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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이 창립된 지 9년이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동과 청소년에 달렸다고 생각하여, 삼일미래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사업 등을 

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지난해 기부자 3,430명의 

이름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2016 연차보고서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과정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참여자로부터 

공감을 얻고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비영리기관도 회계와 사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부금 모금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제정하여 

매년 모범적인 기관을 상찬함으로써 다른 많은 기관들도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을 위한 회계와 세무교육을 함과 

동시에 연차보고서 작성 교육도 실시하는 등 모든 비영리기관이 투명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 함께 사회 복지 사업을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성숙된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이 다른 비영리공익법인들과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Chairman’s message

2017년 3월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서  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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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ndation

법인명 재단법인 삼일미래재단

대표자 서태식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설립일자 2008년 3월 21일

기본재산 70억 원 (2016년 12월 31일 기준)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Who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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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sion

Respected, Trusted Firms and People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 그리고 임직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의 조직과 

임직원들이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Better Future for Children and Community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삼일미래재단은 교육 지원과 

생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각자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며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비영리공익법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공익법인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내용이 관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때, 각 법인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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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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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단위: 명) 기부금     (단위: 원)

목적사업비    (단위: 원)기본재산   (단위: 원)

2억

3천
만 1억

7천
만

2억

8천
만

4억

4천
만 4억

3천
만

5억

6천
만

6억

2천
만 5억

9천
만 5억

5천
만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8

2009
2010

4억
10억

16억
21억

29억

43억

52억
63억

70억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8

2009

1,6
55

3,6
95 4,15

8
4,19

5 4,2
58

4,0
98

3,8
97

3,7
72

3,4
3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8

2009

6억
5억

9천
만

9억

4천
만

10억

4천
만

15억

4천
만

17억

5천
만

15억

3천
만 15억

1천
만 13억

5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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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구성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부금수입 945,548,646 1,048,965,464 1,548,217,911 1,752,695,299 1,536,288,260 1,514,064,930 1,356,060,450

이자수익 58,586,865 66,928,989 93,764,945 113,841,474 132,290,305 115,212,799 115,496,0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7,970,087 41,120,018 38,865,374 89,486,423 86,734,537 173,573,322 104,256,361

잡수입 등 870,000 235,381 1,209,350 506,759 193,851 229,130 227,419

총 수입 1,032,975,598 1,157,249,852 1,682,057,580 1,956,529,955 1,755,506,953 1,803,080,181 1,576,040,269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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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용

558,485,560원

2016 목적사업별 지출 비율 

23.5%

7.2%

10.7%

1.8%

34.6%

21.3%

0.9%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비 

193,023,560원

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사업비

131,343,400원

긴급 재해 지원 사업비

60,000,000원

화상 의료 지원 사업비

40,000,000원

봉사동호회 활동 사업비

10,000,000원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개선 사업비

119,118,600원

기타 지원 사업비

5,000,000원

청소년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긴급 재해 지원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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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 설립 

안경태 이사장 취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비영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개최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 후원

수단 다르푸르 난민 어린이 후원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2010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어린이 후원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후원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일본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제4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세무/연차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 (3회)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박오수, 서태식, 주인기, 

허성관 이사 선임

서태식 이사장 취임

2009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2008 2009 20122010 2011

History
아동·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믿음을 가지고 2008년 설립된 삼일미래재단은  

전문성, 적시성, 지속성, 투명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통해 기부자와 후원자 간의 신뢰를 쌓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대한민국 사회 시민의 일원으로 의식을 함양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 원거리 지역 경제교육 

용산구 5개 지역 아동센터 지원 

주거 환경 위기 아동 후원 

영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연(緣) 음악회

아동·청소년 도서지원 

초등학교 경제교육 - 신임 파트너 

그룹홈 거주 청소년 후원

영재 청소년 후원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화상 아동·청소년 환자 후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후원 

초등학교 경제교육 - 신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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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어린이 후원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격려금 전달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제작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배움발표회 

진행

이주여성과 자녀 주거 마련을 위한 

바자회 지원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비영리법인 운영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 배포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월드비전 감사패 수상

김기웅, 류승우, 이만우 이사 선임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비영리공익 

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 개최

『비영리법인 운영매뉴얼』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강의 진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감사패 수상

2013 2014 2015 2016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 원거리 지역 경제교육 

용산구 5개 지역 아동센터 지원 

주거 환경 위기 아동 후원 

영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연(緣) 음악회

아동·청소년 환경 교육 

아동·청소년 도서지원 

초등학교 경제교육 - 신임 파트너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장학금 후원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그룹홈 거주 청소년 후원

영재 청소년 후원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화상 아동·청소년 환자 후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후원 

전문성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적시성

삼일미래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주고 

있습니다.

지속성

삼일미래재단은 매년 사업별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삼일미래재단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제교육 - 신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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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6 Outcomes

11,023 Hours
삼일회계법인 임직원의 봉사 참여 시간 36 page

14 Schools 3,768 Students
대한민국 미래만들기를 통해 경제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 12 page

18,185 Books
아동·청소년의 도서 습관 향상을 위한 책 13 page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가정 수 28 page

470 & 721
Students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 방학캠프 프로그램 참여 누적 인원 18 page

21 Organizations
비영리법인 투명성 향상을 돕는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 기관 24 page

82 & 314 Children
화상 치료비 지원 화상 환아 수 & 심리 치유 캠프 참여 인원 32 page

영재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는 장학금 10 page

403,000,000 
WON

97 Families

163 Teens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사교육비 지원 인원 

2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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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Highlights

학업 우수 북한이탈청소년 

추가 선정

삼일미래재단은 학업이 우수한  

4명의 북한이탈청소년을 추가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들이 평소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이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과목을 

보충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12page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유독 주목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언론, 삼일회계법인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본 세미나에서 

세무, 회계와 관련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Q&A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25 page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제주도 캠프

삼일미래재단은 2016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대안 교육기관인 

글로벌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삼일미래재단의 지원으로 제주도 

역사탐방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와 집 주변을 벗어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정말 즐거웠다”라며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21 page

지역아동센터의 연말 배움 발표회 

삼일미래재단이 후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기 힘든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즐거운 문화 활동을 통해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그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2016년 연말, 삼일미래재단이 직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배움 발표회를 찾아갔습니다. 22 page

Change makes change!  

돼지 저금통의 졸업

작은 동전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기를 바라며 2010년 시작한  

‘Change makes change’가 현금 

사용이 감소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2016년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 임직원들은 1년간 

열심히 모은 묵직한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마지막 개최를 

기념하며, 매년 빠지지 않고 기부에 

참여한 돼지들에게 졸업 사진 

촬영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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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버클리 음악대학의 유학생이 된 국악 영재 

김태현 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바쁜 캠퍼스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맞닥뜨린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전 과목 A를 받은 김태현 군. 

김태현 군이 미국에서 기부자들께 보낸 

편지를 공유합니다! 14 page

이수빈 

201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새내기가 된 

이수빈 양은 국내외를 오가며 바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월간 ‘객석’

에서 2016년을 이끌 차세대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며, 바이올린 영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기창 

2016년 한 해 대학 입시에 매진했던 

이기창 군은 당당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진학을 가장 희망한다는 한국예술종합 

학교에서 실력을 다져 세계를 이끄는 

피아니스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홍유진 

벌써 대학 4학년이 된 바이올린 영재 

홍유진 양. 2014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 입학으로 주목을 받은 홍유진 

양은 교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홍유진 양이 

후원자들의 응원을 받아 앞으로도 좋은 

공연 활동을 이어가며 대학생활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What we do
01

영재 청소년 후원

재능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꿈을 접어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영재 청소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예술과 

체육부문의 유망주 8명에게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2016년 후원 영재 청소년 활약 엿보기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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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우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꿈꾸는 김근우 

군은 2016년 좋은 성적으로 후원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배 골프 대회에서는 

개인전 1위를 차지했으며 르꼬끄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 대회에서는 2위를 

수상했습니다.

김진서 

피겨스케이팅에서 본인의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김진서 군은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여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2월 개최된 사대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한국 남자 최초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오카야마 아이스쇼에 초청이 되어 멋진 

공연도 보여주었습니다.

김서현 

매년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하는 스키 

영재 김서현 양은 2016년, 두 번이나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와 

스웨덴으로 떠난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연습하며 실력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앞으로 김서현 양이 보여줄 활약이 

기대됩니다.

심석희 

쇼트트랙에서 여전히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심석희 양은 2016년에도 평창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한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종합 3위로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직행 티켓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체육

91,262,250영재 청소년 후원

35,029,500 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35,008,900
31,722,910

어린이 경제교육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193,023,5602016년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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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어린이 경제교육 -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삼일미래재단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소비습관과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대한민국 미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경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교외 지역에서 진행되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만들기’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어린이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6 충청북도 제천

제천중앙초, 홍광초

2개 학교 33학급 784명 / 봉사자 22명

20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굴화초, 길천초, 두서초, 문수초

4개 학교 24학급 330명 / 봉사자 22명

2014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초, 나운초

2개 학교 27학급 612명 / 봉사자 27명

2013 강원도 원주시

구곡초등학교

31학급 931명 / 봉사자 32명

2012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초등학교

29학급 794명 / 봉사자 29명

2011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초, 임자남초, 압해서초, 비금초

4개 학교 24학급 317명 / 봉사자 26명

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삼일미래재단은 2014년 12월부터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후원해왔습니다.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데 쓰이는 장학금은 

학업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하여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1기 (2014년 12월 선발) • 김군룡: 동성고등학교 3학년 

• 김정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 신용범: 용산고등학교 3학년 

• 이철경: 남동고등학교 2학년

2기 (2016년 1월 선발) • 김금용: 강서고등학교 1학년

• 선우아름: 동양중학교 3학년

• 신진성: 한겨레고등학교 2학년

• 최다해: 이의중학교 3학년

장학생 현황

연도별 교육 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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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대한민국 미래만들기를 참여한 저는,  

이번 2016년에도 지원하여 학생들과 좋은 경험을 

쌓고 왔습니다. 경제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인데, 대한민국 미래만들기의 

교재들은 초등 정규 수업 시간에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수업은 단순 

주입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중앙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 후,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 지식전달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에게도 보람차고 뜻깊은 경험을 

갖게 해준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올해 여름에도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해준 

제천초등학교 학생들과 삼일미래재단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도서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영상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도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총 3,303권의 

도서를 선물했습니다. 지원 후에는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와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독후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서지원 현황(권)

18,185

1,6862011

2,5462012

3,5232013

3,7732014

3,3542015

3,3032016

도서를 지원받은 아동·청소년들은 독서통장에 자신이 읽은 도서를 기록하고 생각하며, 

정성스레 작성한 독후감과 즐거운 독서 현장 사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 빛나라공부방의 독후감

2. 우리집3의 독후감

3. 희망넝쿨그룹홈의 독후감

4. 도서 지원 아동의 독서 사진

사진 및 독후감 

1

3

2

4

경제교육  

뒷 이야기

김영욱(The University of 

Manchester,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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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삼일미래재단의 장학생이 된 김태현 군이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에도 김태현 군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태현 군이 전하는 감사 인사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후원자 여러분. 

