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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s message

삼일미래재단이 창립된 지 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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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7명의 

이름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2014 연차보고서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무 

처리 과정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참여자로부터 공감을 얻고 

신뢰성을 높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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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서  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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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Better Future for Children and Community

Respected, Trusted Firm and People

삼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 그리고 임직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의 조직과 

임직원들이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삼일미래재단은 교육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각자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며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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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법인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undation 법인명 재단법인 삼일미래재단

대표자 서태식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설립일자 2008년 3월 31일

기본재산 52억 원 (2014년 12월 말 기준)

Who we are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이 비영리공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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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8

• 삼일미래재단 설립 

• 안경태 이사장 취임 

• 초등학생 경제교육 후원 시작

• 그룹홈 거주 청소년 후원 시작

• 화상 환자 청소년 후원 시작

• 다문화 공부방 후원 시작

• 삼일회계법인 사회봉사동호회 후원 시작

• 2008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 수단 다르푸르 난민 어린이 후원

• 비영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개최

•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2009

•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 박오수, 주인기, 허성관 이사 선임

• 서태식 이사장 취임

• 2009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2011

•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

•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 대한민국 미래 만들기 경제교육 시작

• 주거 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시작

• 일본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2013

•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 제2회 연[緣] 음악회 

•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시작

• 후원 영재 청소년 추가 선정 (이수빈, 

이기창)

• 필리핀 태풍 피해 성금 5천만원 전달

• 기부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 [역사편]

2012

• 제4회 삼일투명경영대상

• 제1회 연[緣] 음악회 

• 후원 영재 청소년 추가 선정 (홍유진, 

김진서, 심석희)

• 신입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초등학교 

경제교육 시작

•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세무/

연차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 (3회)

2014

•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 제3회 연[緣] 음악회 

•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 제작 

• 후원 영재 청소년 추가 선정 (김근우,  

김서현)

• 북한이탈가정 우수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시작

•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배움발표회 진행

•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격려금 전달

• 이주 여성과 자녀 주거 마련을 위한  

바자회 지원

• 기부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 [문화·예술편],  

[철학편]

2010

•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 영재 청소년 후원 시작 (송유근)

•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후원 시작

• 2010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어린이 후원 

•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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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기부자 수

2008 2010 20122009 2011 2013 2014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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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008 2010 20122009 2011 2013 2014

(단위: 원)

목적사업비

2008 2010 20122009 2011 2013 2014

(단위: 원)

8억

0

기본재산

2008 2010 20122009 2011 2013 2014

(단위: 원)

0

1,655

6억

4억
10억

16억
21억

29억

43억

52억

3,695

5억 
9천만

2억 
3천만 1억 

7천만

2억 
8천만

4억 
4천만

4억 
3천만

5억 
6천만

6억 
2천만

9억 
4천만

10억 
4천만

15억 
4천만

15억 
3천만

17억 
5천만

4,158 4,195 4,258 4,098 3,897

20억

10억

0

60억

30억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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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개인 월정기부금 422,461,694 627,357,514 1,068,479,931 1,482,775,620 1,471,200,000

지정기부금 44,860,000 59,910,000 63,331,278 8,000,000 5,000,000

기타기부금 478,226,952 361,697,950 416,406,702 261,919,679 60,088,260

총 기부금 945,548,646 1,048,965,464 1,548,217,911 1,752,695,299 1,536,288,260

삼일미래재단의 기부금 수입 중 삼일 임직원의 월정기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삼일나눔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재단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설립 이후 매년 기부금 수입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면서 

재단법인이 갖춰야 할 안정적인 사업비 마련의 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사업비

168,232,461원

기타 지원 사업비

60,000,000원

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사업비

133,311,000원

화상 의료 지원 사업비

40,000,000원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비

150,743,180원

봉사 동호회 활동 사업비

10,000,000원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60,000,000원

2014 목적사업별 사용 비율

기부금의 구성

27%

24%21%

10%

10%

6%

2%

 총 사업비용

622,286,6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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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Highlights

제6회를 맞이한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는 밀알복지재단이 대상을 수상하

고 어린이재단이 아동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밀알복

지재단은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부문상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당시 받은 심사평을 통해 법인의 발전 방향을 가다듬어 이번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비영리법인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page 8

밀알복지재단의 마부작침 [磨斧作針]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2014년에도 삼일은 두 명의 스포츠 영재를 발굴하여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스키 영재 김서현 양과 골프 영재 김근우 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삼일의 영재 

청소년 후원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기존 영재들의 성과 

덕분입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후원 영재 청소년들을 만나보세요. page 13

나날이 성장하는 삼일의 영재 청소년

삼일미래재단은 2012년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겨울, 

삼일미래재단은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작은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열린 2014 배움발표회에서 학생들은  

3년 동안 배운 피아노 연주, 오카리나 합주,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age 21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솜씨 뽐내기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여름 방학 기간에 떠나는 방학 캠프는 아동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줍니다.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방학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삼일미래재단은 여름 캠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학 캠프에는 삼일미래재단 사무국에서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든 삼일미래재단의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page 22

삼일미래재단도 함께 참여한 방학 캠프

01

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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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은 2008년부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통해  

그룹홈의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룹홈의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일미래재단의 지원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2013년에 이어 2015년 1월 삼일미래재단에 두 번째 감사패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page 24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감사패 수상

지난 2년 동안 삼일미래재단이 후원해 온 삼정학교는 북한이탈가정의 

청소년을 돌보는 기관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긴 기부자 1명(김희상,  

삼일회계법인)이 캘리포니아 키친(아이파크몰)에서 당첨된 피자를 

삼정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삼정학교 채경희 교장은 ‘5월 생일파티 날에  

맞추어 배달된 피자로 아동들이 무척 즐거워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page 25 

삼일회계법인 임직원이 나눈 따뜻한 피자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무료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 퇴소 후 마땅한 거처가 없어 방치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삼일미래재단은 이들의 주거공간 마련 바자회를 

지원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 네 가정이 용산구 청파동 소재 임대주택에 

안전하게 입주했습니다.

