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는 다섯 가지 원리(5 STARS)에 기초하고 있으며, 회원

은 이 원리들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앙고백; 2 투명성; 3 책임성; 4 신뢰성; 5 의

사결정의 건전성. 

CCFK is based on the following five standards (5 STARS). Members of CCFK 

should abide by these standards: 1. Spirituality, 2. Transparency, 3. 

Accountability, 4. Reliability, 5. Sound Governance. 

 

원리 1: 신앙고백(Spirituality) 

Standard 1: Spirituality (Confession of Faith) 

회원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고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신앙고백은 재정 및 

조직운영의 기초를 제공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be committed to the confession of faith.  The 

confession of faith provides the basis for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며, 신앙생활의 최고 권위 됨

을 믿는다. (딤후 3:16).  

(1)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re inspired by God and the 

supreme authority for faith and practice (2 Tim. 3:16).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며 개인

은 물론 교회와 각 기관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판단의 최고 권위 됨을 믿

는다.  

We confess that the Scripture has the ultimate authority. We believe that the 

Scripture is written by the inspiration of God. It i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and individual organizations. It is also the ultimate authority of all decisions and 

judgments. 

(2)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후 13:13; 

마 28:19). 

(2) We believe in the Triune God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2 

Cor. 13:13; Matt. 13:14)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다. 

We confess that the Triune God is living and working even today. 

(3)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섭

리하심을 믿는다(창 1:1; 엡 1:22).  

(3) We believe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He rules over 

and sustains even now the world and the church (Gen. 1:1; Eph. 1:22).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 모든 만물과 조직이 하나님께 순

종하여야 한다. 

We believe that God created the world; He has absolute sovereignty; He rules 

over the world; and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All things and organizations 

are to submit to Him. 



(4)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

이심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또한 부활하사 하

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다(요 14:6; 요 1:14; 

마 26;28; 계 22:12). 

(4)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He is fully God 

and fully man.  We believe that human sins ar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which was shed on the cross.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savior of sinners. He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will come again (John 14:6; John 1:14; Matt. 26:28; Rev. 22:12). 

예수님이 누구이신 가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다.  

This is the confession about the identity of Jesus Christ. We confess that Jesus 

is fully God and fully man and the only savior.  He continues to intercede for 

us and will come again to the world.  

(5)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롬 8:26; 고후 13:13; 요 14:26). 

(5) We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leads us into the truth, helps us with our 

weaknesses, and will be with us until the end of the world (Rom. 8:26; 2 Cor. 

13:13; John 14:26). 

성령님의 누구시며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지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성령

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신다. 

This is the confession about who the Holy Spirit is and what He does for human 

beings.  The Holy Spirit leads us into the truth, helps us, and will be with us to 

the end. 

(6)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

이고 우리는 그의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임을 믿는다(고전 10:26; 대상 

29:11; 창 1:27; 딤후 3:16). 

(6) We believe that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ll things 

are God’s possession; we are to be God’s faithful stewards (1 Cor. 10:26; 1 

Chron. 29:11; Gen. 1:27; 2 Tim. 3:16).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고백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며,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서 실천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이다.  

This is the confession about how humans are created and what their missions 

are.  Human beings are the bearers of the image of God and His faithful 

stewards who follow and live out the will of their Creator. 

 

 

 



 

원리 2: 투명성(Transparency) 

Standard 2: Transparency 

회원은 회계 및 재정운영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maintain the transparency of the accounting and 

financial operations and provide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the 

accounting principl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1) 회원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또는 수지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1) Member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and statement of cash 

flows (or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 

재무상태표는 회원단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유동성, 

채무 상환 능력, 건전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liquidity, 

ability to repay debts, financial strength through analyzing assets, debts and 

net assets of the member organization. 

운영성과표는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며, 이를 통해 일정기간 회원단체의 운영성

과, 용역 제공활동, 그리고 용역 제공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The statement of activities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hanges in net assets, 

through which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operating performance, the 

rendering of services activities and the ability to provide services of the member 

organization for a certain time period. 

현금흐름표는 사역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따라 분류하여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의 정보를 제공하며, 수지계산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주요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The statement of cash flow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ash inflow and outflow 

categorized by ministry (operation) activities, invest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activities. The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se provides information on 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s according to the accounting entries.  

(2)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와 발생기준 및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단식부기와 현금기준에 의해 작성

할 수 있다. 

(2)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prepared based on double entry system, 



accrual basis, and fair value evaluation. Depending on situations, single entry 

system and cash basis are allowed. 

복식부기란 비영리조직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

여 기록하는 방법이며, 발생기준이란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는 상관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

로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에 의해 회계거래를 기록할 수 있다. 