삼일미래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내가 진짜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는 벌써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 가을학기에 입학 예정이었는데 

가정형편으로 1년을 미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1년을 미뤘음에도, 제가 학교에서 

막내인 것 같아요.

그럼 유학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을 간략히 보고 드릴께요^^

태어나서 가장 먼 여행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15살 9개월… 엄마 아빠의 

배웅을 받으며 먼 길을 떠났지만 

사실 살짝 두렵기도 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엄마를 보니 마음도 

아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만 허락 

되었다면 아빠가 분명 동행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유학을 위한 첫발은 던져졌고,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비행기에 탑승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까지 직항이 

없어 환승을 해야 했는데 그것도 

만만찮은 일이라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보스턴에 도착해 보니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학교에 도착해서 룸 배정 

받고 학교위치 살펴보고 모든 것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니 친구들이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며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낯설던지요.

아래는 제가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공간과 제 룸메이트들의 사진입니다. 

룸메이트들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에서 왔는데, 이름은 Maison Thomas, 

Noah Viklund이고, 두 친구 모두 

기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형님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친구로 

지낸답니다. 앞서 말했듯 제가 버클리 

음대 막내지만 그래도 지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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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후원 영재청소년 

김태현 군이 보낸 편지
삼일미래재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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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버클리 음악대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버클리 음악 

대학은 로렌스 버커 Lawrence Berk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가 보스턴에 1945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80여 개국에서 온  

4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음악공부에 

매진하는 세계적인 음악학교로 

성장했습니다. 학사 전공은 12개의 전공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입학 후 1학기가 

지나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악제작 및 기술, 영화음악, 음악사업과 

매니지먼트, 작곡, 음악합성, 음악교육, 

음악치료, 공연, 현대음악작곡 및 제작, 

재즈 작곡, 대중음악 작곡 등 모든 

분야의 음악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보스턴의 백베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캠퍼스는 하나의 ‘음악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버클리음대는 꿈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미국 할리우드는 물론 세계 영화시장과 

음악시장은 버클리음대 출신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졸업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하겠지요?^^

사실 처음엔 과제물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적응을 했어요. 예전보다는 

요령도 생기고 뭐든지 처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도 무사히 

마치고 요즘은 12월 초부터 기말고사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후 보내 온 전과목 A 성적표

내년에는 저의 음악영역을 좀 더 넓히기 

위해 복수전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왔으니 제대로 공부해서 많은걸 

배워가야겠지요?

겨울방학이 12월 18일부터 1월 18일까지 

랍니다. 기숙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해요.

삼일미래재단에서 지원해주시는 

장학금으로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버클리 학비장학금 혜택을 받고 

와서 기숙사비와 생활비, 학교생활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그 외 악기 구입비 

정도만 들지만 장학금을 받지 않고 

유학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간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기숙사비가 연간 2천만 

원정도 들고 그 외 악기 구입비가 별도로 

들어, 삼일미래재단에서 지원해주시는 

장학금으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답니다. 꼭 훌륭히 자라서 보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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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 삼일미래재단이 후원하는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일미래재단이 있는 용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직 

한국 대중교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서둘러 출발했다고 합니다. 

마음도 가깝지만 물리적 거리가 먼 

삼일미래재단에 도착한 학생들은 이날 

삼일미래재단의 장학생으로 당당히 

장학증서를 수여 받았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모두 

모여 각자의 희망과 꿈, 소망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학생들의 희망은 

후원자 여러분 응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올바르게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불안한 미래, 하지만 지켜보는 우리”

본 사업에 처음으로 선발된 1기 장학생 4명 중 3명은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다가올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의사를 꿈꾸는 신용범 학생은 ‘아직 의예과에 진학하려면 많이 

부족한 성적이지만, 꼭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눈빛을 반짝이며 꿈에 대해 말하는 신용범 학생에게서 총기가 

느껴졌습니다.  

항상 우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군룡 학생은 ‘지금 

놀고 싶어도 조금 더 참고 공부를 해야 한다’,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 후회한다’며 2기 후배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꿈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첨단 과학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이철경 

학생. 고등학교 2학년인 이철경 학생은 작년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분야를 들여봤는데, 그 중 드론과 

컴퓨터공학에 유독 관심이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철경 

학생은 공학도를 목표로 ‘공대’ 진학을 위해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선우아름 양은 선생님이 

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되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선우아름 양. 선생님이라는 꿈을 

향한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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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의  

희망, 꿈,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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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나만 어려운 거 아니지요?”

우리나라 학생들과 같이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북한이탈가정 장학생들. 이들은 특히 영어 과목이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에서 영어 교육을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삼일미래재단의 장학금으로 영어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김금용 학생 또한 삼일미래재단이 

지원하는 방학 특별 장학금으로 영어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진성 

학생 또한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8시가 넘는데도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가 바로 아이돌”

학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북한이탈가정 장학생들에게 

취미를 물어봤습니다. 신용범 학생은 요즘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I.O.I 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회장을 역임하며 리더십을 보여준 김금용 

학생은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두각을 나타낼 것 같네요. 

손재주가 좋은 최다해 양은 요즘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연습한 캘리그라피로 삼일미래재단 후원자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요. 벌써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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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용산구 5개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예술 활동과 

여름 방학 캠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16년 지원 금액: 19.663,100원 / 참여 인원: 총 95명

문화·예술 활동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주고 문화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용산구 5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2012년부터  

문화·예술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은 피아노, 우쿨렐레, 바이올린 

등의 악기와 미술, 연극과 같은 문화 활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캠프 지원 

2016년 지원 금액: 18,840,000원 / 참여 인원: 총 125명

방학 동안 이루어지는 캠프 활동은 어린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삼일미래재단은 2016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여름 방학 캠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어린이들은 충청남도 태안, 강원도 양양, 강원도 홍천, 강원도 정선 등 전국 각지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 지원

2016년 지원 금액: 9,800,000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별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물품 구입, 겨울 방학  

스키 캠프 등 각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사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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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3,100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40,000,000그룹홈 지원

38,040,300
5,000,000 

북한이탈가정 위탁 돌봄 기관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기관 지원

지역아동센터 별 지원 내용

문화·예술 활동 방학 캠프 특별 지원

빛나라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도예 8/12~8/15 (3박4일)

고등부 춘천 도보여행 진행 
피아노 충청남도 태안 안면도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 연극 프로그램
7/25~7/28 (3박4일)

기타 초급반 운영
강원도 양양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저학년 체육활동 7/21~7/22 (1박2일)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
토요 문화체험 강원도 홍천 예담숲

소망을찾는이 지역아동센터
우쿨렐레·기타 7/26~7/28 (2박3일)

웰리힐리파크 스키캠프 진행
수영 강원도 정선 정덕분교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피아노·바이올린 8/3~8/5 (2박3일)

에버랜드 및 캐러비안베이 방문
미술 강원도 정선 정덕분교

131,343,4002016년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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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지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아동은 

만18세가 되면 퇴소해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홈 청소년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가는 경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2008년부터 

그룹홈 청소년들이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수혜학생 수

402008

17

30

26

14

12

12

12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163

안녕하세요. 

저는 꿈둥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ㅇ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헤어디자이너가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디자이너가 되어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머리도 잘라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그룹홈에서 수녀님,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3인 저는 인천 해사고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학 후 최대한 
노력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꿈은 항해사가 되는 것입니다. 
삼일미래재단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기에 제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저는 항해사를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멋진 
꿈을 이루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청소년이 보내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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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2013년부터 북한이탈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삼정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정학교 

어린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학업 교육,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부 또는 모와 

함께 살기 위해 온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언어가 서툴고 적응훈련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 기관인 ‘글로벌 국제학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제주도 역사탐방 캠프’를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국제학교 제주도 캠프 

*삼정학교는 북한이탈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방과후학교를 마련해 학습 지도와 문화·

예술 교육 및 기숙사를 운영하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입니다. 삼정학교의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며 방과후엔 삼정학교에 모여 보충수업을 받고 저녁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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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지역아동센터는 생계로 바쁜 부모님 

대신 아동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터전입니다.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며 

가족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고, 주변 

친구와의 소통으로 사회 적응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미래재단의 후원으로  

용산구 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문화·예술 

활동 덕분에 일반 아동들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배움발표회

삼일미래재단과 함께

2016년 12월, 각 센터별로 1년동안 

배운 악기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들은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선보이는 공연이라 더욱 

설레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들의 

노력이 느껴지는 배움발표회 현장을 

공개합니다! 1.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발표회

2. 빛나라공부방 발표회

3. 소망을찾는이 발표회

4.5.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6.7.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2

3

4 6

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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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에 위치한 빛나라공부방은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삼일미래재단의 

후원을 통해 빛나라공부방 아동들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띵까띵까’ 건반만 두드리던 아동들은 이제 버젓이 한 곡을 연주합니다. 연주에서도 

아동들의 따스한 마음과 그간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소망을찾는이는 후암동의 작은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따뜻한 마음과 엄청난 

열의에 강사 선생님은 2012년부터 강사료를 일절 올리지 않고 아동들에게 성심 성의껏 기타와 

우쿨렐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수강했던 한 학생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 

시작한 아동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풍성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리적 특성상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발표회에도 다양한 국적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색다른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연극, 

요요, 바이올린 등으로 구성된 발표회는 참여한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채로운 시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효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에서는 저학년 체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협동심과 배려심이 길러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태권무와 미니 축구를 발표한 아동들에게서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는 삼일미래재단이 지원하기 전에도 연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이 연극 활동을 매우 좋아했지만, 후원을 받던 기업의 지원이 끊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일미래재단의 지원으로 다시 연극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아동들은 다시 시작한 연극 활동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애정과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서였는지, 아동들의 연기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

빛나라공부방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소망을찾는이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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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사업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들이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영리공익법인들에게 

조직운영 및 비용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투명하게 운영되는 비영리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매년 

진행했습니다. 수상 기관들은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영리 모금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상금 1천만 원)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상금 5백만 원) 

  여성부문: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상금 5백만 원)

제2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상금 1천만 원)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상금 7백만 원)

제3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상금 1천만 원) 

  아동부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상금 1천만 원) 

  장애인의료부문: 재단법인 푸르메 (상금 1천만 원)

제4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상금 1천 5백만 원) 

  청소년교육부문: 사단법인 JA Korea (상금 1천만 원) 

  주거복지부문: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상금 1천만 원)

제5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상금 1천 5백만 원)  

  의료부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상금 1천만 원)  

  청소년부문: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금 1천만 원)  

제6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상금 1천 5백만 원)  

  아동부문: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금 1천만 원)

제7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상금 1천 5백만 원)  

  의료부문: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상금 1천만 원)  

  금융복지부문: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상금 1천만 원)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금 2천만 원)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씨.피 재활원 (상금 1천만 원)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What we do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사업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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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3,880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및 비영리법인 세미나

1,004,720『비영리법인 운영매뉴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10,000,000한국가이드스타 후원

119,118,6002016년 총 사업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 개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언론, 공공기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해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여러 분야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총 70명의 비영리법인 

종사자가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각 

분야의 발표 시간마다 평소 분야별로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일 진행된 강의 주제와 발표자는 

페이지 우측 내용과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전문가 

여수동 이사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지표 및 

우수사례를 통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향상 제언

언론 -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술 위원

사회가 바라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공공기관 - 국세청 

조풍연 사무관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도 소개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이사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개선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사업 및 업무 

소개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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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후원 삼일미래재단은 한국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개선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의 취지에 동의하며 운영비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삼일미래재단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1월 진행된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Q&A 시간이 

함께 마련되어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 일시: 2016년 1월 2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LS용산타워(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 8층, 삼일아카데미 3번 강의장

 ● 강의 내용

1. 전문가가 알려주는 '2016년 비영리법인 세무 관리-이것만은 꼭!' 