용산구 소재 이주 여성과 자녀 거주 공간 마련 바자회 지원

삼일회계법인 창립 43주년을 맞아 2014년 4월 1일 ‘제3회 연[緣]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기부자들과 영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삼일회계법인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습니다. page 36

풍성한 인연의 한 마당, 제3회 연[緣] 음악회 

06

08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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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주요 사업 1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사업

삼일미래재단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삼일투명경영대상 진행 및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금액 

168,232,461원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 제작

한국 가이드스타 후원

(단위: %) 64.6
29.4

6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108,732,461원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 제작  

49,500,000원

한국  

가이드스타 후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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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투명경영대상이 제6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많은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이 주목받게 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경영이 기부문화를 촉진한다’는  

믿음으로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시 양식을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상금 15,000,000원) 

• 아동부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상금 10,000,000원)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제1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여성부문: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제2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제3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아동부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장애인의료부문: 재단법인 푸르메 

제4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청소년교육부문: 사단법인 JA Korea  

  주거복지부문: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제5회 수상기관 삼일투명경영대상: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의료부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청소년부문: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난 수상 기관

▲ 언론 보도 영상 (SBS 뉴스, 2014-09-19)▲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및  

    삼일미래재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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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열려 

18일 삼일회계법인은 재단법인 삼일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이 

서울 LS용산타워 8층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

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아동부문은 초

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수상했으며, 수상법인에

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각 상금 1,500만원과 1,000만원

이 주어졌다. 

대상을 받은 밀알복지재단은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부문상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심

사평을 참고해서 법인의 발전 방향을 가다듬고 투명성을 

제고시켜 이번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하게 됐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삼

일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심사 내용으로 바탕으로 작성하는 

심사평은 유료의 컨설팅 보고서 못지 않은 수준으로 실제 

해당 법인들의 운영 시스템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략) 

실제로 삼일투명경영대상을 통해 시상한 기관은 기부금의 

증가로 그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상을 수상한 14

개 비영리법인들 역시 수상한 이듬 해 평균 30% 이상의 기

부금 증가율을 보여왔다. 삼일미래재단 관계자는 "기부금 

증가의 요인이 상의 수상 때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만 투명하게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려는 당사자들의 노력과 

그에 대한 외부의 인정이 기부자들의 손길을 더 끌어내는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4-09-18]

용환진 기자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설립자, 명예회장 인터뷰

현재 서 회장은 삼일회계법인이 세운 삼일미래재단을 통해 

영재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창립 30주년이 되면서 ‘회

계사들로 구성된 회사에서 의미있는 사회공헌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영리공익법인

인 삼일미래재단을 만들었어요.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 지

금 7년째가 됩니다.”

보통 재단이라고 하면 대기업 오너 등이 내놓는 수백, 수천

억 원대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삼일미래재단은 이와 달리 임직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

영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관계사 임직원들이 매달 소액씩 내는 기부

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재단을 운영하고 기금을 조금씩 마

련합니다. 사내 회식에서 ‘상금’이 나와도 기분좋게 이 재단

에 내는 것이 문화가 됐어요. (웃음) 회계법인이 의외로 돈

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비영

리재단 구성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에 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소중한 자금이 모이면 이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중략) 

“기금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의 특성을 활용해 기부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에 여러 기부단체가 있지만 의

외로 이에 대한 개인들의 기부활동이 적은데 ‘과연 내가 낸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일까’라는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업계 1위인 삼일회계법인이 직접나서 ‘투명

경영’을 한 기부단체를 선정하고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러면 실제로 그 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평생 여러 투자결정을 해봤지만 ‘교육’만

큼 이윤이 높은 투자는 없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2014-04-01]

현상경·이서윤 기자

언론이 본 삼일미래재단

What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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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은 지난 6년간의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본 책자 및 온라인 

강의는 2015년부터 자회사인 삼일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 제작

● 미션과 비전체계의 수립

● 조직 및 인력 관리

● 회계 및 세무 관리 

● 운영 관리 

● 외부 정보 공시

강의 내용 

▲ 『비영리법인 운영 매뉴얼』 책자 및 온라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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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영재 청소년 

후원  

83,691,000원

아동·청소년 

도서지원  

30,852,180원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30,000,000원

에코리더  

캠프 지원 

5,000,000원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1,200,000원

주요 사업 2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총 금액 

150,743,180원

영재 청소년 후원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아동·청소년 도서지원 

에코리더 캠프 지원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단위: %)

55.5
20.5

19.9

3.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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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청소년 후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동·청소년들 

중,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삼일미래재단은 영재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학·예술·체육 분야의  

8명의 영재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원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삼일의 영재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영재들의 활약을 

소개 합니다!

