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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회총연합 보고

제104회기 한국교회총연합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사무총장 신평식

1. 조 직  

1)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직전총회장) 문수석 목사(예장합신 총회장)

2) 상임회장
김종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윤보환 감독(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 윤재철 목사(기침 총회장)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 신수인 목사(예장고신 총회장)
채광명 목사(예장개혁 총회장) 김윤석 목사(예성 총회장)
안호상 목사(예장합동보수A 총회장)

3) 공동회장
김영숙 목사(예장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신민규 목사(나성 총회감독)
김생수 목사(그교협 총회장) 박정균 목사(예장웨신 총회장)
권오삼 목사(예장보수 총회장) 권인기 목사(예장성경 총회장)
정진성 목사(예장정통보수 총회장) 박남교 목사(예장합동복구 총회장)
정인석 목사(복음교회 총회장) 정성일 목사(그교협교역자 총회장)
김영정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 홍정자 목사(예장진리 총회장)
박국평 목사(예장보수개혁 총회장) 김은섭 목사(루터회 총회장)
김경인 목사(예장합동선목 총회장) 조경행 목사(예감 감독)
우선화 목사(예장피어선 총회장) 김성남 목사(예장호헌 총회장)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

4) 법인이사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이승희 목사(예장합동) 전명구 감독(기감) 이영훈 목사(기하성)
윤보환 감독(기감) 박종철 목사(기침) 신상범 목사(기성) 김성복 목사(예장고신)
이상문 목사(예성) 이윤구 목사(예장개혁) 박삼열 목사(예장합신) 김영수 목사(나성)
김탁기 목사(그교협) 림형석 목사(예장통합) 엄진용 목사(기하성) 김종준 목사(예장합동)
류정호 목사(기성) 문수석 목사(예장합신)

5) 법인감사
이상규 목사(예장개혁) 김양일 장로(기하성)

6) 실무임원
총 무 최우식 목사(예장합동)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협 동 총 무 변창배 목사(예장통합) 김일엽 목사(기침) 설봉식 목사(기성)

강상구 목사(예장개혁) 이승진 목사(예장합동중앙) 이창환 목사(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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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교단별 교세 및 회비

강보식 목사(그교협)
서 기 엄진용 목사(기하성) 부 서 기 이강춘 목사(예성)
회 계 박영근 목사(기감) 부 회 계 정성엽 목사(예장합신)

7) 사무처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사무국장 정찬수 목사
정책국장 김영민 목사 사무주임 이아소

No 교단 교단장
총무

/사무총장
 교회수 

연회비
(만원단위절사)

비고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김종준 최우식 11,885 100,000,000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태영 변창배 9,190 91,900,000

3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조병철 6,695 66,950,000

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엄진용 5,010 50,100,000

5 기독교한국침례회 윤재철 김일엽 3,376 33,700,000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설봉식 2,845 28,400,000

7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신수인 이영한 2,091 20,900,000

8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채광명 강상구 1,175 11,700,000

9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윤석 이강춘 1,087 10,800,000

10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문수석 정성엽 961 10,000,000

1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김영숙 이승진 205 2,000,000

12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신민규 이창환 323 3,200,000

13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김생수 강보식 300 3,000,000

14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박정균 이준영 213 2,100,000

15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 권오삼 김고현 212 2,100,000

1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A) 안호상 이영언 215 10.000.000

17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 권인기 김성실 220 2,200,000

18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 정진성 노문호 202 2,000,000

19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구) 박남교 소병기 200 2,000,000

20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정인석 김기혁 200 2,000,000

21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정성일 유상훈 210 2,100,000

2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김영정 홍찬혁 200 2,000,000

23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홍정자 조준규 200 2,000,000

24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 박국평 김명희 200 2,000,000

25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홍택주 200 2,000,000

2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 김경인 이유은 200 2,000,000

27 예수교대한감리회 조경행 이범식 200 2,000,000

28 대한예수교장로회(피어선) 우선화 오지영 2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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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회 정기총회 주요 결의사항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10:00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1) 회원

본회 회원 자격에 대하여 행정보류 서류를 보내온 예장백석측에 대하여는 회원교단 상태는 유

지하기로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피어선총회) 교단은 제2회 총회부터 회원이 되었음을 확인하

고,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교단은 제3회 총회부터 회원이 되었음을 가결하다. 