강사: 삼일회계법인 변영선 공인회계사 

    (비영리법인 세무 전문,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와 관리실무」저자)

2.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저자와 함께 작성하고 분석해 보는 비영리법인  

투명성에 대한 ‘Self-assessment’  

강사: 삼일회계법인 여수동, 임성빈 공인회계사 

    (공공서비스 부문 전문,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저자)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오프라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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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을 위한 

세미나·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진행

In the news

삼일회계법인과 삼일미래재단은 22일 오후 

LS용산타워 8층 TS Hall에서 비영리법인 관

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시선으

로 바라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

제' 세미나와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고자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의 척도를 평가 및 심사하는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지표가 공개 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일회

계법인 여수동 회계사는 발표에서 “비영리법

인의 투명성은 재무회계 측면뿐 아니라, 이사

회, 조직운영, 인력관리, 윤리규범 등 다양한 

비재무적 분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조직 전

체의 건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

조했다.

이후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공익법인 관련 업

무를 총괄하는 조풍연 사무관이 나와 향후 

공익법인 대상으로 변경되는 세제에 대해 설

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삼일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센터장이 비영리공익법인들이 실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운영, 세무, 회계 측면의 리스크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

으로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삼일회계법인 담당자는 “비영리공익법인들

에게 조직운영 및 비용 집행의 투명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09년부

터 비영리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삼일

투명경영대상’을 매년 진행해왔으며, 이런 실

질적 경험을 토대로 비영리공익법인에 도움

을 드리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

고 전했다.

또한 이날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시상식

도 함께 진행되는데 올해 대상에는 사회복지

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장애인 부문상에는 사회복지법인 씨피재활원

(이사장 성치도)이 수상했고. 각각 이천만 원, 

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머니투데이TV 이충우 기자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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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투명성 강화 위해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발족

삼일회계법인은 5일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설은 업계 최

초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의 투명성 요구

와 법제도적 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비영리법

인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사회가 발달할

수록 비영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며 “비영리법인은 이로 인해 발

생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에 잘 대

응하고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조직 운영 체

계를 갖추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잘 아는 전문

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는 센터장

인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이사를 비롯해, 비영

리 회계와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비영리 

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

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장학재단, 협회 등 다

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영리조

직의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와줄 

예정이다. 

변영선 이사는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부

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삼일투명경영대상’

을 진행하여 우수 공익법인을 시상하는 등 비

영리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많

이 노력했다”며 “중소벤처기업M&A지원센

터, 원샷법지원센터, 감사위원회센터 등에 이

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는 이번 주 국내 주요 비

영리법인의 실무자들이 함께 자리하는 간담

회를 시작으로 9월 비영리법인 임직원 초청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지원센

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홈

페이지(www.samil.com)를 통해 안내할 예

정이다. 

서울경제 박시진 기자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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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쾌적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신건강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선정하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된 본 사업을 통해 

전국의 97개 가정의 아동·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이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환경 위기 아동 지원 사례 

화장실 보수 및 보일러 설치

화장실 보수

화장실 보수

장판 교체

What we do

긴급 재해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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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주거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60,000,0002016년 총 사업비

연도별 지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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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과 함께

후원 가정에서 보내 온 편지

삼일미래재단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OOO라고 해요.  

우리 집에 순간 온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일미래재단 덕분에 따뜻한 겨울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아침 준비를 할 때 웃음이 많아 졌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후원자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려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움을 받은 OOO네 가족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집 환경과 사춘기인 아들은 

짐 때문에 더욱 힘들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니 아이와 저는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려 LH주택공사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안 곳곳에 냄새와 곰팡이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고, 이를 통해 화장실, 도배, 장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끝나고 이사를 했는데 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깨끗한 자기 방이 

생기고 책상까지 생기니 다른 곳에 ‘캠프 온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30

What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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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이번에 후원자님 도움으로 제 방을 갖게 된 OOO

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데 제 방엔 

항상 짐과 곰팡이가 가득해서 싫었어요. 삼일미래재단에서 

도움을 주셔서 깨끗하고 예쁜 제 방이 생겼어요. 앞으로 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후원자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게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후원을 받은 OOO라고 합니다. 

정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사로 벽도 바닥도 깨끗해지고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공사한 덕에 그동안 부끄러워서 

제대로 초대하지 못한 친구도 마음껏 초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방이 

따뜻해져서 정말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들어와서 

마음껏 수납할 수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삼일미래재단 후원자님, 얼굴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이렇게 작은 편지로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하겠습니다. 삼일미래재단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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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화상 환자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05

한림화상재단 지원

갑작스러운 화상 사고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통증, 흉터 변형,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삼일미래재단은 화상 아동·청소년의 

치료비와 심리 치유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학생 수

9

26

2009

7

22

2010

9

59

2012

11

50

2013

11

50

2014

11

52

2015

12

55

20162008

12

0

캠프 총 314명치료비 총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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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삼일미래재단을 통해 후원을 

받게 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미혜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3살 때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오른쪽 손등과 팔에 심한 2도화상을 입게 되면서 저는 

부모로써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3살의 조그마한 아이가 힘든 수술을 견디고, 끔찍할 정도로 

아파했던 화상치료를 받으며 서럽게 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의 가슴은 한없이 메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이는 가렵고 힘든지 자꾸 압박 옷을 

벗으려 했고, 전 그러한 딸을 달래기도 하며 혼내기도 

하면서 압박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아이의 화상부위에 

놀라며 연거푸 묻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큰아이 또한 자라오면서 주변사람들과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화상부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화상상처를 보며 놀라며 징그럽다고 피하는 

아이들로 인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현실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은 삶이였기에 아이의 

상처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0,000,000화상 환자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사업

40,000,0002016년 총 사업비

하지만 큰아이는 고맙게도 상처를 잘 극복했고, 예전에는 

숨기고 보이려 하지 않았던 화상부위를 이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내보였습니다. 저에게도 “엄마 저보다 심하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저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두었던 수술을 13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삼일미래재단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덕분에 받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른팔 화상부위에 이식한 피부가 기존의 피부 톤과 

비슷해지고 흉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손등화상으로 

인해 물갈퀴가 생긴 손가락 사이의 살을 찢고 꼬매 주셔서 

손가락도 이전보다 더 잘 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전신마취에 대한 공포로 힘들어했지만, 수술 후에 

좋아진 손등과 팔을 보며 미혜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움을 주신 삼일미래재단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혜는 훗날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삼일미래재단의 사랑의 손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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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은 아동 및 청소년 화상 

환자들이 화상의 상처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화상캠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2016 화상점프 

캠프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용인 홈브리드 힐사이드 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후원자 여러분을 위해 3일간의 

화상점프캠프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을 

공개합니다. 

캠프 당일, 화상 환우와 봉사자들이 

만났습니다! 캠프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 만날 생각에 설레던 봉사자들과 

환우들이었지만, 아직은 어색한 기류가 

흐르네요.

캠프에 오자마자 시작된 Ice-Breaking 

시간! ‘풍선 오래 띄우기’라는 워밍업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친해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캠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자유롭게 뒹구는 시간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뒹굴 뒹굴 몸을 자유롭게 

굴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단순히 

뒹구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기어 다니고 

뒹굴며 나 자신이, 또 내 몸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다시 상기시키고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화상 환우들은 내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찾아온 ‘감정 계기판’ 

만들기 시간입니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 현재 내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의 아픔, 상처,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더욱 더 환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화상 아동·청소년의 아픔 넘어서기

화상점프캠프 이모저모

34

What we do

1st Day

삼일미래재단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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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은 화상 환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워터파크로 가는 날입니다. 

화상 환우들은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워터파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워터파크에 방문한 아동들은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였지만, 신나게 물놀이를 하면서 그동안 부끄러워서 감췄던 

화상의 아픔도 물에 흘려 보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환우들은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환우들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화상점프캠프에 8번을 참가하여 최다 참가자가 된 공O훈 군은 “화상을 먼저 

경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 내년부터는 

멘토로 참여해 동생들이 화상 상처를 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화상 환우들이 아픔을 딛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삼일미래재단 

후원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3rd Day

2n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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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2006년부터 사회봉사동호회를 만들어 

나눔 정신을 실천해오고 있는 삼일의 

임직원들은, 바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 

삼일미래재단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주말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하는 

           제11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자)은 11월 12일(토)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하는  

제11회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인력과 물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과 삼일회계법인 자원봉사단이 

함께 김장재료의 구입부터 제작, 전달까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담은 

김장김치 1500kg은 저소득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담당자는 “이번 삼일회계법인과 함께하는 김장행사를 통해  

곳곳에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마포타임즈 2016-11-14]

2016 삼일봉사동호회 

봉사활동 참여 누적 인원

244명

2016 삼일봉사동호회 

봉사활동 참여 누적 시간

977시간

What we do

삼일봉사동호회 지원 및 기타 지원

06

In th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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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 

우수 장병 장학금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지정기부금으로 대학에 진학 중인 

13공수여단 우수 국군 장병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10명의 우수 부대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0,000,000삼일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5,000,000우수 장병 장학금 지원

15,000,0002016년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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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연[緣]음악회

삼일미래재단과 인연을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기부자, 후원자, 

유관기관 등)들이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인 연[緣] 음악회를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행사 당일 

영상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Donors

삼일미래재단 기부자인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 임직원을 위해 

‘기부자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ow we do

삼일미래재단 페이스북 운영

삼일미래재단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통해, 기부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삼일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ilfuture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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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Class (1명)

안경태

Gold Class (8명)

고성천   김영식   김의형   김홍기   류승우   박수환   윤재봉   장경준

Silver Class (24명)

권혁재 김용원 박수근 박진희 배화주 서동규 서태식 송상근 안영균 오세광

유희찬 윤현철 윤훈수 이광남 이병찬 이종철 이진영 이한목 정도삼 주재형 

주정일   한덕철   한종철   황영달

Bronze Class (145명)

