사 육
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제104회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 최우식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총회 결의사항은 준수
하여야 하나, 여러 차례 총회 조사처리위원회의 조사 및 매년 총회감사(2회), 법인감사(2회)를
통하여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제103회기 이사회에서는 외부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감사를 시행한바, 이에 대한 내용을 총회에 통지하기로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④ 연금Ⅰ2020년 표준급여표(안)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확인 후 전년대비
2%(2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정진모의 동의와 이사 김성태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⑤ 연금Ⅱ 적용금리에 따른 연금납입액 현황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행
(3.1%)대로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⑥ 연금Ⅱ에 대하여 신문공고 및 각 노회에 정기노회 시 홍보시간 요청과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고 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회에 청원(① 총회 모든 선출직 입후
보자의 연/기금 의무 가입 ② 기금 미가입 및 미납교회 제증명 제재 등)하기로 이사 하재삼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2020. 1. 7(금) 13:15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소송 진행현황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처리로 계약금 2억7천만원에 대하여는 최춘경과 조합 정산 및 최종계약 해지에 따른
사후 절차에 대하여 법적자문을 받은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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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선임 건은 임기 만기 된 이사 정진모(충청, 한산제일), 감사 이민호(경북, 왜관)에 대하여
상임이사 최우식으로부터 보고 받고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
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최춘경에 대한 형사 고발(고소)는 이사 유장춘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교통
비는 지급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
의하다.
④ 연금급여의 소급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지급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이남
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2020. 3. 25(수) 13:0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은급재단 현황을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
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② 벽제중앙추모공원 위탁 운영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③ 소송 진행현황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가합703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059251 구상금(착수금 300
만원)에 대하여 추인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법무비용은 상임이사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④ 104회기 제3차 이사회 결의(2020.01.07.)와 대법원 2019다27204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2019.12.27.) 및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2017.08.11.)를 근거로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청산절차(최춘경)를 위한 내용증명(발신 : 3건 / 수신 : 2건)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
터 보고 받고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⑤ 법무법인 로고스 수임제안서에 대하여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형사 소송은 이사
유장춘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고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비용 500만원은 지급하기로 이사 육
수복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⑥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임원회의 감사 추천을 근거로 이민호 장로
(경북노회, 왜관교회)를 감사에 선임하기로 이사 육수복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의 재청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⑦ 계약직 직원 채용을 확인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2020. 5. 4(월) 11:1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대한 최춘경씨와 협의사항 및 진행에 대하여 이사장 김종준으로부터 설명
을 듣다.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의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매매계약 검토 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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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다.
③ 최춘경씨의 매입의향[51억 담보 등]에 대하여는 담보 확인 및 추후 충성교회와의 법적 문제
(2009.05.29. 매매계약서 근거상 해지시 단서조항 확인)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로고스
에게 의뢰(착수금 1,000만원 , 성과보수금 1,000만원 / VAT별도)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④ 법무법인 로고스의 확인 결과 담보(51억 등)가 충족될 경우 최춘경씨의 개인채무(약 7억9백만
원)는 탕감하기로 하고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대하여 27억에 매각을 진행하기로 이사 서홍종이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6) 제6차 회의
일
시：2020. 6. 24(수) 11:0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임원회의 은급재단 이사 추천을 근거로 김
한성 목사(서울강서노회, 성산교회)와 정계규 목사(진주노회, 사천교회)를 이사에 선임하기로
하고 임기만료 된 이사 육수복(2020.06.08.)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문상무(2020.07.05.)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서홍종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②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사항과 계약 내용(매매대금 27억에서 30억으로 변경
등)을 이사장 김종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09.05.29.자 매매계약서(매수인 : 충성교회) 내
용 중 매매계약 해지에 관한 단서조항 해석 및 설치권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에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이사 서홍종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차기 이사회를 2020년 7월 13일(월요일) 10시 30분 총신대학교에서 모이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일
시：2020. 7. 13(월) 10:50
장
소：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결의사항
① 법인감사보고를 감사 강성재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② 제104회기 제6차 결의사항 중 ②과 관련하여 2009.05.29.자 매매계약서(매수인 : 충성교회)
내용 중 매매계약 해지에 관한 단서조항 해석 및 설치권에 대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의견서[벽
제중앙추모공원 관련 매매계약 검토건(추가)]을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유장
춘이 제출한 연금가입자협의회의 공문 및 은급재단이사의 선관의무,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
기로 이사 권준호 동의와 이사 이남국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의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매매계약 검토
와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서를 실무국장 박상범으로부터 보고 받고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아래 부동산 및 권리에 대하여 정관 제25조(재산의 관리)를 근거로 매도
하기로 이사 김성태 동의와 상임이사 최우식의 재청 후 찬성 7명(김종준, 최우식, 장활욱, 권
준호, 김한성, 정계규, 김성태), 반대 1명(유장춘), 기권 1명(이남국)으로 결의하다.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은 이사장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이사 권준호의 동의와 이사 김성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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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가. 부동산
- 토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5 종교용지 1,694㎡
- 건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5 위 지상 제1동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2층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 42.20㎡(납골당)
지상1층 860.42㎡(납골당)
2층 783.43㎡(납골당)
나. 권 리
위 “가”항 기재 건물 내에 설치된 납골기 등 시설물 일체 및 봉안증서 등 그에 관한 권리
일체.
④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임원회의 은급재단 이사 추천을 근거로 소
강석 목사(경기남노회, 새에덴교회)와 육수복 목사(경기북, 전곡충현교회)를 이사로 선임하다.
또한 사임한 이사 서홍종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유장춘의 동
의와 이사 권준호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⑤ 법인 임원 및 직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이사 김성태
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8) 제8차 회의
일
시：2020. 8. 14(금) 14:4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벽제중앙추모공원 매각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서 제5조(소유권이전 등) ②항을 근거
로 매수자(최춘경)가 요청한 “소유권등기 취득자 변경 요청의 건”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으로
부터 보고 받고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 후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법
적자문을 받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
의하다.
②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송 진행현황 및 매매계약서(2020.07.14.) 제10조(부제소특약 및 관할 법
원)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진행하기
로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 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임원회의 은급재단 이사 추천을 근거로 정
창수 목사(전남노회, 산돌교회)를 이사에 선임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감사 이민호에 대
해서는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이남국의 동의와 이사 육수복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④ 제105회 총회 청원에 대하여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유장춘의 동의와 이
사 김한성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하다.
⑤ 법인 지출 예산 조정에 대해서 실무자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조정하기로 이사 육수
복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⑥ 차기 이사회를 2020년 9월 11일(금요일)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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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보고
1) 결산 보고
(1) 대차대조표
전기：2018년 9월 1일 ∼ 2019년 8월 31일
당기：2019년 9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말