Double entry system is the way to record the increase or decrease in assets, 

debts, and net assets, classifying them into debits or credits.  Accrual basis 

accounts for revenues when they are earned and expenses when they are 

incurred, regardless of actual cash receipts or disbursements.  In some 

exceptional cases, single entry system or cash basis accounting is allowed.    

(3) 회원은 직전 회계연도의 헌금과 기부금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절차 기준이 달라진다.  

Depending on the amount of previous year’s contributions and donations, the 

accounting process of the current year should be adjusted. 

회원단체는 헌금 또는 기부금 수입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재

무제표를 작성하고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금액 미만

인 경우에는 외부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

여야 한다. 일정금액 및 기타 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If the contributions and donations are above certain amount, the member 

organization should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using double entry system, 

audited by an external independent CPA.  If the contributions and donations 

are below the certain amount, the member organization may get a review from 

an external independent CPA or an expert while preparing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standards for the amount and others are specified by 

separate rules and regulations. 

(4) 회원은 헌금과 기부금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해 별도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separate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accounting of 

contributions and donations. 

헌금자 또는 기부자가 사용처나 목적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분 관리 및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처리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When the benefactor designates the purpose of the donation, it should be 



separated from other donations and recorded accordingly.  Organizations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donations management. 

(5) 회원은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기간 중에는 건전한 재정

운영 및 투명성을 유지하며, 결산 시에는 예산과 결산을 대비하여 분석 하

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establish and comply with the control 

procedures to set reasonable budget, keep sound and transparent 

financial operations, and analyze the budgeting and the closing 

accounts. 

투명한 회계 및 재정운영은 예산 수립,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유지되어

야 하며 각 과정마다 적절한 통제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Transparent accounting and financial operations should be maintained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budgeting, executing, and closing.  Proper 

control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for each stage.  

(6) 회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Every organization shall disclose its financial statements as the 

proper procedure may require. 

회원은 매년 재무제표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수 있

다. 

Member organizations shall report annual financial statements to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submit the documents to CCFK.  Member 

organizations may disclose its financial statement on its web site or daily 

newspapers. 

 

원리 3: 책임성(Accountabil ity) 

Standard 3: Accountability 

회원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을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칙을 정관 및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ach member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which it can operate efficiently and manage its assets 

effectively.  Member organizations should comply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reflect those laws and regulations in their 

by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1) 회원은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Member organizations shall strive to improve their operational efficiency. 

회원은 통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분장, 자산보호, 문서화 등 통

제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각종 법령과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과 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all make efforts to obtain control environment and to 

comply with the control procedures, such as segregation of duties, asset 

protection, and documentation.  In the meantime, member organizations shall 

do the best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 회원은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all manage their assets appropriately. 

회원은 자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

며, 자산관리명세서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정 및 오류 등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산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이 개인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all keep their assets safely from unnecessary 

consumption or theft. They shall keep Asset Management Statement or ledger 

and establish a system that may prevent them from wrongfulness or errors.  

When using assets, it should be approved in advance by a written 

documentation and should be given extra attention not to be used for a 

personal purpose. 

(3) 직원의 보수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The compensation of employees shall be set reasonably. 

회원단체의 대표자(목회자) 및 직원 등의 보수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개인의 

능력, 경험,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수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The compensation for the member organization’s president (pastor) or staffs 

should be set reasonably according to Labor Standards Act, considering 

individual capacity, experience, and performance.  Each individual should get 

four basic insurances as the relevant law requires and report and pay taxes 

according to the relevant tax law. 

(4) 회원은 특수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를 공시해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all not trade with related-parties, except for special 

cases. In those special cases, a full disclosure is required. 

회원단체는 특수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특수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수이해관계자 및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에 정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related-party transactions.  

It is best not to trade with related-parties, but when it happens, it should be 

fully disclosed. Related-parties and special cases are to be specified in 

separate internal regulations. 

(5) 회원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Member organizations should conduct internal audit. 

회원은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 조직을 구성하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혹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all organize an internal audit team to execute 

accounting audit and operational audit.  The internal audit team may prepare 

reports to present to the representative or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member 

organization.  The audit reports accompanied by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isclosed to stakeholders. 

  

 

원리 4: 신뢰성(Reliabil ity) 

Standard 4: Reliability 

회원은 모금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기부자의 의도 및 배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모금에 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The fundraising process should be transparent and reliable.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fundraising should be accurate and reflect givers’ intention and 

care.  Member organizations should comply with the laws relevant to 

fundraising. 

(1) 기부금 모집의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현재성을 반영해야 한다. 