강미라 강신종 강중구 강찬영 구성회 권태우 권혁진 기황영 김광오 김광호 

김명중 김병묵 김병찬 김상운 김성영 김승헌 김영현 김용운 김우성 김월기 

김재식 김재윤 김재환 김정훈 김종석 김주덕 김진호 김창익 김하중 남기홍 

도이회 도헌수 류길주 류승권 문상철 문상태 문홍기 민준기 민준선 박기태 

박대준 박성우 박성조 박승선 박정선 박진우 박창하 박태영 박흠석 박희영 

반경찬 백봉준 백창현1 백창현2 범용균 복진선 서준섭 서해수 소영석 송동기 

송문섭 송용 스티브최 신상희 신승철 신현창 안익흥 양일수 어충조 오기원 

오선영 오연관 오일환 오종진 오창걸 유상수 유태준 윤규섭 윤인희 윤종현 

이갑재 이경선 이경호 이권훈 이기학 이녹영 이동건 이동복 이상도 이상웅 

이승호 이영섭 이영신 이용구 이용재 이유진 이정민 이정훈 이준승 이중현 

이진원 이청룡 이태호 이현종 이희태 임기호 임성재 임원현 장봉희 장온균 

전성기 전원엽 전한준 전 홍 정문기 정민수 정복석 정성근 정세연 정연성 

정운섭 정찬우 정희철 조남복 조영균 조정환 조한철 주세운 진봉재 진휘철 

채정선 최상태 최시창 최욱경 최종일 최주호 최창대 최형도 한정섭 홍기수  

홍종팔   홍준영   황석연   황철진   황택현

Platinum Class 누적기부금 1억 원 이상  

Gold Class 누적기부금 5천만 원 이상  

Silver Class 누적기부금 3천만 원 이상  

Bronze Class 누적기부금 1천만 원 이상

아너스 클럽(Honor’s Club) 프로그램 

삼일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기부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삼일미래재단은 아너스 클럽

(Honor’s Club)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기부자들이 기부에 참여한 시점부터 

기부금 금액은 누적되며, 누적된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Platinum Class, 

Gold Class, Silver Class, Bronze 

Class로 구분돼 삼일미래재단의 

명예기부자로 모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촉된 아너스 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78명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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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이사회는 삼일미래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과를 검토하는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현재 서태식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7인과 감사 2인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2016년 개최된 3회의 정기 이사회 모두 이사회 구성원 과반 이상이 참석했으며,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2016년 정기 이사회 개요

제1차 정기이사회 (2016.02.24)

제1호 의안: 삼일미래재단 소개

제2호 의안: 정관변경 및 신임 이사 등기 완료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2015년 삼일미래재단 주요 사업 결과 보고의 건

제4호 의안: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선정의 건

제5호 의안: 삼일미래재단 2015년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차 정기이사회 (2016.08.30)

제1호 의안: 2016년 진행 사업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2016년 진행 예정 사업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최종 심사의 건

제4호 의안: 제8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상금 증액의 건

제3차 정기이사회 (2016.11.23)

제1호 의안: 2016년 하반기 사업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2017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7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6년 기본재산 증액(안)의 건

이사회 구성원  (2016.12 기준)

서태식 이사장 
2015.12.17 ~ 2018.12.16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前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회장

김기웅 이사  
2015.12.17 ~ 2018.12.16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김영식 이사 
2015.03.26 ~ 2018.03.25

삼일회계법인 CEO

류승우 이사 
2015.12.17 ~ 2018.12.16

PwC컨설팅 대표

안경태 이사 
2015.03.26 ~ 2018.03.25

삼일회계법인 회장

이만우 이사 
2015.12.17 ~ 2018.12.16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장경준 이사 
2015.03.26 ~ 2018.03.25

삼일회계법인 고문

한덕철 감사 
2014.10.01 ~ 2017.09.31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황영달 감사 
2014.10.01 ~ 2017.09.31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How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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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단위: 원)

항목 금액 비율

기본재산 이자 수익 145,425,403 8.50%

기부금 1,356,060,450 79.24%

이월금 209,841,425 12.26%

소계 1,711,327,278

세출 (단위: 원)

항목 금액 비율

목적사업비 558,485,560 32.64%

기부자관리비 7,003,658 0.41%

일반관리비 73,404,000 4.29%

기본재산 적립금 700,000,000 40.90%

선급부가세 및 미지급금 등 31,046,350 1.81%

이월금 341,387,710 19.95%

소계 1,711,327,278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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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9기) 전기 (제8기)

자산

Ⅰ. 유동자산 7,400,765,177 6,572,486,027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7,341,387,710 6,509,841,425 

2. 미수금 20,129,900 0

3. 선급법인세 20,327,580 14,595,780 

4. 선급지방세 2,032,590 1,459,480 

5. 미수수익 16,887,397 46,589,342 

자산총계 7,400,765,177 6,572,486,027 

부채

Ⅰ. 유동부채 718,180 3,449,720 

1. 예수금 109,200 250,300 

2. 미지급금 608,980 3,199,420 

Ⅱ. 비유동부채 145,197,984 106,136,36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45,197,984 104,256,361 

2. 상여충당금 0 1,880,000 

부채총계 145,916,164 109,586,081 

순자산

Ⅰ. 기본재산 7,000,000,000 6,300,000,000 

Ⅱ. 보통재산 254,849,013 162,899,946 

순자산총계 7,254,849,013 6,462,899,946 

부채 및 순자산 총계 7,400,765,177 6,572,486,027 

1. 재무상태표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016년 재무제표 

제9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8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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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9기) 전기 (제8기)

1. 사업수익 1,576,040,269 1,803,080,181 

(1) 고유목적사업수익 1,576,040,269 1,803,080,181 

1) 기부금수익 1,356,060,450 1,514,064,930 

2) 이자수익 115,496,039 115,212,79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4,256,361 173,573,322 

4) 잡수입 등 227,419 229,130 

2. 사업비용 638,893,218 685,911,378 

(1) 사업비용 558,485,560 595,529,310 

1) 청소년교육지원사업비 193,023,560 174,907,120 

2) 청소년관련시설지원사업비 131,343,400 126,950,180 

3) 화상의료지원사업비 40,000,000 40,000,000 

4) 긴급재해지원사업비 60,000,000 110,033,000 

5) 봉사동호회활동사업비 10,000,000 10,000,000 

6) 비영리법인회계투명성개선사업비 119,118,600 128,639,010 

7) 기타지원사업비 5,000,000 5,000,000 

(2) 기부자 관리비 7,003,658 24,056,100 

(3) 일반관리비 73,404,000 66,325,968 

1) 급여 31,393,000 30,610,000 

2) 제수당 323,820 60,630 

3) 퇴직금 2,792,000 4,920,000 

4) 통신비 122,820 51,940 

5) 소모품비 505,900 1,881,600 

6) 여비교통비 157,300 470,200 

7) 수수료 27,258,640 18,119,700 

8) 세금과공과 1,798,500 2,920,980 

9) 복리후생비 3,990,800 3,721,450 

10) 교육훈련비 220,000 40,000 

11) 보험료 358,770 328,600 

12) 회의비 1,370,000 1,587,816 

13) 인쇄비 및 잡비등 3,112,450 1,613,05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145,197,984 104,256,361 

  4. 당기순이익 791,949,067 1,012,912,442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 운영성과표 제9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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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흐름표 제9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목 당기 (제9기) 전기 (제8기)

Ⅰ.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1,546,285 943,967,803 

1.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501,485,853 1,618,550,421 

가. 기부금의 유입 1,356,060,450 1,514,064,930 

나. 이자수익 등의 유입 145,425,403 104,485,491 

2.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69,939,568 674,582,618 

가. 고유목적사업활동에 따른 유출 638,893,218 685,911,378 

나. 기타활동에 따른 유출 0 0

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 변동 31,046,350 (11,328,76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 현금의 증감(Ⅰ+Ⅱ+Ⅲ) 831,546,285 943,967,803 

Ⅴ. 기초의 현금 6,509,841,425 5,565,873,622 

Ⅵ. 기말의 현금 7,341,387,710 6,509,841,425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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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기본재산 보통재산 총계

2008.03.26 300,000,000 0 300,000,000 

당기순이익 0 364,273,876 364,273,876 

기본재산편입 100,000,000 (100,000,000) 0 

2008.12.31 400,000,000 264,273,876 664,273,876 

2009.01.01 400,000,000 264,273,876 664,273,876 

당기순이익 0 396,122,485 396,122,485 

기본재산편입 600,000,000 (600,000,000) 0 

2009.12.31 1,000,000,000 60,396,361 1,060,396,361 

2010.01.01 1,000,000,000 60,396,361 1,060,396,361 

당기순이익 0 625,787,366 625,787,366 

기본재산편입 600,000,000 (600,000,000) 0 

2010.12.31 1,600,000,000 86,183,727 1,686,183,727 

2011.01.01 1,600,000,000 86,183,727 1,686,183,727 

당기순이익 0 607,127,922 607,127,922 

기본재산편입 500,000,000 (500,000,000) 0 

2011.12.31 2,100,000,000 193,311,649 2,293,311,649 

2012.01.01 2,100,000,000 193,311,649 2,293,311,649 

당기순이익 0 1,098,562,541 1,098,562,541 

기본재산편입 800,000,000 (800,000,000) 0 

2012.12.31 2,900,000,000 491,874,190 3,391,874,190 

2013.01.01 2,900,000,000 491,874,190 3,391,874,190 

당기순이익 0 1,213,679,942 1,213,679,942 

기본재산편입 1,400,000,000 (1,400,000,000) 0 

2013.12.31 4,300,000,000 305,554,132 4,605,554,132 

2014.01.01 4,300,000,000 305,554,132 4,605,554,132 

당기순이익 0 844,433,372 844,433,372 

기본재산편입 900,000,000 (900,000,000) 0 

2014.12.31 5,200,000,000 249,987,504 5,449,987,504 

2015.01.01 (전기초) 5,200,000,000 249,987,504 5,449,987,504 

당기순이익 0 1,012,912,442 1,012,912,442

기본재산편입 1,100,000,000 (1,100,000,000) 0

2015.12.31 (전기말) 6,300,000,000 162,899,946 6,462,899,946

2016.01.01 (당기초) 6,300,000,000 162,899,946 6,462,899,946

당기순이익 0 791,949,067 791,949,067 

기본재산편입 700,000,000 (700,000,000) 0

2016.12.31 (당기말) 7,000,000,000 254,849,013 7,254,849,013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4. 순자산변동표 제9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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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임경	 감정훈	 강경록	 강경완	 강경원	 강경윤	 강근식	 강기호	 강난희	 강대호	 강덕호	 강두식	 강락종	

