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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은급재단 보고

제105회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소강석
상임이사 고영기

1. 조직
∙ 이 사 장：소강석
∙ 상 임 이 사：고영기
∙이
사：배광식 하재삼 이남국 유장춘 권준호 김한성 정계규 육수복 정창수
∙감
사：강성재 남수현

2. 회의
1) 이사회
(1) 제1차 회의
일
시：2020. 11. 24(화) 15:0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신임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
원의 종류와 정수) 1항에 의거 이사장 됨을 결의하다.
② 신임상임이사 고영기 목사가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2항에 의거 상임이사 됨을 결의하다.
③ 법인자산 보고를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다.
④ 임원선임 건을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결원 임원에 대해 정관 제6조 1항에 의거 총
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사 정계규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⑤ 연금Ⅰ2021년 표준급여표(안)에 대하여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전년대비 1%(1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장활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⑥ 연금Ⅱ 적용금리에 따른 연금납입액 현황을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2021년 1월부
터 2.9%(1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육수복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한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⑦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에 대하여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장활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⑧ 계약직 직원(정진영) 퇴사 및 신규 직원(유승철) 채용을 확인하다.
⑨ 제104회기 결산 및 제105회기 예산(안)을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외부감사를 받고
재심의하기로 이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장활욱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
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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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사 유장춘 목사에게 위임하여 최춘경씨를 상대로 진행한 고소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을 확인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2021. 3. 2(화) 16:00
장
소：새에덴교회
결의사항
① 임원선임은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총회임원회의 이사 추천을 근거로 배광식 목
사(남울산노회, 대암교회)를 이사로 남수현 장로(경기남, 새에덴교회)를 감사에 선임하기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 김성태 장로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에 임원 추천을 요청하기로 이
사 이남국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② 외부감사 보고서를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권준호 목사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③ 제104회기 결산 및 제105회기 예산(안)을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 육수복 목사
의 동의와 이사 정계규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④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상임이사 고영기 목사와 이
사 육수복 목사, 이사 이남국 목사를 선임하기로 이사 하재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 목
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2021. 5. 21(금) 13:08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법인 중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강성재 장로로부터 보고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에 재론하기로 이사 권준호 목사의 동의와 이사 유장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
성으로 결의하다.
② 정관 개정 관련 소위원회 보고(제105회기 제1차)를 이사 육수복 목사로부터 보고 받고 정관
개정(안)대로 개정하기로 하고 기금과 연금(Ⅰ,Ⅱ) 규정 및 시행세칙에 대한 연구위원회 청원
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조직(이사 : 육수복 목사, 이남국 목사, 유장춘 목사)하기로 이사 정계
규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③ 은급재단 현황 및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에 따라 제공된 담보(양도채권) 관련 건을 박상
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계약 당시 매수자가 제공한 담보 설정 관련은 추후 재론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이사 유장춘 목사의 동의와 이사 이남국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④ 대구수성노회 이태연 목사가 제출한 은급비 지급 탄원(청원)서을 박상범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기로 이사 유장춘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준호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다.
⑤ 연금가입자회에서 제출한 “본 회의 총회시 보고 요청”을 이사 유장춘 목사로부터 관련 내용
에 대한 설명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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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변경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2021. 5. 3(월) 14:5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조직은 위원장 이남국 목사, 서기 육수복 목사, 위원 고영기 목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다.
②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다.
③ 기금과 연금 규정 및 시행세칙에 대하여 연구위원회를 청원하기로 결의하다.

3. 사업보고
1) 정관 개정 (허가일 : 2021년 8월 6일 강남구)
현행
제2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소
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총회 규칙에 따
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목사와 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로 한다.
⑤ 위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이사회 개
최 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총회장
이 이사장에 총무가 상임이사에 취임한다.
제3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
반될 때
제4 장 재
정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한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비고

① 임원은 총회규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
회(합동측)총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
무관청에 보고한다.

수정

④ 이사는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자로 감사는
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로 한다.