새로운 영재 청소년 

2014년에는 스키 영재 김서현 학생, 골프 영재 김근우 학생의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영재 청소년 활약 엿보기

김진서

송유근

심석희

이기창

이수빈

홍유진

김서현

김근우

‘All that Skate 2014’에서 ‘으르렁’을 공연하며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오른 김진서 군! 이 외에도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네펠라트로피  

2위,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16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가 웹사이트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삼일미래재단의 후원 영재 송유근 군의 소식입니다. 송유근 군은 최근 

한국천문연구원위상수학 분야 “Gromov-Wittennvariants on Real 

Hypersurfaces of Kahler Manifold” 주제로 종합시험 통과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기대주 심석희 양이 2014년에 열린 쇼트트랙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또한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000m와 1,500m 은메달을 수상하며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의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기창 군은 8월 29일 성공적으로 독주회를 마쳤습니다. 어른들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독주회를 훌륭하게 소화해 낸 이기창 군의 실력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이수빈 양은 2014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제3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콩쿠르에서는 금호영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는 

공동 2위를 수상하며 그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아리따운 2014년 서울대 최연소 합격, 홍유진 양은 언니 오빠들과의 대학 

생활과 공연으로 바쁘고 보람찬 새내기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많은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공연했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꽃, 스키 선수 김서현 양입니다. 김서현 양은 서울 YMCA 

살로몬 전국 유소년 스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동계체전에서는 

여자 초등부 대회전 금메달, 회전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해 나아가는 김서현 양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웬만한 어른들의 힘을 능가하는 김근우 군은 제2회 MBN 

꿈나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제29회 서울특별시장배 

골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골프 수재입니다. 김근우 군의 잠재력을 

기대합니다!

▲ 제3회 연[緣]음악회를 빛낸 영재 청소년들

▲ 영재 청소년 홍유진 양의 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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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독후감

연도 별 도서지원 현황 누적 도서 권수

402

1442

2552
2670

1284

2011 2012 2013 2014 임직원 자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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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아동·청소년 도서지원

독서는 사람의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키워줍니다. 큰 장점을 지닌  

독서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취미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삼일미래재단은 

도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전국 18개의 그룹홈과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 임직원 자녀들에게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받아서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삼일미래재단과 어린이들의 지혜가 

자라고 있습니다. 

▶ 도서지원 수혜 아동의 독서감상문과 사진

What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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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것들을 잊지 못하다

수혜 학생 수 자원 봉사자 수

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

대한민국 미래 만들기

삼일미래재단은 대한민국 미래만들기를 통해 평소 경제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교외 지역에서 초등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방학을 맞은 

27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전북 군산의 나운초등학교와 구암초등학교를 

방문해 612명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참여한 대학생들과 군산의 초등학생들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년도 학교명 일정

2014
전북 군산 구암초등학교
전북 군산 나운초등학교

2014.7.2~2014.7.4

2013 강원도 원주 구곡초등학교 2013.7.16~2013.7.18

2012 경북 영주 중앙초등학교 2012.7.3~2012.7.5

2011
전라남도 신안군 3개섬 4개 초등학교
(임자초, 임자남초, 압해서초, 비금초)

2011.7.18~2011.7.20

지난 20대를 돌아보면 숨가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학교에 치여 사람에 치여 

애인에 차여 그렇게 보냈다. 내가 생각

했던 아름다운 청춘은 바래진지 오래였

고 이젠 전장에 내던져진, 오로지 취업

만 바라보는 취업병사로 전락하였다. 

어딘가에 쉼표를 찍어야 하는데 너무나 

빠르게 넘어가는 페이지에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중략)

아동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

주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의 

진로도 심히 고민해보았다. 물론 면접

관보다 어려운 아동들의 질문에 이마와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답변을 하는

내내 행복하였다. 과연 이 마력은 어디

서 왔을까. 내가 너무 순수와 동떨어져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

았다. (중략)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마음속이 풍족

한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

다. 이번 활동을 마련해주신 삼일회계

법인, JA코리아 그리고 고생하며 인솔

해주신 이승혜, 이동희 선생님께 감사

의 인사를 전하고 싶으며 무엇보다 지

금도 너무 그리운 아동들에게 너무 고

맙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 우리 어

린이들, 맛있는 음식들, 재미있었던 조

별 게임, 열정적이고 즐거웠던 연구수

업 및 준비 등 잊지 못할 많은 것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봉사단을 마치며…

장의훈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참여 대학생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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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리더 캠프 지원

삼일미래재단에서 후원하는  

‘빌려 쓰는 지구 캠프’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의 습관을 

돌아보고, 물 오염·에너지 남용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배양하는 체험형 습관 캠프입니다. 

환경은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환경 보존은 지구에 살아가는 인류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환경 보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린 나이에 자리 잡길 

기대하며 2014년에도 에코리더 캠프를 

지원했습니다.

캠프 후기

박소영(양진초 6), 박현경(양진중 3) 학부모 

이지은(양진중 2) 학부모 

중학생인 첫째가 캠프에 다녀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친환경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이라

고도 말했다. 습관을 환경적으로 접근해주어 좋았던 것 같다. 

둘째인 초등학생 아이는 확실히 습득이 빠른 것 같다. 

실천하는 것도 눈으로 보이고 확실히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캠프에서 정리해 온 워크북을 온 가족이 다 같이 보며 실천하고 있다.  

캠프에 다녀온 후 방학 프로젝트로 ‘물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정하여 온 가족이 방학 동안 얼마만큼의 물을 줄였는지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워크북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할 경우 소비 

되는 물의 양 등 환경과 실생활을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있어서  

너무 좋다.

▲ 에코리더 캠프 ‘빌려 쓰는 지구’ 

What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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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2014년 12월부터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선발된 4명의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진학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의 

멋진 성장을 응원할 것입니다.