강미라	 강미령	 강민	 강민수1	 강민수2	 강민영	 강민정	 강민주	 강병욱	 강상규	 강상우	 강상원	 강상호	

강성모	 강성연	 강성은	 강슬기	 강승록	 강승연	 강승현	 강신우	 강영균	 강용환	 강우성	 강유정	 강유진	

강윤덕	 강윤석	 강윤제	 강은정	 강인구	 강인식	 강재현	 강전영	 강정모	 강정묵	 강정민	 강정호	 강종필	

강주영	 강준구	 강준효	 강지은	 강지훈1	 강지훈2	 강진명	 강진수	 강진영	 강진희	 강찬영	 강찬휘	 강창규	

강창수	 강초롱	 강태성1	 강태성2	 강태우	 강태훈	 강태희	 강한결	 강한주	 강현민	 강현주	 강현태	 강형욱	

강혜미	 강혜원	 강호성	 강홍석	 강효춘	 강희선	 강희주	 경기윤	 고경윤	 고경환	 고광범	 고광원	 고규진	

고길주	 고동헌	 고민지	 고병찬	 고보성	 고부석	 고상원	 고석환	 고성천	 고승지	 고용준	 고유석	 고유진	

고은기	 고은실	 고은지	 고은진	 고은혜	 고의석	 고재군	 고재철	 고정호	 고준수	 고지윤	 고창범	 고창우	

고태욱	 고현실	 고현우	 공기애	 공성덕	 공진표	 공평근	 곽경진	 곽동훈	 곽득현	 곽무주	 곽민석	 곽병준	

곽수영	 곽윤구	 곽재영	 곽재위	 곽정근	 곽종혁	 곽한결	 곽현빈	 곽홍일	 구건모	 구광림	 구교선	 구민정	

구본재	 구석모	 구성회	 구세희	 구자열	 구태현	 구혜진	 구희진	 권규한	 권기백	 권나예	 권다혜	 권대성	

권대현	 권무석	 권문경	 권미엽	 권민성	 권민영	 권민정1	 권민정2	 권상용	 권상윤	 권상한	 권석준	 권선혜	

권소설	 권소진	 권수경	 권숙태	 권영우	 권영준	 권오경1	 권오경2	 권오성1	 권오성2	 권용상	 권용선	 권용준	

권용진	 권용훈	 권우석	 권은정	 권은진	 권익상	 권정	 권정선	 권종훈	 권준식	 권준오	 권진희	 권철호	

권철휘	 권태린	 권혁	 권혁재	 권현정	 권형록	 금동준	 금선영	 금창훈	 기나영	 기성민	 기수민	 기승현	

기정석	 기황영	 김가영1	 김가영2	 김가율	 김강	 김강선	 김건민	 김건영	 김건우1	 김건우2	 김겨레	 김경구	

김경남	 김경모	 김경미1	 김경미2	 김경민1	 김경민2	 김경민3	 김경봉	 김경수	 김경식1	 김경식2	 김경우	 김경은	

김경진	 김경호	 김경환1	 김경환2	 김경훈1	 김경훈2	 김고운1	 김고운2	 김관선	 김관수	 김관식	 김관철	 김관훈	

김광기	 김광수1	 김광수2	 김광수3	 김광수	 김광연	 김광우	 김광하	 김광훈	 김광희	 김규남	 김규동	 김규섭	

김규성	 김규진	 김근주	 김기범	 김기복	 김기석	 김기원	 김기윤	 김기은	 김기홍	 김기훈	 김길진	 김길학	

김나래1	 김나래2	 김나래	 김나영	 김남우	 김남운	 김남정	 김남진	 김남훈1	 김남훈2	 김노아	 김노윤	 김다솜	

김대길	 김대성	 김대식	 김대영1	 김대영2	 김대웅	 김대은	 김대익	 김대현	 김대형	 김대호	 김대환	 김대훈	

김덕중	 김덕희	 김데이빗	 김도균	 김도연1	 김도연2	 김도형1	 김도형2	 김도훈	 김동규	 김동명	 김동봉	 김동수1	

김동수2	 김동옥	 김동우	 김동욱	 김동원1	 김동원2	 김동진1	 김동진2	 김동하	 김동현1	 김동현2	 김동현3	 김동현4	

김동현5	 김동현6	 김동현7	 김동환	 김두기	 김두삼	 김두성	 김두종	 김두희	 김득희	 김래형	 김루시아	 김린아	

김만영	 김면기	 김명수	 김명순	 김명중	 김명철	 김문경	 김문균	 김문수	 김미경	 김미나1	 김미나2	 김미라	

김미란	 김미리	 김미리내	 김미연	 김미정	 김미진	 김민경	 김민곤	 김민구	 김민규	 김민기1	 김민기2	 김민석1	

김민석2	 김민선	 김민섭	 김민성1	 김민성2	 김민수1	 김민수2	 김민수3	 김민승	 김민영1	 김민영2	 김민우1	 김민우2	

김민재	 김민정1	 김민정2	 김민정3	 김민정4	 김민지	 김민태	 김민하	 김민혜	 김민호1	 김민호2	 김민희	 김백규	

김범수	 김병국	 김병남	 김병도	 김병묵	 김병수	 김병욱	 김병일	 김병훈	 김보경	 김보선	 김보식	 김보형	

김복남	 김봉균	 김봉수1	 김봉수2	 김봉환	 김상균	 김상록	 김상미	 김상수	 김상완1	 김상완2	 김상운	 김상원	

2016년	개인기부자	명단		총 3,430명 / 가나다순

2016년	법인기부자	명단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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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김상준	 김상지	 김상협	 김서연	 김석구	 김석영	 김석우	 김석원	 김선	 김선경	 김선엽	 김선영	

김선용	 김선우	 김선욱	 김선정	 김선주	 김선진1	 김선진2	 김선호1	 김선호2	 김성권	 김성규	 김성균1	 김성균2	

김성근	 김성래	 김성민	 김성범	 김성수1	 김성수2	 김성수3	 김성수4	 김성언	 김성영	 김성운	 김성은1	 김성은2	

김성일	 김성중	 김성진1	 김성진2	 김성진3	 김성진4	 김성철	 김성호	 김성환	 김성후	 김성훈1	 김성훈2	 김성희	

김세민	 김세영	 김세현	 김세훈	 김소연1	 김소연2	 김소연3	 김소영	 김소진	 김솔님	 김송희	 김수경1	 김수경2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1	 김수연2	 김수영	 김수와	 김수인1	 김수인2	 김수정1	 김수정2	 김수지	 김수진1	

김수진2	 김수호	 김수환	 김수희	 김숙영	 김순남	 김순환	 김승걸	 김승록	 김승리	 김승준	 김승현1	 김승현2	

김승현3	 김승환	 김승회	 김승훈	 김시준	 김신영	 김신호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양은	 김양호	

김에스더	 김여일	 김연미	 김연우1	 김연우2	 김연우3	 김연일	 김영관	 김영국	 김영래	 김영민	 김영석	 김영수	

김영순	 김영식	 김영엽	 김영옥	 김영원	 김영은	 김영주	 김영준	 김영칠	 김영한	 김영현	 김영화	 김영환1	

김영환2	 김영훈1	 김영훈2	 김영훈3	 김영훈4	 김영훈5	 김올	 김완호	 김용구	 김용국	 김용대	 김용우	 김용운	

김용원	 김용준1	 김용준2	 김용현	 김용협	 김용효	 김용휘	 김용희1	 김용희2	 김우건	 김우기	 김우성1	 김우성2	

김우성3	 김우식	 김우영	 김우진	 김운규	 김운성	 김웅1	 김웅2	 김웅섭	 김원대	 김원빈	 김원찬	 김원태	

김월기	 김유귀	 김유나	 김유미	 김유진	 김유태	 김유현	 김윤도	 김윤석	 김윤섭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섭	 김은수	 김은아	 김은영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예	 김은이	 김은주	 김은진	 김은현	 김은형1	 김은형2	

김은혜1	 김은혜2	 김은호	 김의겸	 김의수	 김의숙	 김의준	 김의형	 김이나	 김이수	 김이혁	 김인경	 김인규	

김인기	 김인범	 김인수	 김인아	 김인영	 김일애	 김일영	 김일환	 김일훈	 김임영	 김자겸	 김자원	 김재각	

김재동	 김재연	 김재영	 김재운1	 김재운2	 김재운3	 김재원	 김재윤1	 김재윤2	 김재일	 김재종	 김재죽	 김재학	

김재헌	 김재현1	 김재현2	 김재호	 김재화	 김재환	 김재훈	 김정국	 김정난	 김정남	 김정동	 김정민	 김정민1	

김정민2	 김정빈	 김정완	 김정욱1	 김정욱2	 김정욱3	 김정은1	 김정은2	 김정은3	 김정주	 김정현1	 김정현2	 김정호	

김정환	 김정효	 김정훈1	 김정훈2	 김정훈3	 김정훈4	 김정훈5	 김정희1	 김정희2	 김제현	 김종길	 김종민	 김종산	

김종석	 김종수	 김종영	 김종우	 김종욱	 김종윤	 김종현	 김종훈	 김주덕	 김주미	 김주섭	 김주용	 김주현1	

김주현2	 김주혜	 김주희1	 김주희2	 김준모	 김준민	 김준식	 김준영1	 김준영2	 김준원	 김준혁	 김준호	 김준환1	

김준환2	 김준효	 김중현	 김중회	 김지경	 김지나	 김지만	 김지미	 김지민	 김지산	 김지선1	 김지선2	 김지성	

김지수1	 김지수2	 김지애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연3	 김지연4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영3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1	

김지은2	 김지현1	 김지현2	 김지현3	 김지형	 김지혜1	 김지혜2	 김지훈1	 김지훈2	 김진1	 김진2	 김진경	 김진관	

김진국	 김진규	 김진석	 김진선	 김진성	 김진용	 김진우1	 김진우2	 김진우3	 김진우4	 김진욱	 김진유	 김진주	

김진하	 김진현	 김진호1	 김진호2	 김진홍	 김진화	 김진환1	 김진환2	 김진휘	 김진희1	 김진희2	 김찬규	 김찬응	

김창규	 김창래	 김창식	 김창영	 김창익	 김창진	 김철빈	 김철홍	 김철희	 김춘선	 김춘옥	 김충식	 김치관	

김태민	 김태성1	 김태성2	 김태업	 김태연	 김태영1	 김태영2	 김태완	 김태우1	 김태우2	 김태진	 김태현1	 김태현2	

김태환	 김태훈1	 김태훈2	 김태훈3	 김태훈4	 김태희	 김택근	 김판중	 김펴라	 김평호	 김필수	 김하령	 김하연	

김하영	 김하중	 김학주	 김한내	 김한솔	 김한영	 김한웅	 김한준1	 김한준2	 김해나	 김해인	 김현1	 김현2	

김현곤	 김현동	 김현두	 김현미	 김현백	 김현서	 김현석1	 김현석2	 김현섭	 김현수1	 김현수2	 김현수3	 김현수4	

김현옥	 김현용	 김현욱1	 김현욱2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주	 김현준1	 김현준2	 김현준3	 김현중	 김현지	 김현진1	

김현진2	 김현태	 김현호	 김형규	 김형균	 김형석	 김형이	 김형주	 김형준	 김형중1	 김형중2	 김형진1	 김형진2	

김형호	 김혜경1	 김혜경2	 김혜균	 김혜령	 김혜림1	 김혜림2	 김혜미	 김혜민1	 김혜민2	 김혜민3	 김혜민4	 김혜선	

김혜수	 김혜원1	 김혜원2	 김혜지	 김혜진1	 김혜진2	 김혜진3	 김호규	 김호영	 김호준	 김호중	 김호찬	 김홍건	

김홍기	 김홍동	 김홍석	 김홍식	 김홍천	 김홍현	 김화진	 김효건	 김효선	 김효성	 김효언	 김훈찬	 김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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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김희관	 김희동1	 김희동2	 김희라	 김희상	 김희재	 김희정	 김희주	 김희현	 나국현	 나다은	 나다혜	