2) 법인 주무관청 변경 

본회 법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의 주무관청을 현행 서울시에서 회원 교단 다수가 문체

부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전국규모의 단체임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법인 주무관청 

변경을 요청할 것을 결의하다. (이행결과, 2020년 2월 27일자로 문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으로 변경됨) 

3)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배정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평화통일 위원회 윤마태 교육협력 위원회 황덕형 바른신앙진흥 위원회 최성은

사회정책 위원회 소강석 언론홍보 위원회 유관재 예산심의 위원회 박영근

선교협력 위원회 이인구 교류협력 위원회 정동균 회원실사 위원회 엄진용   

4) 2020년 주요사업 결의

① 근대문화유산보전법(가칭) 제정 추진 

② 3.1절 기념예배, 8.15 기념예배 

③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대회

④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예배

⑤ 이주민(다문화) 합창 경연대회

⑥ 생명존중 사업 (낙태 반대 및 저출산, 동성애 등 대책)

⑦ 기독교 사회정책 심포지엄

⑧ 이단 및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상들에 대한 심포지엄

⑨ 한국교회 연합 운동에 대한 언론인 포럼

⑩ 소외된 이웃 돌봄 사업 (명절 쪽방촌 위로 사업, 사랑의 김장 지원 사업) 

⑪ 동북아 교회 연대 추진 

⑫ 북한 지원 사업, 통일운동 추진

⑬ 교단 대항 목회자 축구대회 

29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김성남 황연식 212 2,120,000 신입회원

3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장종현 김종명 7,373 73,700,000 행정보류

합 계 55,800 536,9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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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교육공과 심포지엄 및 공과전시회

⑮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 II

⑯ 교계원로 초청 오찬(감사초청)

⑰ 젊은 목회자 100인 포럼

⑱ 신학대학 총장단 간담회

⑲ 신년하례회 / 법인이사 초청 수련회

⑳ 그 외 총회에서 보고되지 않는 별도사업의 경우 대표회장회의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상임

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는 사업들은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주관한다.

4. 제3회 총회 결의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제3회 총회 결의문

한국교회 공교단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제3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의 방향

과 기도를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한국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현 시국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교적 난제와 국론의 분열로 미래를 향한 전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는 정치와 이념의 대립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화합하는 국민

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정치적 선택은 교인들의 자유에 속한 것임을 

확인하며, 현실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호 교류와 평화공존을 

넘어 완전한 화해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경제적 약자들과,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하며, 영혼의 구원과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

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은 변치 않는 하나님

의 질서를 존중하여,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가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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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교총 주요 사업 결과 보고

1) 제3회 정기총회

일시 : 2019. 12. 5(목)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2) 국민미션포럼 – 초갈등사회 한국교회가 푼다

일시 : 2019. 12. 19(목)

장소 :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

협력 : 국민일보목회자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3)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연 3회 진행)

일시 : 2019. 12. 21(토), 2020. 1. 21(화)

장소 : 성민교회(용산구 동자동) 및 돈의동

협력 : 한국교회봉사단

4) NAP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전달

일시 : 2020. 1. 6(월) / 청와대 

2020. 1. 29(수) / 자유한국당

2020. 2. 12(수) / 더불어민주당

5) 신년하례회

일시 : 2020. 1. 8(수)

장소 : 아현성결교회

6) 법인이사 부부초청 수련회

일시 : 2020. 1. 16(목)~17(금)

5. 우리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국가와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시대를 ‘민국’시대로 열게 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고양할 것이며, 젊은 목회자들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대 명령을 수행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제3회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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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송도 오크우드호텔

7) 대표회장 기자간담회 –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개최의 건

일시 : 2020. 2. 5(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협력 : CTS기독교TV

8) 코로나19 관련 긴급상임회장회의 및 기도회

일시 : 2020. 3. 12(목)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9) 상임회장교단 이단대책 관계자 연석회의

일시 : 2020. 4. 13(월)

장소 :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

10) 한국교회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

일시 : 2020. 5. 31(주일)

장소 : 전국교회

협력 : 새에덴교회, 사랑의교회

11) 한국교회 이슬람공동대책위원회 연석회의

일시 : 2020. 6. 2(화)

장소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사무실

협력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12)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70주년 기념예배

일시 : 2020. 6. 18(목) 

장소 : 영락교회당

협력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3) 한국교회총연합 법인 주무관청 변경 감사예배

일시 : 2020. 6. 19(금)

장소 : 국민일보 빌딩 12층 루나미엘레

14) 제21대 국회개원 국회조찬기도회

일시 : 2020. 6. 24(수)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협력 :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1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일시 : 2020. 6.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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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6) 회원교단 총무단 워크숍

일시 : 2020. 7. 6(월)~7(화)

장소 : 이천 에덴파라다이스호텔

17) 제4회 정기총회

일시 : 2020. 12. 3(목)

장소 : 미정

6.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교총 대응 상황 보고

시행일자 / 제목 주요내용

2월 3일(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한국교회총연합 성명

정부는 하루빨리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투명한 소통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 
관계자들과 병원 종사자들에게 신뢰와 감사,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2월 8일(토): 아산시 방역용품비 
지원

한교총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 총무 이영한 목사 아산시에 기금 전
달 / 성금은 대표회장회에서 마련

2월 14일(금) : 한교총, 
목회서신

1.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적십자사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2월 21일(금)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 
성명   

1. 회원교단은 예배 및 집회에 관한 지침마련 및 시행 요청합니다. 
2. 예배당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사태로 한국교회는 신앙 점검과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4. 중국과 감염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혈 등의 나눔에 힘씁시다. 