Ⅰ.유동자산
(1)당좌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보통예금
선급법인세
가지급금

전기말
1,868,028,216

1,883,525,927

1,868,028,216

1,883,525,927

403,580

731,170

31,922,742

82,988,383

214,365,130

175,469,610

1,621,336,764

1,624,336,764

Ⅱ.고정자산

41,896,791,529

38,888,861,590

(1)투자자산

40,789,068,941

37,782,952,002

531,380,000

618,660,000

28,271,214,247

26,343,427,334

장기대여금

4,115,004,110

4,115,004,110

종합예금

4,426,650,186

3,276,040,160

단기대여금

3,444,820,398

3,429,820,398

(2)유형자산

1,107,722,588

1,105,909,588

토지

472,850,100

472,850,100

건물

632,343,750

632,343,750

개인회원보조금
장기금융상품

비품

32,194,970

0

30,381,970

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29,666,232

2,528,738

29,666,232

715,738

(3)무형자산

0

0

43,764,819,745

40,772,387,517

570,318,320

297,036,660

예수금

1,461,007

782,547

가수금

568,857,313

296,254,113

35,588,350,235

33,756,850,083

자산총계
Ⅰ.유동부채

Ⅱ.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78,542,772

78,542,772

기금책임준비금

9,159,675,269

8,995,054,969

연금책임준비금

26,350,132,194

24,683,252,342

부채총계

36,158,668,555

34,053,886,743

Ⅰ.책임준비금

0

0

Ⅱ.이익잉여금

7,606,151,190

6,718,500,774

(1)지급준비금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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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2)처분전이익잉여금

7,606,151,190

6,718,500,774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718,500,774

6,041,445,753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전기오류수정손실

0

0

887,650,416

677,055,021

0

0

당기순이익
(3)차기이월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0

0

7,606,151,190

6,718,500,774

43,764,819,745

40,772,387,517

자본총계
부채+자본총계

(2) 손익계산서
전기：2018년 9월 1일 ∼ 2019년 8월 31일
당기：2019년 9월 1일 ∼ 2020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말