후원 대상자 진학 현황

김군룡 동성고등학교 1학년

김정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신용범 용산고등학교 1학년

이철경 논현중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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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주요 사업 3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주거 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60,000,000원

총 금액 

60,000,000원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 열악한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9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주거 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주거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 

들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2011년 

부터 월드비전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3개 가정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했습니다. 

수혜 가정 수

2011 2012 2013 2014
0

15

30

9

27 23

13

2014년 주거 환경 위기 아동 지원 사례

외관 수리

▶

보일러 교체

▶

주방 수리

▶

화장실 보수

▶

집안 내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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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주요 사업 4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사업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57,307,300원

그룹홈 

지원  

40,003,700원

북한이탈가정  

위탁 돌봄 기관 지원 

36,000,000원

총 금액  

133,311,000원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북한이탈가정 위탁 돌봄 기관 지원

그룹홈 지원 

43

30

27

(단위: %)

용산구 5개 지역아동센터와 전국의 그룹홈, 북한이탈가정 위탁 돌봄 기관 지원을 통해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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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1)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25,269,900원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5개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지원금으로 오카리나, 피아노, 우쿨렐레, 

피아노,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삼일미래재단의 후원으로 ‘2014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배움발표회’를 개최하여, 각 센터 별 아동들이 지난 3년 동안 연마한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명 교육명 2014년 진행 내용

빛나라공부방 “나도 이제 연주할 수 있어요!” 오카리나 강습, 피아노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딩가딩가 구슬의 음악교실 합창, 기타, 우쿨렐레, 리코더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수영 및 우쿨렐레
기타레슨, 어린이날 선물 지원  

(가방, 필기도구 세트)

소망을 찾는이
삼일미래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초등부 수영, 기타, 우쿨렐레 레슨

풍성한지역아동센터 바이올린 및 피아노 배우기 바이올린, 피아노 개인 레슨

2014 용산구 배움발표회 이모저모

•일시: 2014년 12월 12일 오후 6시            •장소: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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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학 프로그램 지원: 20,000,000원

방학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여름방학 캠프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2014년에는 삼일미래재단 

사무국에서 직접 ‘풍성한지역아동센터’ 방학캠프에 참여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명 인원 2014년 진행 내용

빛나라공부방 23명
일정: 8/7 ~ 8/10 (3박 4일)

장소: 강화도 도래미마을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27명
일정: 7/25 ~ 8/7 (13박 14일)
장소: 서울, 경기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29명
일정: 방학기간 내 일일체험

장소: 일산 아쿠아 플라넷, 원마운트

소망을 찾는이 24명
일정: 7/29 ~ 7/31 (2박 3일)

장소: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

풍성한지역아동센터 37명
일정: 7/28 ~ 7/30 (2박 3일)
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덕분교

여름 방학 캠프 후기 

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정선의 정덕분교는 

첩첩산중에 위치해 있어 경치가 뛰어났

고, 바로 앞에는 계곡이 있어 아이들이 맘

껏 즐기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놀기 위해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면서도 밤에는 어떻게든 늦게 자려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모습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기대 이

상의 행복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풍성한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은 이번 여

름캠프의 목표가 ‘잘 먹고, 잘 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내

기 위해 직접 답사를 다녀 좋은 장소를 물

색하고, 손수 장을 보며 저렴한 가격에 싱

싱하고 질 좋은 간식을 마련하십니다. 사

실 24명의 아이들에게 좋은 숙소와 음식

을 제공하기에 삼일미래재단이 지원한 

400만 원은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

지만 센터장님은 이 돈이 없다면 여름캠

프는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고 하십니다.

삼일미래재단의 도움이 씨앗이 돼서 아이

들은 반짝반짝한 여름방학의 추억이라는 

열매를 받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흐뭇

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들도 언젠

가는 알게 되겠지요? 작지만 생명과 사랑

을 품은 씨앗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씨앗

도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방바닥이 딱딱하고 침구가 썩 깔끔하지는 

않은 유스호스텔에서 잠을 청한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잠이든 아

이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희들도 나

중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라.

요즘 기업 CSR의 추세는 단기

적인 봉사와 일시적인 후원이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계적으

로 관리하기가 쉽고,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

일미래재단은 2012년부터 용산에 있는 지

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여름 방학 캠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일한 대상

에게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최근의 기업 CSR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

입니다. 하지만 여름 방학 캠프에 참여해

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저는 수치

로 나타낼 수 없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성

과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견주어도 손

색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잘 

먹고, 잘 놀’면서 건강한 웃음이 피어나는 

아이들의 얼굴이 바로 우리 프로그램의 

성과였습니다.

김혜림 (삼일미래재단)

What w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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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 특별 프로그램 지원: 12,037,400원

연말 특별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별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체육 활동, 

필요한 물품 구입, 스키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센터명 2014년 진행 내용

빛나라공부방
• 지역 내 탁구장에서 매주 탁구 강습 

• 초고도 비만치료(1명) : 인제대학교 백병원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 운길산, 전남 근교 산행, 남한 산성, 서울 근교 산행, 지리산,  

축령산, 단풍놀이 설악산, 겨울 태백산 방문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 정서지원프로그램(심리지원): 미술치료, 놀이치료

• 교육프로그램(맞춤형 학습지원): 구몬 학습지 맞춤형교육 실시 

소망을 찾는이
• 노후된 컴퓨터와 복합기 교체 

• 우쿨렐레 수업을 위한 악기 구입 

풍성한지역아동센터 • 웰리힐리파크 스키 캠프

특별지원 활동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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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지원

만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나와야 

하는 그룹홈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삼일미래재단은 2008년부터 그룹홈 

청소년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 컴퓨터 자격증 학원, 

학업을 위한 학원 비용, 검정고시 비용 

등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연말이 되면 

보내오는 학생들의 감사 편지에 담긴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감사 편지

그룹홈 마르지않는샘 이영은(가명)

그룹홈 요셉의집 김동욱(가명)

안녕하세요. 2014년 후원을 받은 이영은 입니다. 후원을 받아  

학교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 성적 또한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아마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30점이라는 점수가 중학교 3학년인 지금 평균 81점이 됐습니다.  

