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불편 Information

QR 01
자발적불편운동을
시작합시다(신동식)
QR 02
[QnA영상] 자발적불편운동,
이것이 궁금해요(손봉호)

QR 03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아 낌없이 보여주 는 나 무

[다큐영상] 자발적불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조건 편리보다
이웃과 약자를 위한

자발적 불편

자발적불편은
내가 먼저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QR 04

[캠페인]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발적불편 50가지

QR 05
[캠페인] 직장에서 실천하는
자발적불편 59가지
QR 06

[캠페인] 교회에서 실천하는
자발적불편 50가지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려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2-794-6200 후원계좌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공동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기윤 실 소 개영상 바로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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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불편운동
한눈에 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발제자료, 과제물 등을 제출할 때
종이 절약하기(모아찍기,양면출력)

자발적불편 Idea
WHAT

학교에서

기윤실 자발적 불편운동은 무엇인가요?

“자발적불편운동은 과도한 경쟁과 탐심으로 부패하고 불행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웃과 약자를 위해 편리를 누릴 권리
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운동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학교 등 곳곳
에서 환경, 인권, 에너지, 자원,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개발하고 공유합니다.”

WHY

교회에서

왜 자발적 불편운동이 필요한가요?

“우리사회는 너무 경쟁적입니다. 돈, 명예, 권력 같은 하
급가치들은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게 되는데,
사랑, 자비, 지혜 같은 고급가치들은 한 사람이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
이 적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고급가치들보다 하
급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경쟁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 경쟁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약자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레가튬연구소 각국 번
영지수 110개국 중 26번째, 생활만족도 104번째)”

WHO

약한 친구 도와주기
분리수거 잘하기
정직하게 시험보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 불편운동에
참여해야 하나요?

“편하게 산다는 것 역시 나에게 돈이나 권력, 명예로 상징되는 힘이 있
어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본다는 말은 결국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양
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 공익을 위해서 나 먼저 손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
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자발적불편운동 비전레터,
QnA영상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자발적불편

지역주민들에게 교회공간 개방하기
주보, 소식지 재생종이로 만들기
교회재정 투명하게 공개하기
교회 십자가 전기절약형으로 설치하고,
최소한으로 점등하기
교회 식당에서 친환경 농산물 또는
도농직거래 재료 사용하기
사회적기업
제품 사용하기


Action

직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기전력줄이기(모니터, 멀티탭)
내 집처럼 냉,난방기 아껴쓰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정직하게 주고받기

가정에서
혼수장만은 검소하게 하기
장바구니, 텀블러 늘 가지고 다니기
정기적인 정리정돈을 해서 필요한 물품과
과소비를 점검 해보기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만 조리하기
가족들이 다함께 자원봉사하기
재활용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