  

The information provided for fundraising should be comprehensive, accurate, 

and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사실의 표현, 회원의 재정 상태에 대한 기술 등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

야 한다. 전달된 정보는 가장 최근의 정보여야 하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과장이나 왜곡됨이 없이 정확해야 한다.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facts and financial status should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s accurately.  The information should be most recent, include 

necessary data, and be accurate without exaggeration or distortion.  

(2) 기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information shall reflect givers’ intention and consider the givers. 

기부금 모집의 안내문은 기부금 모집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기부자의 기대 및 예상 사용용도와 부합해야 한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

하며, 모집된 기부금이 목적 사업을 완수하기에 부족하거나 필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Fundraising announcement should clearly describe the contents and purpose of 

donation and meet the givers’ expectation about prospective usage.  Member 

organizations express gratitude to givers.  When the raised fund falls short of 

or exceeds the needed amount, the organizations should notify the givers. 

(3) 기부금 모집과 관리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기타 단체 등 각각

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Fundraising and its management should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depending on public-interest corporations, designated- donation institution, 

and other organizations.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그리고 기타 단체 등에 따라서 세법 등 해당 법령이 

다름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기부금의 모집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acknowledge that tax laws and other relevant 

laws are vary depending on public-interest corporations, designated-donation 

institution and other organizations.  Fundraising and its management should be 

executed accordingly.  

 

원리 5. 의사결정의 건전성(Sound Governance) 

Standard 5. Sound Governance 

회원은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회원단체의 의사결정기구는 동 단체가 표방하는 사역의 목표와 비전

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Member organizations should establish sound governance and install 

reasonable decision making procedures.  In addition, the decision making 

body of the member organization should strive to accomplish the proclaimed 

purpose and vision of the organization’s ministry. 

가. 교회의 경우 

A. Church Organization 

교회 회원은 교단 헌법에서 정하는 조직에 준하여 정관 등에 필요한 의사

결정기구와 재정 감독조직을 규정하여야 한다. 

Member churches should specify necessary decision making body and financial 

supervisory body in their bylaw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denominational constitutions. 



교회 회원은 해당 교단의 헌법에 준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는 의사결정기

구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재정관리와 감독기능이 기술되어 있어

야 한다.  

Each member church creates bylaws based on its denominational constitution.  

Decision making body and procedure should be specified in the bylaws. 

Especially, financi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 needs to be 

described in the bylaws.   

나. 교회 이외의 비영리단체의 경우 

B. Non-profit organizations other than churches 

(1) 회원단체는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지침을 정관과 내부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1) Member organizations should includ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guideline of the board in their bylaws and internal regulations 

이사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사회의 조직 및 내규는 정관 및 규정에 

별도로 작성되어 비치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등록된 회원단체는 국가기관에서 요

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The board of trustees is an important decision making body.  The organization 

and internal regulations of the board should be separately created and 

accompanied by the bylaws and regulations.  Member organizations that are 

registered as national agencies should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board members’ qualifications as the national agencies specify. 

(2) 이사회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The board of trustees should be constructed to secure its independency.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회원단체나 직원 혹은 다른 이사 

등과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독립성이 훼손되어 이해상충에 처해질 수 있다.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board should be independent.  If 

there are any special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 organization, staffs 

and/or other board members, the independency may be compromised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may occur. 

(3)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지며, 회원단체의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The board of trustees ha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pecified in the bylaws. 

The board strives to accomplish the purpose and vision of the member 



organization. 

이사회는 회원단체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관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이사회는 회원단체의 비전과 방향설

정에 책임이 있으며 회원단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upports and supervises the member organization’s 

operations and management.  The board of trustees is responsible to establish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he member organization, and strives to lead the 

member organization sustainable.  

(4) 이사회는 직접 또는 위임의 방법으로 회원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권

한을 갖는다. 

(4) The board of trustees is responsible to supervise the member organization’s 

finance, directly or by commissioning. 

이사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회원단체의 재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

산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외부감사 선임을 승인한다.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s of the board is to supervise the member 

organization’s finance.  In order to do that, the board approves the budget/the 

closing and the appointment of external audit.  

(5) 회원은 업무와 재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내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내

부감사인은 이사의 경우에 준하여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5) Member organizations should appoint an internal auditor to supervise the 

operation and finance of the organization.  Internal auditor should maintain 

his/her independency and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w and 

accounting. 

회원단체는 업무의 효율성 및 재정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내부감사인을 선임한다. 

내부감사인은 회원단체와 이사회 및 회원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인

은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및 식견을 구비한자로서, 업무 및 재정사

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회원총회에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Member organizations appoint an internal auditor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financial transparency.  The internal auditor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member organization, the board of trustees, and other 

members.  In addition, the internal auditor should have expertise in accounting 

and finance with plenty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He/she is responsible 

to review the operational and financial situation of the member organization and 

notify the auditor’s opinion to the board and the member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