상승된 점수를 보며 희망과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호 관련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가 사는 곳과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통학시 너무 멀어 

다니지 못하게 되어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간호과는 아니었지만 간호사의 꿈을 놓지 않고 현재 다니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간호학원에서 이론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복습하다보니 처음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여름방학에는 실습을 나가 많이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원해주신 금액으로 제과제빵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빵 만들기를 한번 씩 했는데 그때 빵 만드는것

이 무척 재밌어 제과제빵에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해서 반드시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과제빵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과제빵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나무그룹홈 신윤민(가명)

What we do

수혜 청소년 수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0

10

20

30

40

50

40
30

17

26

14 12



25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북한이탈가정의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삼정학교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방과후학교를 마련해 

학습 지도와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명의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며 방과후엔 삼정학교에 모여  

보충수업을 받고 저녁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삼정학교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삼정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금액 (단위: 만원)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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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삼일가족음악회에 참석해 준 삼정학교 아동들



What we do

주요 사업 5

화상 환자 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및 캠프 지원

40,000,000원

총 금액 

40,000,000원

삼일미래재단은 화상 환자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심리 치유 캠프 비용을 지원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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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화상재단 지원

화상을 입은 환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화상 흉터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삼일미래재단에서는 화상 

환아의 심리 치유 캠프인 ‘나는 멘토다’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의 경우 적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치료가 필요한 환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환아들이 심리 치유 

캠프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기대합니다. 

‘나는 멘토다’ 화상 캠프

화상 환아 치료 사례

‘나는 멘토다’ 화상 캠프를 통해 화상을 경험한 환아들이 서로의 아픔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찜질팩이 터지면서 양쪽 허벅지 3% 화상을 입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수술 치료를 권유받아 지속적으로 치료 중입니다. 환아 가정은 

환아 부의 소득 활동으로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

다. 생활이 어려워 저축액이나 사보험이 전혀 없으며, 환아 가정의 유일한 보금자리로 

1억 3천만원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세금만큼의 전세자금대출 및 생계 부채를 가

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유 자산이 전무합니다. 다행히 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환아의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아 및 가족은 치료에 대한 만

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화상환자 박은혜

2002년(2세)에 끊고 있던 커피포트의 물을 쏟게 되면서 열탕화상을 입었으며, 손가락 

부위 화상 후 반흔구축으로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아는 중학교 1학년이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밝은 성격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환아의 가족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와는 연락 단절되고 할머니, 큰 아빠, 아버지, 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오랫동안 췌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할

머니, 큰 아버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으

나 지원으로 반흔구축 재건수술을 했고, 평소 외향적이던 환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

습니다. 화상환자 김혜수

환아 5세경 LPG 가스폭발 사고로 전신 70%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17세로 지난 

12년 동안 급성기 치료 이후에도 8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양다리와 양팔 화상후

반흔구축으로 인한 성장 장애를 개선하는 수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우측 부위 

팔 꿈치의 구축된 부분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환아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성장 장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상환자 김진성

수혜 환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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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6

삼일봉사동호회 지원 및 기타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삼일의 사회봉사동호회 활동비 지원과 그 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  

70,000,000원

삼일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기타 지원

삼일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10,000,000원

기타 지원 

60,000,000원

(단위: %)

85.7

14.3

What we do

28



29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삼일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기타 지원

삼일의 임직원들은 2006년부터 사회봉사동호회를 만들어 

봉사 활동을 하며 나눔 정신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 삼일미래재단은 

사회봉사동호회 회원들의 주말 봉사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삼일 사회봉사동호회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묵직한 연탄으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주었습니다.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 거주공간 마련 바자회   

지원: 5,000,000원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자, (사)참여성노동복지터에서 거주지 

마련을 위해 개최한 바자회에 후원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용산구 청파동 LH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13공수여단 장학금 지원: 5,000,000원

삼일미래재단은 13공수여단 우수 부대원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 해군장병 격려금 지원 : 50,000,000원

삼일미래재단은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위문 성금 5,000만 

원을 해군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봉사후기

연탄을 나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비닐

장갑 위에 목장갑, 팔 토시를 착용했는데도 손가락 끝이 얼어

버려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 두 

장, 연탄을 나르자 손은 물론이고 모두의 이마에 땀방울이 흥

건히 맺혔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좁은 골목길을 조심조심 걸어 연탄

을 날랐습니다. 텅텅 비었던 창고가 순식간에 연탄으로 채워

지는 모습에 모두들 뿌듯해했고, 시커먼 연탄재가 묻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연탄을 나르기 위한 노동

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결

석하지 않고 모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효민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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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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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일미래재단의 

기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삼일회계법인 및 관계사의 임직원들을 

대표하여 삼일회계법인의 리더십 멤버 중에서 3인이 이사로 선임돼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정기 이사회는 1년에 3회 개최됩니다. 2014년 개최된 3회의 정기 이사회 모두 이사회 