2월 24일(월) : 본회 
총무단회의

각 교단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함

2월 26일(수) : 한교총 성명서 1.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라.
2. 신천지 예수증거장막성전과 교주 이만희는 직접 국민 앞에 사죄

하고 방역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라. 
3.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바란다. 
4. 한교총에서는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한다. 

3월 4일(수) : 한교총 성명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모든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고 해체절차를 밟아
야 한다. 교회는 신천지에 속아 넘어간 이들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금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며(전문상담소 등) 이
들을 받아줄 수 있는 개 교회별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 

3월 6일(금) : 현수막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 현수막 설치 – 연동교회 외벽 

3월 6일(금) 
한교총(ucck)&교회협(ncck) 
공동성명
: 코로나19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신천지가 대사회적 공개사과와 철저한 보상을 할 것을 촉구. 신천지 
시설들을 신천지 환자들에게 제공하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12
지파장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벌하라. 코로나19 사태로 인
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왜곡된 신앙의 위험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종교로서 사회적 책무와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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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제목 주요내용

3월 7일(토) : 국회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평 

국회가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조속한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피나는 노력을 큰 눈으로 바라
보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빠른 코로나19 사태 종결과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3월 9일(월) : 경기도지사에 
공문 발송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에 대한 본회의 입장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보도는 교회 내부자들을 자극하
여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

3월 10일(화) : 본회 실무임원 
회의

1. 교단 상황과 한교총 대응 상황 점검
2. 긴급 기도회 필요성 공감
3. 3월 12일 상임회장 회의 및 기도회 소집 요청 
4. 성명서/목회서신 발표 준비키로

3월 12일(목) : 본회 
상임회장단회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상임회장단회의 및 기도회 / 한국교회기독
교100주년 기념관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배석
- 3월 22일(주일)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특별기도회 개최키로

3월 18일(수) : 대표회장회의 BH 초청 주요교단장 간담회 – 달개비
- 개학이 2주 연기됨에 따라 3월 22일 기도회 연기 

3월 19일(목) : 한교총(ucck) 
& 교회협(ncck) 공동담화문 
발표 

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1. 일부교회 집단감염 송구 표명
2. 안전수칙 준수요청
3.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달라

3월 23일(월) : 
더불어민주당코로나대책위원장 
내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대책위원장 본회 김태영 이사장 내방
교계 감사 및 협조 요청

3월 24일(화) : 신임종무실장 
내방 

신임 최병구 종무실장 한교총 내방인사 및 코로나19관련 협조요청 

3월 25일(수) 성명서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라
1. 정통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했다.
2. 정부는 한국교회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3. 22일 주일에 공무원 경찰을 동원해 예배를 감시하고 방해했다. 

역사상 유래없는 불신과 폭력행위이다. 또한 공정의 정신을 훼손
했다.

4월 2일 ~ 5월 말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한 전파사용신청 접수 시작 

6월 2일(화) 성명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성명 (코로나 관련)

7월 8일(수) 성명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기자간담회 
1.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함께 막아냅시다.

7월 8일(수) 성명서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한교총 논평
1.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이다.

7월 10일(금) : 문체부장관 
내방 

문체부 박양우 장관 본회 김태영 이사장 내방
중대본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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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결산 현황

시행일자 / 제목 주요내용

7월 14일(화) : 상임회장단 
회의

중대본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긴급 상임회장단 회의 소집

7월 15일(수) 기자브리핑 중대본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본회의 입장 기자브리핑

