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제회- 2015 회계년도 재무 보고서
자비의 희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께 국가형제회 2015 년도 회계 보고를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회계보고서는 일반기금 보고서, 특정기금 보고서,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의 각 업무별 활동 보고서등 3 가지
보고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국가 형제회 평의회의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위한 각고한 노력과 함께, 저는 지구회장이며 형제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의구심의 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형제회 보고서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3 가지 보고서를 검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일반기금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15 년도 예산안에 준한 총수입금과 총지출금 입니다. 총지출금은 2015 년도책정된 예산 지출금
보다 적게 지출되었으나, 총수입금은 예산안에 훨씬 못 미처 $56,033.34 의 적자를 기록 했습니다.
2014 년도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검토 해보면, 위에 언급한 적자금액은 예견되었었고,수입과 지출의
균형있는 예산안을 위해 전년대비 총이익금을 기타 수입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필요했던 지출로 대부분이 동의 하였습니다. 2016 년도 국가형제회 모임(Quinquennial)을 취소로
인한 벌금 비용 ($49,349.25)이 발생 하지 않았더라면 적자폭은 훨씬 감소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가형제회 모임 (Quinquennial) 취소 관련은 2015 년도 총회에서 자세히 검토 되었습니다. 구좌항목
7150 (평의원 회의) 은 새로 선출된 국가형제회 평의원들이 업무차 12 월에 별도의 회의를 갖게 되어 예산안 대비
$3,305.80 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반면, 2015 년 1 월 1 일에 은행 수표 구좌와 저금 구좌에 총금액이 $349,064.08 이었는데, 활동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년 12 월 31 일 총 마감 잔액은 $340,931,64 이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관대한
유증과 기증 덕분입니다.

특별기금 보고서
이 보고서의 상단 부분은 분기별, 업무활동별 각 구좌의 시작 금액과 마감 잔액금이 나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하단 부분은 St. John The Baptist 관구의 증여금으로 인하여 1997 년 설립된 Duns Scotus Secular Franciscan
Formation Trust Fund (Duns Scotus 재속프란치스코 양성 신탁 기금)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 년간동안 매년 말 투자기금의 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기금 업무활동 구좌
3 번째 보고서로 2015 년도 의 모든 기증받은 수입과 NAFRA 의 각 지출항목들이 자세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활동 지출금은 증여기금 (구좌 7307)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국가평의원들과 더불어 국가형제회 재무/회계분과 업무의 관리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겸허하고
진솔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형제회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평화와 모든 선,

Jerry Rousseau, OF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