구성원 과반 이상이 참석했으며,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제1차 정기이사회  일시: 2014.02.27

제1호 의안: 정관변경 완료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삼일미래재단의 Thought leadership 구축 현황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비영리법인 현황 조사 보고의 건

제4호 의안: 기관별 사업결과 보고의 건

제5호 의안: 영재청소년 근황 및 연음악회 진행 예정 보고의 건

제6호 의안: 사회봉사동호회 연말프로그램 보고의 건

제7호 의안: 2014년 상반기 기부자 감사프로그램 진행 예정 보고의 건

제8호 의안: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선정의 건

제9호 의안: 삼일미래재단 2013년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차 정기이사회  일시: 2014.08.28

제1호 의안: 2014년 상반기 진행사업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기부자 감사프로그램 진행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2014년 하반기 추가사업 예산의 검토와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변경안의 검토 및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제6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최종심사의 건

제3차 정기이사회  일시: 2014.11.25

제1호 의안: 2014년 하반기 진행사업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기부자 감사프로그램 실시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2015년 추가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5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14년 기본재산 증액(안) 및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서태식 이사장  
2012.12.17 ~ 2015.12.16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前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회장

김영식 이사  
2015.03.26~2018.03.25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박오수 이사  
2012.12.17 ~ 2015.12.16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영학회 회장

안경태 이사  
2015.03.26~2018.03.25 

삼일회계법인 회장

장경준 이사  
2015.03.26~2018.03.25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주인기 이사  
2012.12.17 ~ 2015.12.16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회장

허성관 이사  
2012.12.17 ~ 2015.12.16 

前 광주과학기술원 원장

한덕철 감사  
2014.10.01 ~ 2017.09.31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황영달 감사  
2014.10.01 ~ 2017.9.31 

삼일회계법인 전무

2014년 정기 이사회 개요 

이사회 구성원 



31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세입 (단위: 원)

항목 금액 비율

기본재산 이자 수익 173,767,173 8.61% 

기부금 1,536,288,260 76.11% 

이월금 308,411,798 15.28% 

소계 2,018,467,231 100.00%

세출 (단위: 원)

항목 금액 비율

목적사업비 622,286,641 30.83% 

모금비 62,456,880 3.09 %

일반관리비 52,756,738 2.61 %

기본재산 적립금 900,000,000 44.59 %

미지급금 등 15,093,350 0.75% 

이월금 365,873,622 18.13% 

소계 2,018,467,231 100.00%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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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7기) 전기 (제6기)

자산

Ⅰ. 유동자산 5,625,806,576 4,697,471,63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5,565,873,622 4,608,411,798 

2. 선급법인세 24,300,050 12,140,270 

3. 미수금 0 3,650 

4. 미수수익 35,632,904 76,915,921 

자산총계 5,625,806,576 4,697,471,639 

부채

Ⅰ. 유동부채 705,750 5,182,970 

1. 예수금 332,810 368,980 

2. 미지급금 372,940 4,813,990 

Ⅱ. 비유동부채 175,113,322 86,734,537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73,573,322 89,486,423 

2. 상여충당금 1,540,000 

부채총계  175,819,072  91,917,507 

순자산

Ⅰ. 기본재산 5,200,000,000 4,300,000,000 

Ⅱ. 보통재산 249,987,504 305,554,132 

순자산총계 5,449,987,504 4,605,554,132 

총 부채 및 순자산 5,625,806,576 4,697,471,639 

1. 재무상태표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014년 재무제표 

제7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6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How we work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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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7기) 전기 (제6기)

  1. 사업수익 1,755,506,953 1,956,529,955 

(1) 고유목적사업수익 1,755,506,953 1,956,529,955 

1) 기부금수익 1,536,288,260 1,752,695,299 

2) 이자수익 132,290,305 113,841,474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86,734,537 89,486,423 

4) 잡수입 등 193,851 506,759 

2. 사업비용 737,500,259 656,115,476 

(1) 사업비용 622,286,641 566,152,157 

1) 청소년교육지원사업비 150,743,180 144,265,290 

2) 청소년관련시설지원사업비 133,311,000 118,624,100 

3) 화상의료지원사업비 40,000,000 40,000,000 

4) 긴급재해지원사업비 60,000,000 115,316,847 

5) 봉사동호회활동사업비 10,000,000 10,000,000 

6) 비영리법인회계투명성개선사업비 168,232,461 122,945,920 

7) 기타지원사업비 60,000,000 15,000,000 

(2) 모금 비용 62,456,880 49,658,810 

(3) 일반관리비 52,756,738 40,304,509 

1) 급여 28,318,490 14,040,000 

2) 수수료 16,069,480 19,114,029 

3) 세금과공과 2,232,500 3,432,500 

4) 소모품비 607,790 472,000 

5) 인쇄비 1,546,160 1,301,850 

6) 통신비 76,870 0 

7) 여비교통비 37,700 80,000 

8) 복리후생비 2,776,750 996,210 

9) 보험료 227,510 187,450 

10) 회의비 633,479 580,470 

11) 교육훈련비 230,000 0 

12) 잡비 등 9 100,0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173,573,322 86,734,537 

  4. 당기순이익 844,433,372 1,213,679,942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 운영성과표 제7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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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7기) 전기 (제6기)