나상희	 나승경	 나승도	 나윤호	 나재웅	 나종민	 나지환	 나현수	 나형우	 나호찬	 나희	 남광민	 남궁혁	

남동석	 남동진	 남두현	 남상우	 남승민	 남승수	 남우석	 남윤정	 남윤철	 남지현	 남지훈	 남초록	 남현재	

남형석	 노건형	 노경	 노경률	 노경환	 노대훈	 노도봉	 노동명	 노두진	 노석민	 노순목	 노승태	 노시준	

노시현	 노연지	 노영덕	 노영석	 노용운	 노웅환	 노유리	 노유진	 노주연	 노지영	 노진백	 노태진	 노태훈	

노현석	 노호현	 노희선	 단동완	 당경증	 델가도알폰소	 도원준	 도은정	 도이회	 도헌수	 두종민	 라태응	

로고진코스탄틴	 류경식	 류경주	 류광민	 류길주	 류성무	 류승권	 류승득	 류승우	 류어진	 류우석	 류정현	

류제욱	 류주연1	 류주연2	 류지윤	 류태헌	 류태희	 류혁	 류형석	 류형안	 류호원	 마예슬	 마혜원	 맹정민	

명본호	 목영진	 목진솔	 문국현	 문나라보라	문병덕	 문병렬	 문사인	 문상철1	 문상철2	 문상태	 문석주	 문선희	

문성철	 문수경	 문수정	 문수찬	 문영남	 문윤호	 문응철	 문일룡	 문종효	 문지현	 문지혜	 문지희	 문철희	

문헌종	 문홍기	 문훤	 문희준	 민경선	 민경필	 민대홍	 민동준	 민명준	 민병권	 민병선	 민병준	 민서연	

민승기1	 민승기2	 민옥기	 민웅기	 민준선	 민지욱	 민철홍	 민혜나	 박건영	 박경근	 박경상	 박경수	 박경식	

박경일	 박경태	 박광순	 박광운	 박광진	 박권식	 박규상	 박규태1	 박규태2	 박근희	 박기남	 박기범	 박기운	

박기태	 박길수	 박나래	 박나혜	 박노경	 박누리	 박대준	 박대현	 박동규1	 박동규2	 박동선	 박동욱	 박무창	

박문영	 박문진	 박미경	 박미진	 박미향	 박민	 박민경	 박민서	 박민수	 박민영	 박민우	 박민정1	 박민정2	

박민정3	 박범수	 박병진	 박보미	 박빛나	 박사호	 박상구	 박상래	 박상옥	 박상은	 박상준	 박상태	 박상현1	

박상현2	 박상현3	 박상협	 박새라	 박석훈	 박선영	 박성균	 박성기	 박성미	 박성민1	 박성민2	 박성민3	 박성수	

박성우	 박성원	 박성조	 박성주	 박성준	 박성철	 박성형	 박성훈1	 박성훈2	 박세린	 박세욱	 박세현	 박세화	

박세훈	 박소연	 박소영1	 박소영2	 박소영3	 박소영4	 박소윤	 박소현	 박송미	 박수근	 박수련	 박수민1	 박수민2	

박수민3	 박수연	 박수영	 박수정	 박수종	 박수진1	 박수진2	 박수진3	 박수현1	 박수현2	 박수환	 박순봉	 박순욱	

박순일	 박순종	 박슬기	 박승빈	 박승선	 박승정	 박승찬	 박승철	 박승택	 박시영	 박시형	 박신민	 박신욱	

박연진	 박연호	 박연화	 박영규	 박영롱	 박영민	 박영서	 박영선	 박영식	 박영인	 박영준	 박예령	 박예원	

박왕호	 박요셉	 박용석	 박용제	 박용준	 박용한	 박우람	 박우선	 박우용	 박우종	 박웅배	 박웅희	 박원석	

박원욱	 박유현	 박윤기	 박윤신	 박윤종	 박윤진	 박은경	 박은미	 박은상	 박은수	 박은영1	 박은영2	 박은주1	

박은주2	 박은지	 박은혜	 박인규	 박인대	 박인우	 박인혁	 박일진	 박재성	 박재용	 박재우1	 박재우2	 박재원	

박재윤	 박재인	 박재철	 박재혁	 박재현1	 박재현2	 박재형1	 박재형2	 박재훈	 박재흠	 박정선	 박정수	 박정우	

박정은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1	 박정훈2	 박종규	 박종길	 박종민1	 박종민2	 박종서1	 박종서2	 박종식	 박종우1	

박종우2	 박종우3	 박종원	 박종철	 박종현1	 박종현2	 박종현3	 박주원	 박주은1	 박주은2	 박주현1	 박주현2	 박주현3	

박주형	 박주희1	 박주희2	 박준석	 박준영1	 박준영2	 박준우	 박준웅	 박준형1	 박준형2	 박준형3	 박준환	 박중근	

박중엽	 박중현	 박지강	 박지성	 박지수1	 박지수2	 박지연	 박지영1	 박지영2	 박지영3	 박지예	 박지우	 박지웅	

박지원	 박지은1	 박지은2	 박지인	 박지현1	 박지현2	 박지혜	 박지훈	 박진수1	 박진수2	 박진아	 박진우	 박진원	

박진주	 박진혁	 박진호	 박진희	 박찬섭	 박찬수	 박찬엽	 박찬영	 박창남	 박창하	 박철준	 박초아	 박충흠	

박치윤	 박치홍	 박태균	 박태영	 박태용	 박태웅	 박태진	 박하성	 박한수	 박합규	 박헌국	 박현규	 박현배	

박현서	 박현숙	 박현우1	 박현우2	 박현정	 박현주	 박현준1	 박현준2	 박현출	 박형민	 박혜린	 박혜미	 박호준	

박홍서	 박홍수	 박홍열	 박희섭	 박희영	 박희용	 박희재	 박희현	 반건	 반경찬	 반유진	 방성문	 방성훈	

방수영	 방승현	 방우성	 방주용	 방지윤	 방지호	 방혜성	 방희권	 배병국	 배병조	 배상대	 배성수	 배성우	

배영석	 배윤혜	 배은아	 배은주	 배인선	 배인협	 배일우	 배재민	 배주희	 배준우	 배중철	 배진숙	 배현재	

배화주	 백경협	 백다혜	 백명훈	 백봉준	 백상민	 백선아	 백성득	 백소은	 백승문	 백승우	 백승원1	 백승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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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1	 백승현2	 백승호	 백승환	 백승훈	 백영주	 백운경	 백윤호	 백인성	 백인애	 백인유	 백재봉	 백정환	