(사)한국교회총연합 수입 예산

내    역 2회기 예산 2회기 결산 3회기예산 비    고 

전기이월 272,706,607 272,706,607  8,644,209 

회비

소계 523,220,000 451,620,000 730,570,000 

전기미수회비 183,480,000 194,020,000 194,020,000 

회원교단회비 339,740,000 257,600,000 536,550,000 만원단위 절사

사업수입

소계 130,000,000  196,450,000 350,000,000 

기타사업수입 130,000,000 40,200,000 350,000,000 

축구대회  - 31,500,000   - 

3.1운동100주년      - 68,500,000     - 

교단장수련회      -  6,000,000     - 

쪽방촌봉사      - 3,750,000     - 

교육심포지엄       - 5,000,000     - 

다문화합창대회       - 36,300,000      - 

총무단워크샵      - 3,200,000     - 

6.25기자간담회      - 2,000,000     - 

급여지원
소계 24,000,000 14,900,000 

급여지원국장 24,000,000 14,900,000     - 

기타수입

소계 54,000,000 72,577,197 17,500,000 

잡수입오입금      - 1,088,690     - 

기타수입 3,000,000 41,286,337 2,000,000 

이자수입 1,000,000 202,170 500,000 

법인관련수입 50,000,000 30,000,000 15,000,000 이사회비 등

발전기금
소계 80,000,000 60,000,000 60,000,000 

발전기금 80,000,000 60,000,000 60,000,000 대표회장 
발전기금

합 계 1,083,926,607 1,068,253,804 1,166,7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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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회총연합 지출 예산

내    역 2회기 예산 2회기 결산 3회기 예산 비 고

사무 
행정비

소계 36,000,000 26,622,728 35,000,000 

사무비 6,000,000  2,568,390 6,000,000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주차교통비 11,000,000 10,490,300 9,500,000 건물 시간주차 등

통신비 5,000,000  4,206,520 5,500,000 유무선통신비 등

비품비 9,000,000  6,728,128 9,000,000 비품비 등

우편발송비 5,000,000  2,629,390 5,000,000 우편 및 택배 발송비

회의비

소계 91,000,000 44,257,810 104,000,000 

총회 20,000,000 19,337,220 20,000,000 연 1회

대표회장회의 8,000,000  4,526,000 10,000,000 월 1회

상임회장단회의 5,000,000    122,500 10,000,000 연 7-8회

임원회의 10,000,000  3,321,000 10,000,000 연 2-3회

실무회의 6,000,000  2,624,040 6,000,000 연 7-8회

각 위원회의 16,000,000  5,203,110 16,000,000 9개 각 위원회의 

워크샵 20,000,000  8,773,940 20,000,000 교단장부부수련회 등

총무단회의비 6,000,000    350,000 12,000,000 총무단 수련회 등

사업비

소계 225,000,000 205,757,345 282,000,000 

신년하례회 3,000,000    630,000 15,000,000 연 1회

3.1절 60,000,000 59,192,920 10,000,000 심포지엄 예정

6.25 70주년기념 5,000,000  1,370,000 10,000,000 2020년 특별사업

광복절 5,000,000  1,960,000 5,000,000 

정책개발 5,000,000  2,705,710 10,000,000 
NAP독소조항, 
동성애 관련 등

사회사업비 5,000,000    100,000 10,000,000 
쪽방촌 봉사, 
사랑의김장 등

통일사업 29,000,000 28,990,000 40,000,000 

3040목회자 포럼 12,000,000 10,415,200 20,000,000 3040목회자 포럼

원로초청오찬     - 12,000,000 연 1회 

축구대회     - 35,000,000 연 1회 

다문화합창대회     - 55,000,000 연 1회 

낙태예방 및 
저출산포럼

 - 20,000,000 연 1-2회 

기타위원회사업 101,000,000 100,393,515 40,000,000 

운영 
관리비

소계 222,000,000 173,654,712 244,000,000 

공과금 19,000,000 17,528,160 20,000,000 4대보험, 기타공과금

회원관리비 25,000,000 17,129,210 30,000,000 교단 총회화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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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2회기 예산 2회기 결산 3회기 예산 비 고

사무실임차료 68,000,000 67,082,400 68,000,000 

홍보비 30,000,000  8,239,080 30,000,000 기념품 제작 등

접대비 15,000,000 11,202,830 15,000,000 

업무추진비 24,000,000 18,696,500 24,000,000 총무 및사무총장 

복리비 15,000,000 14,573,320 27,000,000 
명절 및 휴가 
복리비, 야근식대등

법인운영비 16,000,000 12,448,890 20,000,000 
법인등기, 
이사등재비용 등

출장비 10,000,000  6,754,322 10,000,000 시내,국내,국외 출장 

인건비및
복지

소계 168,000,000 166,299,000 219,000,000 

급여 152,000,000 151,179,000 183,000,000 

단기계약직    -      - 18,000,000 

퇴직연금 16,000,000 15,120,000 18,000,000 

자산

소계 315,000,000 311,220,000 70,000,000 

임대보증금 15,000,000 11,220,000 -

차입금변제 40,000,000 

자산적립금 300,000,000 300,000,000 30,000,000 

사무실공
사

소계 15,000,000 10,978,000      - 

내부 공사비  7,000,000  6,089,000 - 

집기 구입비 8,000,000  4,889,000      - 

예비비
소계 926,607      - 212,714,209 

예비비 926,607      - 212,714,209 

합계 1,072,926,607 938,789,595 1,166,714,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