Ⅰ.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57,461,824 1,183,173,263 

1.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710,055,433 1,839,936,595 

가. 기부금의 유입 1,536,288,260 1,752,695,299 

나. 이자수익등의 유입 173,767,173 87,241,296 

2.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752,593,609 656,763,332 

가. 고유목적사업활동에 따른 유출 737,500,259 656,115,476 

나. 기타활동에 따른 유출 0 0 

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 변동 15,093,350 6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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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461,824 1,183,173,263 

Ⅴ. 기초의 현금 4,608,411,798 3,425,238,535 

Ⅵ. 기말의 현금 5,565,873,622 4,608,411,798 

3. 현금흐름표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제7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How w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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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기본재산 보통재산 총계

2008.03.26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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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400,000,000 264,273,876 664,273,876 

2009.01.01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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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1,000,000,000 60,396,361 1,060,396,361 

2010.01.01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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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1,600,000,000 86,183,727 1,686,183,727 

2011.01.01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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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2,100,000,000 193,311,649 2,293,311,649 

2012.01.01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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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2,900,000,000 491,874,190 3,391,874,190 

2013.01.01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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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말) 4,300,000,000 305,554,132 4,605,554,132 

2014.01.01 (당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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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5,200,000,000 249,987,504 5,449,987,504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4. 순자산변동표 제7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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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work

Donors 기부자를 위한 인문학 강의 [문화·예술편], [철학편]  

삼일미래재단은 인문학 열풍에 힘입어 기부자인 삼일회계법인 임직원들을 

위해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강의는 매 회 높은 신청률과 98%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제7회 삼일마라톤축제 나눔카페 운영 

제7회 삼일마라톤축제에서 나눔카페를 운영하여 따뜻한 커피와 든든한 떡으로 

기부자인 삼일 임직원들을 응원했습니다.

제3회 연[緣] 음악회

삼일회계법인의 창립기념일인 4월 1일, LS용산타워는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로 

물들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의 후원 영재 중 예술 영재인 이기창 군과 이수빈 양, 

홍유진 양이 삼일 임직원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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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Class  

김영식　김홍기　박수환　안경태　장경준  

Silver Class 

고성천　김의형　류승우　서태식　안영균　오세광　윤재봉　이광남　이종철

이진영　정도삼　한덕철

Bronze Class 

강신종　강중구　권태우　권혁재　권혁진　기황영　김광오　김광호　김명중

김병찬　김상운　김성영　김승헌　김영현　김용운　김용원　김우성　김월기

김재식　김재윤　김창익　김하중　남기홍　도이회　도헌수　류길주　류승권

문상철　문상태　문홍기　민준기　박기태　박대준　박성우　박수근　박승선

박정선　박진우　박진희　박창하　박태영　박흠석　박희영　반경찬　배화주

백창현　백창현　복진선　서동규　서준섭　서해수　소영석　송문섭　송상근

송    용   스티브최　신상희　신승철　안익흥　양일수　어충조　오기원　오선영

오연관　오일환　오종진　오창걸　유상수　유태준　유희찬　윤규섭　윤인희

윤종현　윤현철　윤훈수　이갑재　이경선　이경호　이권훈　이기학　이녹영

이동건　이병찬　이상도　이영섭　이영신　이용구　이용재　이정민　이준승

이중현　이진원　이청룡　이태호　이한목　이현종　이희태　임원현　장봉희　

장온균　전성기　전한준　전   홍　정문기　정성근　정세연　정연성　정운섭

정찬우　정희철　조남복　조영균　주세운　주재형　주정일　채정선　최상태

최욱경　최종일　최주호　최형도　한정섭　한종철　홍종팔　홍준영　황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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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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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명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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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차우	 감경일	 감임경	 감정훈	 강경록	 강경완	 강경원	 강경윤	 강교진	 강근식	 강금모	 강기호	 강난희