백종문	 백종환	 백준	 백준현	 백준호	 백지연	 백진	 백진호	 백창현	 백하연	 범용균	 변경숙	 변문태	

변설희	 변수진	 변안수	 변영선	 변우정	 변윤선	 변의섭	 변장원	 변지영1	 변지영2	 변지현	 복성근	 부경원	

브로웰로버트	 빈화정	 사공주	 사공준표	 사두진	 상승혁	 서강재	 서경진	 서경혜	 서계원	 서동규	 서동원	

서동현	 서만길	 서명진	 서민교	 서민성	 서민우	 서백영	 서보민1	 서보민2	 서보민3	 서상호	 서성범	 서소라	

서수영	 서승권1	 서승권2	 서승원	 서승현	 서승희	 서연정	 서영민	 서예지	 서용범	 서용원	 서용태	 서욱	

서원배	 서유강	 서유경	 서이슬	 서장원	 서재권	 서재협1	 서재협2	 서재형	 서정관	 서정렬	 서정열	 서정호	

서종혁	 서종화	 서주원	 서지아	 서지예	 서지용	 서창우	 서태식	 서태창	 서평권	 서해수	 서형준	 서혜미	

서혜진	 서효환	 서훈	 서희원	 석은옥	 석정연	 석주현	 석준규	 선민규	 선병오	 선정원	 설영지	 성기진	

성낙필	 성덕용	 성수인	 성시준	 성시택	 성안나	 성영준	 성윤호	 성정환	 성창석	 성현주	 소미라	 소민범	

소선정	 소영석	 소정선	 손경택	 손동민	 손동천	 손명희	 손병구	 손병훈	 손부관	 손상국	 손상억	 손성걸	

손성결	 손성호	 손소영	 손승우	 손영락	 손영백	 손영선	 손영재	 손영지	 손원형	 손은의	 손은훈	 손정현1	

손정현2	 손정화	 손준희	 손지연	 손지원	 손한희	 손혁준	 손현정	 손형호	 송경준	 송기문	 송동기	 송명섭	

송문섭	 송상근	 송세림	 송승욱	 송애진	 송연주	 송영근	 송영욱	 송영철	 송예찬	 송용	 송재규	 송재덕	

송재두	 송재민	 송정호	 송종면	 송주현	 송준	 송준달	 송지섭	 송지혜	 송창민	 송창훈	 송태호	 송해찬	

송혜미	 스티븐정(정승민)	 신강우	 신경선	 신경철	 신규한	 신다혜	 신대중	 신동근	 신동민	 신명진	 신민섭	

신민용	 신민희	 신상우	 신상윤	 신상현	 신상희	 신성규	 신성원1	 신성원2	 신소혜	 신수남	 신수영	 신수익	

신수진	 신승민	 신승열	 신승엽	 신승일	 신승찬	 신승철	 신시열	 신영석	 신영선	 신영직	 신영진	 신용국	

신용범	 신용선	 신용욱	 신용직	 신용항	 신우민	 신우선	 신우용	 신윤섭	 신은석	 신은주	 신은진	 신재균	

신재승	 신재우	 신재원	 신재익	 신재준	 신정수	 신정운	 신정희	 신조웅	 신종삼	 신종훈	 신주석	 신주연1	

신주연2	 신중현1	 신중현2	 신지연	 신지원	 신지현	 신진용	 신현성	 신현주	 신현창	 신현탁	 신형욱	 신형진	

신혜림	 신혜선1	 신혜선2	 신혜수	 신호승	 신호원	 신호철	 신훈세	 신희망	 신희복	 신희승	 심교연	 심동현	

심복희	 심봉섭	 심양규	 심유정	 심재강	 심재경	 심재우	 심정보1	 심정보2	 심종헌	 심준용	 심지민	 심지윤	

심진보	 심태용	 심현석	 심현섭	 심현웅	 심현주	 심효명	 심효준	 안경태	 안대영	 안동근	 안동산	 안민희	

안상민	 안상우	 안서진	 안석준	 안성민	 안소희	 안영주	 안영훈	 안예진	 안유라	 안윤철	 안은정	 안은주	

안은혜	 안익흥	 안장열	 안장현	 안재형	 안정진	 안정하	 안정현	 안정화	 안중용	 안지원	 안지은	 안지철	

안지혜	 안지훈	 안창현	 안치훈	 안현규	 안혜림	 안혜인	 안홍남	 안홍은	 안효은	 안효재	 야오무예	 양경모	

양관혁	 양광모	 양대일	 양미나	 양성광	 양성혁	 양승우	 양승현	 양승환	 양시애	 양애리	 양오성	 양우일	

양우형	 양유석	 양윤정	 양은지	 양인병	 양일수	 양정석	 양정원	 양주연	 양준규	 양준모1	 양준모2	 양지호	

양진석	 양진호	 양찬모	 양철모	 양태민	 양태준	 양판	 양한나	 양혜연	 양호진	 양홍석	 양효식	 양흥민	

어연	 어충조	 어혜정	 엄경순	 엄기호	 엄소정	 엄익준	 엄임정	 엄진용	 엄현주	 엄효진	 여동건	 여미주	

여상인	 여수동	 여운하	 여은경	 여정민	 여혜인	 연제승	 염광호	 염기선	 염승섭	 염진오	 염현경	 오규철	

오기영	 오기원	 오남교	 오동호	 오명환	 오미영	 오민규	 오민우	 오민지	 오병기	 오병길	 오병욱	 오병일	

오상아	 오선영1	 오선영2	 오선혜	 오성광	 오성희	 오세영	 오세호	 오소라	 오수한	 오승교	 오승만	 오연관	

오영광	 오영균	 오영찬	 오영택	 오위	 오유진	 오윤근	 오윤석1	 오윤석2	 오윤환	 오윤희	 오일환	 오장욱	

오재용	 오재준	 오정택	 오정화	 오제균	 오제형	 오종진	 오주상	 오주혜	 오주희	 오준형	 오진주	 오창걸	

오한솔	 오혁	 오현희	 오혜령	 오혜민	 오혜정	 오혜진	 오효정	 왕지화	 용연우	 우동한	 우명언	 우상철	

우성문	 우수영	 우승연	 우아름	 우영진	 우윤경	 우인혁	 우재선	 우정균	 우정아	 우정우	 우진솔	 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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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삼	 원연정	 원정임	 원종석	 원종인	 원종현	 원지민	 원치형	 원필립	 원혜리	 원혜영	 위영진	 위재혁	

유광민	 유기환	 유나윤	 유다솜	 유대진	 유명한	 유무진	 유미란	 유병원	 유상문	 유상수	 유성근	 유성배	

유수현	 유승진	 유연	 유엽	 유영재	 유옥근	 유옥동	 유우람	 유원석	 유은주	 유인기	 유정수	 유정숙	

유정우	 유정은1	 유정은2	 유정호	 유정희	 유제봉	 유제욱	 유지영	 유진우	 유태정	 유형균	 유혜진	 유홍서	

유황일	 유효진	 유희경	 유희정	 유희찬	 육소연	 윤경아	 윤관호	 윤군주	 윤규섭	 윤기업	 윤기호	 윤나라	

윤덕은	 윤도원	 윤명진	 윤미	 윤민석	 윤병운	 윤상민	 윤상철	 윤새하	 윤석진	 윤석현	 윤선경	 윤선영	

윤성국	 윤성원	 윤성필	 윤성현	 윤성홍	 윤세영	 윤소진	 윤안나	 윤여준	 윤여현	 윤영규	 윤영림	 윤영재	

윤영창	 윤예원	 윤예진	 윤옥선	 윤용진	 윤용훈	 윤인희	 윤일상	 윤장경	 윤재봉	 윤재인	 윤재훈	 윤정미	

윤정선	 윤정연	 윤준석	 윤지수	 윤지영	 윤지해	 윤지후	 윤진강	 윤창범	 윤창선	 윤창현	 윤초롱	 윤한진	

윤현준	 윤현철	 윤형민	 윤형석	 윤형종	 윤호수	 윤홍철	 윤훈수	 윤희수	 은수용	 이가현	 이가희	 이강용	

이강희	 이거연	 이건국	 이경민1	 이경민2	 이경민3	 이경배	 이경빈	 이경삼	 이경석	 이경선1	 이경선2	 이경선3	

이경수	 이경연	 이경원	 이경은	 이경재	 이경주	 이경택	 이경한	 이경행	 이경호	 이경화	 이경희	 이계현	

이고운	 이관성	 이관호	 이광민	 이광욱	 이광호	 이군도	 이권일	 이귀정	 이규대	 이규홍	 이근빈	 이근행	

이금동	 이기봉	 이기원	 이기재	 이기학	 이기현	 이기환	 이길홍	 이나래	 이남선	 이남주	 이남호	 이녹영	

이다송	 이다예	 이다은	 이다혜	 이대은	 이대훈	 이대희1	 이대희2	 이덕기	 이도신	 이도열	 이도헌	 이동건1	

이동건2	 이동명	 이동복	 이동석1	 이동석2	 이동열	 이동욱	 이동원1	 이동원2	 이동재	 이동주	 이동철1	 이동철2	

이동철3	 이동한	 이동헌	 이동현1	 이동현2	 이동호	 이동환	 이동훈1	 이동훈2	 이동희	 이두리	 이두한	 이루리	

이명섭	 이명아	 이명재	 이명진	 이무열	 이문걸	 이문규	 이문식	 이미연	 이미진	 이미향	 이미희	 이민경1	

이민경2	 이민석	 이민이	 이민재	 이민제	 이민주	 이민지1	 이민지2	 이민지3	 이민희1	 이민희2	 이범기1	 이범기2	

이범탁	 이병도	 이병섭	 이병열	 이병윤	 이병진	 이병찬	 이보영	 이보화	 이상규	 이상도	 이상례	 이상무	

이상민1	 이상민2	 이상민3	 이상신	 이상연	 이상엽	 이상옥	 이상웅	 이상은	 이상재	 이상준1	 이상준2	 이상혁	

이상호	 이상후	 이상훈1	 이상훈2	 이상훈3	 이상희1	 이상희2	 이새롬	 이서연	 이서현	 이석민	 이석원	 이석훈	

이선아	 이선영1	 이선영2	 이선호	 이설아	 이성규	 이성균	 이성근	 이성엽	 이성우	 이성유	 이성은	 이성준	

이성진	 이성호	 이성훈1	 이성훈2	 이성희	 이세민	 이세영1	 이세영2	 이세형1	 이세형2	 이세호	 이소연	 이소영	

이소윤	 이소해	 이소현	 이수경	 이수미	 이수빈1	 이수빈2	 이수연	 이수열	 이수영	 이수지	 이수진1	 이수진2	

이수현1	 이수현2	 이순원	 이순행	 이슬비	 이승규	 이승렬	 이승면	 이승목1	 이승목2	 이승목3	 이승미	 이승범	

이승섭	 이승연	 이승욱	 이승윤	 이승재	 이승종	 이승주1	 이승주2	 이승주3	 이승주4	 이승준1	 이승준2	 이승태	

이승현	 이승협	 이승호1	 이승호2	 이승호3	 이승환1	 이승환2	 이승훈1	 이승훈2	 이승훈3	 이승훈4	 이승희1	 이승희2	

이시황	 이신혜	 이아름1	 이아름2	 이아름3	 이아영	 이어진나라	이연주1	 이연주2	 이영규	 이영란	 이영롱	 이영민	

이영배	 이영신	 이영욱	 이영제	 이영준	 이영진	 이영호	 이영훈1	 이영훈2	 이예빈	 이예진	 이요한	 이용	

이용구	 이용석	 이용성	 이용수	 이용재1	 이용재2	 이용주	 이용준	 이용협	 이용호	 이용희	 이우람	 이우재	

이우주	 이우형	 이원용	 이원종	 이원진	 이원형	 이원희	 이유미1	 이유미2	 이유비	 이유영	 이유진1	 이유진2	

이유창	 이윤경1	 이윤경2	 이윤기	 이윤범	 이윤석	 이윤선	 이윤정	 이윤호	 이은규	 이은수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주	 이은택	 이은혜	 이은호	 이응전	 이의균	 이의직	 이이슬	 이인혜	 이인홍	 이인황	 이장권	 이장원	

이장휘	 이재관	 이재근	 이재덕	 이재옥	 이재용	 이재원	 이재준1	 이재준2	 이재준3	 이재진	 이재창	 이재혁1	

이재혁2	 이재혁3	 이재현	 이재형	 이재훈1	 이재훈2	 이재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미	 이정민1	 이정민2	 이정민3	

이정복	 이정삼	 이정섭1	 이정섭2	 이정순	 이정연	 이정우	 이정은	 이정의	 이정준	 이정표	 이정필	 이정현	

이정호	 이정환1	 이정환2	 이정훈1	 이정훈2	 이정훈3	 이정훈4	 이제민	 이제승	 이조영	 이종래	 이종민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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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이종원1	 이종원2	 이종윤	 이종철1	 이종철2	 이종화	 이종흔	 이주식	 이주연	 이주영	 이주종	 이주철	

이주현	 이주형	 이주호1	 이주호2	 이주환	 이준1	 이준2	 이준규	 이준기	 이준범	 이준성	 이준순	 이준승	

이준식	 이준열	 이준영1	 이준영2	 이준우	 이준혁	 이준협	 이준호	 이중석	 이중욱	 이중현	 이지민	 이지선1	

이지선2	 이지수1	 이지수2	 이지숙1	 이지숙2	 이지숙3	 이지언	 이지연1	 이지연2	 이지연3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윤	