수정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은급재단이 직접 관계되는 일

수정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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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제6 장 보
칙
제34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
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 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
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추후 대 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대
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1.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
2. 연금Ⅰ 규정 및 시행세칙
3. 연금Ⅱ 규정 및 시행세칙
제2조【경과 조치】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
로 본다.
로 본다.
2001. 6. 27. 제정
2001. 6. 27. 제정
2003. 2. 3. 개정
2003. 2. 3. 개정
2004. 7. 9. 개정
2004. 7. 9. 개정
2007. 6. 21. 개정
2007. 6. 21. 개정
2013. 10. 4. 개정
2013. 10. 4. 개정
2018. 5. 16. 개정
2018. 5. 16. 개정
2021. 5. 21. 개정

수정

수정

2) 기금 현황
(1) 기금 가입 현황：4,550교회
(2) 수급자 현황

기준일：2021년 7월 31일

대상자수
은퇴기금급여
유족기금급여
합계

220명
2명
222명

금액
20,075,000원 / 月
25,000원 / 月
20,100,000원 / 月

비고

3) 연금 현황
(1) 연금 가입 현황：1,623명
(2) 수급자 현황

기준일：2021년 7월 31일

대상자수
은퇴연금급여
특례연금급여
유족연금급여
합계

244명
35명
14명
293명

금액
127,546,000원 / 月
9,628,500원 / 月
3,090,000원 / 月
140,264,500원 / 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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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산 보고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전기：2019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
당기：2020년 9월 1일 ~ 2021년 7월 31일

(당)기
당기금액

(전)기
합계

당기금액

합계

자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

336,402,164

307,302,039

336,402,164

307,302,039

107,260

6,873,580

보통예금

138,454,354

58,278,929

선급법인세

197,840,550

242,149,530

II. 비유동자산

38,474,631,343

35,948,112,321

(1) 투자자산

38,473,451,939

35,946,932,917

종합예금

584,596,890

6,478,049,432

단기대여금

111,000,000

101,000,000

37,135,835,049

28,806,203,485

642,020,000

561,680,000

(2) 재고자산

장기금융상품
개인회원보조금
(2) 유형자산
비품

1,179,404
5,700,240

감가상각누계액(비품)

(4,520,836)

1,179,404
5,700,240

1,179,404

(4,520,836)

1,179,404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38,811,033,507

36,255,414,360

부채
I. 유동부채

30,203,590

41,459,630

미지급금(거래처)

11,000,000

예수금

989,977

1,602,317

가수금

29,213,613

28,857,313

38,189,073,284

35,815,642,360

II.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91,903,046

91,903,046

기금책임준비금

9,460,606,616

9,175,929,019

연금책임준비금

28,636,563,622

26,547,810,295

38,219,276,874

35,857,101,990

부 채 총 계
자본
I.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와 자본 총계

591,756,633

398,312,370

398,312,370

7,014,058,174

193,444,263

-6,615,745,804
591,756,633

398,312,370

38,811,033,507

36,255,414,360

616❙제106회

총회 보고서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I. 매출액
수입이자
납입금수입
기타수익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기본급
상여금
접대비
통신(전화,인터넷)
제수당
퇴직급여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보험료
사무비(문구류)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비
대손상각비
회의비
전입액
연금급여
기금급여
경조비
교육비
우편료
인쇄비
잡비
S/W유지관리비
S/W개발비
법무비
부담금(연합기관)
기금관리운영비
V.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이사부담금
잡수입
VII. 영업외비용
잡손실
선취이자상각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IX.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법인세등
소득세등
XI. 당기순이익

전기：2019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
당기：2020년 9월 1일 ~ 2021년 7월 31일

(당)기
금액

(전)기
금액
6,622,622,939

1,268,006,359
3,910,807,784
1,443,808,796

6,628,141,571
1,577,837,742
3,642,476,375
1,407,827,454

6,622,622,939
6,161,922,259
12,340,840
672,800
58,016,670
23,185,000
2,466,340
1,086,690
26,336,780

31,960,870
2,574,100
63,191,040
15,840,000
3,421,000
1,163,960
4,411,920
13,360,274
62,500
1,349,334

3,906,330
2,354,210
1,373,550
237,520
24,099,661
1,878,800

1,612,520
13,853,390
9,080,161,272
5,162,500
3,642,476,375
1,707,557,648
224,015,000
880,000
1,380,000
4,939,039
1,764,523
1,153,300
13,200,000

2,976,000
3,910,807,784
1,748,722,320
221,150,000
580,000
4,250,000
11,837,617
5,804,699
3,958,200
13,915,000
8,250,000
510,000
71,205,448

6,628,141,571
14,839,660,565

3,300,000
870,000
460,700,680
185,346,309

-8,211,518,994
1,609,070,300
1,508,141,750
5,000,000
95,928,550

3,000,000
182,346,309
65,662,026
3,692,406
61,969,620

364,929,720
22,010,980

13,297,110
12,097,110
1,200,000

580,384,963
386,940,700

-6,615,745,804

193,444,263

-6,615,745,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