Ⅰ.사업수익
(1)납입금수익

전기말

6,229,120,502

5,857,868,105

3,426,230,324

3,314,445,603

기금납입금수입

287,066,900

288,767,090

연금납입금수입

3,139,163,424

3,025,678,513

(2)투자수익

1,397,412,376

1,189,497,799

이자수입

1,397,412,376

1,189,497,799

(3)기타수익

1,405,477,802

1,353,924,703

29,738,251

36,209,983

기금책임준비금환입액

122,446,600

49,008,720

연금책임준비금환입액

1,253,292,951

1,268,706,000

감사헌금

Ⅱ. 사업비

5,415,995,874

5,392,871,756

(1)기금급여

204,760,000

204,680,000

은퇴기금급여

201,085,000

201,680,000

3,400,000

2,700,000

275,000

300,000

(2)연금급여

1,550,257,248

1,475,449,977

은퇴연금

1,195,425,000

1,118,259,000

37,372,000

35,357,000

101,902,000

123,828,000

장해연금

5,024,000

14,784,000

유족연금

21,644,000

21,928,000

사망일시금

62,755,000

15,512,000

5,510,000

944,000

은퇴일시금기금급여
은퇴유족기금급여

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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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특례연금
납입금반환이자

당기말

전기말

110,291,500

124,598,000

10,333,748

20,239,977

3,426,230,324

3,314,445,603

기금책임준비금전입액

287,066,900

288,767,090

연금책임준비금전입액

3,139,163,424

3,025,678,513

(4)사업비용

94,335,000

191,976,400

S/W유지관리비

11,935,000

12,540,000

(3)전입액

홍보비
법무비

2,979,000
82,400,000

176,457,400

140,413,302

147,282,392

기본급

56,721,040

44,620,000

상여금

15,840,000

14,810,000

제수당

4,158,030

2,319,740

(5)관리운영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5,363,330
29,545,620

29,821,790

교육비(직원훈련비)

1,380,000

1,500,000

여비교통비

1,464,600

3,006,960

도서인쇄비

1,764,523

3,359,846

세금과공과

169,700

소모품비

1,184,130

1,242,040

통신비

1,091,650

1,828,750

우편료

4,406,429

4,587,321

경조비

800,000

100,000

접대비

3,153,000

3,558,100

12,753,480

24,360,030

지급수수료
부담금(연합기관)

450,000

750,000

잡비

1,125,300

1,336,400

회의비

4,575,500

3,720,000

감가상각비

828,385

(6)투자손실

59,037,384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9,037,384

Ⅲ. 사업이익
Ⅳ. 사업외수익
이사부담금
잡수익

813,124,628

464,996,349

87,822,898

228,713,194

2,000,000

2,000,000

85,822,898

226,713,194

잡수익
Ⅴ. 사업외비용

13,297,110

16,6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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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잡손실

당기말

전기말

12,097,110

선취이자상각

43,406

1,200,000

16,611,116

Ⅵ. 경상이익

887,650,416

677,055,021

Ⅶ.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87,650,416

677,055,021

887,650,416

677,055,021

Ⅷ. 법인세등
Ⅸ. 당기순이익

2) 기금 현황
(1) 기금 가입 현황：4,516교회
(2) 대상자 현황
기준일：2020년 7월 31일
대상자수
은퇴기금급여
유족기금급여
합

계

211명
2명
213명

금액

비 고

19,230,000원 / 月
25,000원 / 月
19,255,000원 / 月

3) 연금 현황
(1) 연금 가입 현황：1,424명
(2) 대상자 현황
기준일：2020년 7월 31일
대상자수

금액

은퇴연금급여

221명

115,452,000원 / 月

특례연금급여

37명

10,026,500원 / 月

유족연금급여

11명

2,107,000원 / 月

269명

127,585,500원 / 月

합

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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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 : 총 회 장
참조 : 서
기
제목 : 총회은급재단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총회은급재단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기금 활성화를 위한 청원의 건
총회에서는 본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들의 사회적 위험과 질병, 노후에 대비하여 적절한 연금
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복음전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
다. 이것이 바로 본 법인의 총회 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다함
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5회기부터 은급기금 미가입 교회 및 미납교회는 총회 제 증명 발급 중지
2) 제105회기부터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은 은급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제105회기부터 노회 이명시 연금 가입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4) 각 노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의 일환으로 해당 목회자의 은급연금 납입액 2분의 1을 지원한다.
5) 제102회기 총회 결의“각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에
의거 시행하지 않는 노회에 대해서는 총대권을 제한한다.
6) 제105회기부터 총회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를 포함하여
① 총회 총대(목사)는 은급기금/연금가입증명서를 ② 총대(장로)는 기금가입증명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정청원
총회에서 기금 외 일반관리비(사무비, 인건비 등)로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금액 : 사억원정(400,000,000원)
2) 청원내역 : 일반관리비
※ 재단직원의 인건비(각 수당 포함)를 총회 지원금 예산에 반영(지원)함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2020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
이 사 장 김 종 준
상임이사 최 우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