이지은	 이지태	 이지혁	 이지현1	 이지현2	 이지형	 이지혜	 이지훈1	 이지훈2	 이지희1	 이지희2	 이진1	 이진2	

이진규	 이진모	 이진석	 이진아1	 이진아2	 이진우1	 이진우2	 이진원	 이진행	 이진화	 이찬구	 이찬석	 이찬희	

이창규	 이창민	 이창석	 이창영	 이창원	 이창조	 이창헌	 이창현1	 이창현2	 이창현3	 이창호	 이창훈1	 이창훈2	

이창훈3	 이창희	 이채명	 이채원	 이채훈	 이철영	 이충익	 이충일	 이치영	 이치형	 이태섭	 이태헌	 이태호	

이태희	 이하늘	 이한목	 이한성	 이혁준	 이현덕	 이현범	 이현빈	 이현석	 이현우	 이현종	 이현주	 이현진	

이현철	 이형규	 이형민1	 이형민2	 이형준	 이혜규	 이혜민	 이혜성	 이혜원	 이혜인1	 이혜인2	 이혜정	 이혜진1	

이혜진2	 이혜진3	 이혜진4	 이호동	 이호민	 이호식	 이호정	 이호준	 이호진	 이호찬	 이호창	 이홍민	 이홍석	

이화령	 이화숙	 이화임	 이화정	 이회림	 이효상	 이효성	 이효신	 이효정	 이효준1	 이효준2	 이효진	 이흥수	

이희상	 이희웅	 이희재1	 이희재2	 이희태	 인태홍	 임가원	 임경한	 임경현	 임규성	 임기호	 임다솔	 임대환	

임동근	 임동진	 임민경	 임바다	 임병찬	 임보나	 임상표	 임새롬	 임성빈	 임성재	 임성진	 임성훈	 임세인	

임소연	 임송이	 임수영	 임영빈	 임영주	 임예슬	 임용빈	 임원룡	 임유빈	 임윤정	 임은경	 임은정	 임장백	

임재우	 임재욱	 임정윤	 임정주	 임정환	 임준일	 임지산	 임지선	 임지훈	 임진성	 임채율	 임채훈	 임태식	

임태완	 임현와	 임현태	 임형종	 임호준	 임효선	 임희성	 장경석	 장경준	 장광석	 장광식	 장기상	 장기훈	

장다영	 장덕우	 장동원	 장두식	 장무호	 장문정	 장백	 장병국	 장병일1	 장병일2	 장병한	 장봉근	 장상훈	

장서현	 장선이	 장성욱	 장성윤	 장성준	 장세영	 장세현	 장수명	 장수미	 장시열	 장영석	 장영희	 장예진	

장온균	 장완석	 장용석	 장용준	 장우용	 장원석	 장원우	 장원호	 장유리	 장유미	 장유신	 장윤경1	 장윤경2	

장윤경3	 장윤원	 장은성	 장은실	 장은애	 장은영1	 장은영2	 장은종	 장익	 장일권	 장재기	 장재운	 장재혁	

장종원	 장주연	 장주현	 장주호	 장준호1	 장준호2	 장지수	 장진규	 장진우	 장태훈	 장필선	 장한수	 장혁준	

장현욱	 장현일	 장현정	 장현준	 장현희	 장혜란	 장혜림	 장혜윤	 장호열	 장효석	 전가영	 전경민	 전경석	

전계선	 전기연	 전도영	 전상범	 전상원	 전선아	 전성기	 전성대	 전성만	 전성수	 전성숙	 전성애	 전세나	

전세정	 전세종	 전소연	 전승우	 전신영	 전아람	 전예진	 전용대	 전용배	 전용욱	 전우영	 전원엽	 전유정	

전일환	 전정민	 전종성	 전지연	 전지원	 전지혜	 전진우	 전채원	 전형진	 전혜진	 전호영	 전호진	 전홍	

전희영	 정건	 정경란	 정경목	 정경수	 정경현	 정경희	 정광섭	 정광재	 정구진	 정균	 정근영	 정근우	

정기성	 정기욱	 정기환	 정낙열	 정대로	 정대영	 정대철	 정대형	 정덕진	 정도빈	 정도삼	 정동렬	 정동수	

정동원	 정동희	 정명은	 정명진	 정명호	 정미선	 정미영	 정미향	 정민수1	 정민수2	 정민우	 정민지	 정민찬	

정민철	 정민호	 정백산	 정병덕	 정병수	 정보슬	 정복석	 정상영	 정상은	 정새봄	 정서울	 정석훈	 정선교	

정선화	 정선흥	 정성근	 정성문	 정성미	 정성훈	 정세연	 정세영	 정세현	 정소정	 정수연	 정수윤	 정수정	

정수지	 정순호	 정슬아	 정승우	 정승원	 정승은	 정승인	 정승현	 정승효	 정아람	 정아름	 정양수	 정언태	

정연	 정연성	 정연조	 정영재1	 정영재2	 정영훈	 정예린	 정예솔	 정오영	 정용	 정용범	 정용욱	 정용진	

정용활	 정우석	 정우식	 정우영	 정우준	 정우진1	 정우진2	 정우철1	 정우철2	 정원석1	 정원석2	 정원용	 정유진	

정유철	 정유화	 정윤	 정윤미	 정윤지	 정윤진	 정은경1	 정은경2	 정은이	 정은조	 정은혜	 정은희	 정의령	

정인교	 정인보	 정재관	 정재국	 정재근	 정재상	 정재연	 정재중	 정재찬	 정재호	 정재훈1	 정재훈2	 정제원	

정종만	 정종원	 정주아	 정주현	 정준영	 정지성	 정지연	 정지용	 정지원1	 정지원2	 정지원3	 정지택	 정지현	

정지혜	 정지홍	 정진송	 정진수	 정진용	 정진우1	 정진우2	 정찬민	 정찬우1	 정찬우2	 정창길	 정창욱	 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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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정태훈	 정필호	 정해민	 정해용	 정해진	 정혁	 정현경	 정현교	 정현우	 정현지	 정형근	 정형길	

정형우	 정혜경1	 정혜경2	 정혜림	 정혜숙	 정혜윤	 정혜임	 정혜진	 정호준	 정홍태	 정회정	 정훈	 정희재	

제갈원구	 제인혜	 조경아	 조계승	 조규상	 조나영	 조남복	 조덕용	 조동규	 조동래	 조동훈	 조문교	 조민석	

조민철	 조범진	 조병진1	 조병진2	 조병호	 조병훈	 조상미	 조석현	 조선두	 조성기	 조성배	 조성빈	 조성욱	

조성윤	 조성재	 조성훈	 조성희	 조승재	 조양득	 조여진	 조영규	 조영균	 조영기	 조영록	 조영우1	 조영우2	

조영재	 조영주	 조영혁	 조영현	 조영환	 조완진	 조용건	 조용구1	 조용구2	 조용익	 조용준	 조우선	 조우영	

조운희	 조원영	 조원오	 조원호	 조유근	 조유미	 조유민	 조윤식	 조윤원	 조윤환	 조윤희	 조은경	 조은기	

조은별	 조은상	 조은숙	 조은희	 조의진	 조인규	 조일형	 조재민	 조재우	 조재훈	 조정환	 조주현	 조준상	

조준수	 조준형	 조준회	 조지연	 조진원	 조찬래	 조창우	 조창호	 조철현	 조한준	 조한철	 조항민	 조현수	

조현주	 조현진1	 조현진2	 조형윤	 조형태	 조혜영1	 조혜영2	 조혜은	 조홍래	 조훈재	 주대현	 주병규	 주상민	

주세운	 주승현	 주윤영	 주인규	 주재형	 주정일	 주진아	 주진우	 주진원	 주홍주	 주홍희	 지만철	 지수환	

지양순	 지을희	 지정인	 지정진	 지호준	 진광용	 진병국	 진봉재	 진상필	 진선근	 진성용	 진세화	 진영현	

진용하	 진인근	 진현욱	 진현태	 진휘철	 차경민	 차근	 차명석	 차병곤	 차봉규	 차세영	 차승훈	 차은상	

차일규	 차지원	 차태균	 차현정	 차혜선	 채동엽	 채신화	 채예솔	 채유진	 채정선	 채지훈	 채청락	 채호기	

채호형	 천명성	 천사랑	 천승환	 천시몬	 천진아	 천진희	 최경원	 최광식	 최기혁	 최나영	 최단비	 최달	

최대현	 최동현	 최동환	 최두원	 최마루	 최만귀	 최문정	 최민성	 최민식	 최민정1	 최민정2	 최민정3	 최민주	

최민철	 최민호	 최민훈	 최민희	 최보경	 최보람	 최봉락	 최상준	 최상현	 최서윤	 최선영	 최선혜	 최성우1	

최성우2	 최성욱1	 최성욱2	 최성익	 최성진	 최성호	 최성흠	 최세영	 최세용	 최소연	 최소정	 최수연	 최수영	

최승옥	 최승운	 최승혜	 최승환	 최시창	 최신애	 최신웅	 최영덕	 최영수	 최영준	 최영현	 최예은	 최용도	

최용준	 최용진	 최용환	 최우섭	 최우용	 최우혁	 최욱경	 최운정	 최원석	 최원영	 최원호	 최유니	 최유빈1	

최유빈2	 최유정	 최유철	 최윤석1	 최윤석2	 최윤수	 최윤영	 최윤정	 최윤진	 최윤희	 최은미	 최은영	 최은지	

최인성	 최인영	 최인철	 최장원	 최장호	 최재열	 최재표	 최재필	 최재혁	 최정기	 최정윤	 최정혜	 최제인	

최종렬	 최종호	 최주성1	 최주성	 최주원	 최주호	 최주희	 최준걸	 최지수	 최지원	 최지은1	 최지은2	 최지혁	

최지환	 최지훈	 최지희	 최진경	 최진성	 최진수	 최진아	 최진용	 최진호1	 최진호2	 최창규	 최창대	 최창범	

최창언	 최창완	 최창우	 최창윤	 최채민	 최태규	 최필승	 최필웅	 최한호	 최현희	 최형도	 최형순	 최형익	

최형주	 최혜원1	 최혜원2	 최혜정	 최호성	 최훈	 최훈섭	 최희정1	 최희정2	 추석민	 추창화	 추형석	

크리스티(이해경)	 탁성근	 탁쥬리안	 태준호	 퍼티그다니엘	 편성식	 표춘미	 하경은	 하민지	 하상철	 하성우	

하성훈	 하승희	 하유진	 하이화	 하준	 하지수	 하태안	 하홍국	 한가희	 한건	 한경민	 한규영1	 한규영2	

한기정	 한나희	 한덕철	 한만세	 한명희	 한미량	 한별	 한병기	 한병민	 한병재	 한상근	 한선규	 한성근	

한승욱	 한승재	 한영경	 한우종	 한은규	 한은정	 한은혜	 한인섭	 한재상	 한정섭	 한정탁	 한종엽	 한종철	

한주이	 한지연	 한지용	 한진수	 한진숙	 한진우	 한진헌	 한진호	 한찬희	 한창현	 한청	 한태일	 한현식	

한혜리	 한혜원	 한호석	 한호성	 한효민	 한희범	 함유현	 함은영	 함주희	 허경필	 허기욱	 허대성	 허문영	

허성무	 허성민	 허성지	 허솔지	 허승경	 허승호	 허신욱	 허영경	 허영훈	 허용복	 허유나	 허윤제	 허은	

허재진	 허정	 허정행	 허제헌	 허지은	 허태원	 허필중	 현대석	 현보은	 현슬기	 현승훈	 현예지	 현충제	

호선희	 홍강숙	 홍광표	 홍기수	 홍대건	 홍대성	 홍리나	 홍미향	 홍범	 홍사균	 홍사임	 홍상호	 홍석재	

홍석형	 홍선경	 홍성균	 홍성민	 홍성애	 홍성우	 홍성탁	 홍성표	 홍성훈	 홍순욱	 홍순원	 홍승민	 홍승범	

홍승혁	 홍승호	 홍승환1	 홍승환2	 홍영관	 홍영태	 홍용표	 홍우식	 홍웅기	 홍유진	 홍윤기1	 홍윤기2	 홍은기	

홍은숙	 홍은지	 홍자연	 홍재희	 홍정기	 홍정연	 홍종락	 홍준기	 홍준모	 홍준의	 홍지윤	 홍진선	 홍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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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기	 홍창일	 홍채림	 홍태경	 홍헌표	 홍현기	 홍현정	 홍현지	 황경갑	 황경동	 황규진	 황규태	 황대진	

황동섭	 황동하	 황병욱	 황병찬	 황보관	 황석연	 황선경	 황선명	 황선정	 황성연	 황성열	 황성윤	 황성종	

황성필1	 황성필2	 황세원	 황세윤	 황신애	 황영달	 황영석	 황윤석	 황은경	 황인섭	 황인성	 황인찬	 황인호	

황일환	 황재근	 황재원	 황정원	 황주환	 황준	 황준산	 황준식	 황지선	 황찬	 황찬일	 황철용	 황철진	

황태현	 황택현	 황현준	 황호세	 황호수	 황홍석



foundation.sam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