강대호	 강덕호	 강동근	 강락종	 강물흐름	 강미라	 강미령	 강민	 강민경	 강민귀	 강민규	 강민수1	 강민수2

강민영	 강민정	 강민주	 강병욱	 강상규	 강상우	 강상원	 강상호	 강성규	 강성연	 강성원	 강성은	 강슬기

강승규	 강승록	 강승연	 강승현	 강신우	 강영지	 강예나	 강용환	 강우성	 강우진	 강위창	 강유정	 강유진

강윤덕	 강윤석	 강윤제	 강인식	 강인현	 강일구	 강전영1	 강전영2	 강정모	 강정묵	 강정민1	 강정민2	 강종원

강종필	 강주영	 강준구	 강준규	 강중구	 강지원	 강지은	 강지훈	 강진명	 강진수	 강진영	 강진우	 강진희

강찬영	 강찬휘	 강창규	 강창수	 강창호	 강초롱	 강태성	 강태우	 강태윤	 강태훈	 강태희	 강한주	 강현숙

강현주	 강현태	 강형길	 강형욱	 강혜미	 강혜원	 강호성	 강홍석	 강효춘	 강흥조	 강희선	 강희주	 경기윤

경지윤	 고경환	 고광범	 고광원	 고규진	 고동헌	 고민지	 고병찬	 고보성	 고빛나	 고상원	 고석환	 고성천

고수진	 고승지	 고예진	 고유석	 고유진	 고은기	 고은상	 고은실	 고은진	 고의석	 고재군	 고정인	 고정호

고준남	 고준모	 고준수	 고지영	 고지윤	 고창범	 고현규	 고현실	 고현우	 고희정	 공기애	 공성덕	 공수진

공영석	 공유승	 공진표	 공평근	 공현석	 곽경진	 곽동훈	 곽득현	 곽민환	 곽병준	 곽영민	 곽윤구	 곽재영

곽재위	 곽정근	 곽종혁	 곽한결	 곽현빈	 곽형규	 곽호경	 곽홍일	 구교선	 구동현	 구본승	 구본재	 구석모

구성섭	 구성회	 구세희	 구연니	 구은모	 구자열	 구자현	 구진형	 구태우	 구태현	 구혜진	 국효민	 권규한

권기호	 권나예	 권대현	 권무석	 권문경	 권미엽	 권민영	 권민정	 권상윤	 권상한	 권석준	 권선영	 권선혜

권성혜	 권소설	 권수경	 권숙태	 권순태	 권영규	 권영준	 권영희	 권오경1	 권오경2	 권오성	 권용상	 권용선

권용진	 권용훈	 권은정	 권은진	 권인하	 권정	 권정선	 권종훈	 권준식	 권준오	 권진인	 권철호	 권태린

권한슬기	 권혁1	 권혁2	 권혁재	 권혁진	 권현구	 권형록	 권형중	 금동준	 금선영	 금창훈	 기도국	 기성민

기수민	 기승현	 기여운	 기정석	 기황영	 길지영	 길태용	 김가언	 김가영1	 김가영2	 김가율	 김강	 김강선

김강윤	 김건민	 김건영	 김건우1	 김건우2	 김경구	 김경남	 김경모	 김경미1	 김경미2	 김경미3	 김경민1	 김경민2

김경민3	 김경민4	 김경수	 김경식1	 김경식2	 김경은	 김경조	 김경철	 김경호	 김경환1	 김경환2	 김경훈1	 김경훈2

김고운1	 김고운2	 김관선	 김관수	 김관철	 김관형	 김관훈	 김광기	 김광남	 김광덕	 김광민	 김광수1	 김광수2

김광수3	 김광수4	 김광연	 김광오	 김광용	 김광우	 김광일	 김광표	 김궁중	 김규남	 김규동	 김규민	 김규섭

김규성	 김규진	 김균호	 김근재	 김근주	 김기동	 김기록	 김기륭	 김기복	 김기석	 김기연	 김기은	 김기정

김기현	 김기홍	 김기훈	 김길성	 김길진	 김길학	 김나나1	 김나나2	 김나래1	 김나래2	 김나래3	 김나래4	 김나영1

김나영2	 김남우	 김남운	 김남재	 김남정	 김남진	 김남훈1	 김남훈2	 김남희	 김노아	 김노윤	 김다솜	 김다정

김대근	 김대길	 김대성	 김대식1	 김대식2	 김대영1	 김대영2	 김대영3	 김대웅1	 김대웅2	 김대은	 김대익	 김대현

김대형	 김대환	 김대훈	 김대희	 김덕중	 김덕희1	 김덕희2	 김데이빗	 김도균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1	 김도형2

김도형3	 김도훈	 김동관	 김동규1	 김동규2	 김동명	 김동봉	 김동수	 김동옥	 김동욱1	 김동욱2	 김동원	 김동윤

김동준	 김동하	 김동헌	 김동현1	 김동현2	 김동현3	 김동현4	 김동현5	 김동환1	 김동환2	 김동훈	 김두기	 김두삼

김두성	 김두희	 김득희	 김락헌	 김래형	 김루시아	 김린아	 김만영	 김면기	 김명수	 김명순	 김명중	 김명현

김명희	 김묵	 김문경	 김문균	 김문섭	 김문수	 김미경	 김미나1	 김미나2	 김미라	 김미란	 김미리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주	 김미진	 김민구	 김민규1	 김민규2	 김민기	 김민석1	 김민석2	 김민석3	 김민선	 김민섭1

2014년	개인기부자	명단		총 3,897명 / 가나다순

2014년	법인기부자	명단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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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섭2	 김민수1	 김민수2	 김민영1	 김민영2	 김민영3	 김민우1	 김민우2	 김민재	 김민정1	 김민정2	 김민정3	 김민정4

김민정5	 김민정6	 김민정7	 김민지1	 김민지2	 김민하	 김민형	 김민혜	 김민호	 김민희	 김바울	 김범석	 김병국

김병남	 김병도	 김병묵	 김병수	 김병연	 김병욱	 김병일	 김병진	 김병찬	 김병훈	 김보선	 김보식	 김보연

김보형	 김봉균	 김봉수1	 김봉수2	 김봉수3	 김사연	 김상균	 김상기	 김상록	 김상미	 김상수	 김상완1	 김상완2

김상운	 김상윤	 김상준	 김상지	 김상현	 김상협	 김서영	 김석영	 김석우	 김석원	 김선	 김선엽	 김선우

김선정	 김선주	 김선지	 김선진1	 김선진2	 김선호	 김선홍	 김선희	 김성권	 김성규	 김성균	 김성근	 김성래

김성민	 김성범	 김성수1	 김성수2	 김성수3	 김성수4	 김성아	 김성언	 김성영	 김성운	 김성원1	 김성원2	 김성은1

김성은2	 김성은3	 김성일	 김성중	 김성진1	 김성진2	 김성진3	 김성철	 김성현1	 김성현2	 김성호	 김성환1	 김성환2

김성후	 김성훈1	 김성훈2	 김성훈3	 김성희1	 김성희2	 김세민	 김세영	 김세준	 김세현	 김세훈	 김소연1	 김소연2

김소연3	 김소영	 김소진	 김솔	 김솔님	 김송이	 김송희	 김수경1	 김수경2	 김수락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와	 김수웅	 김수인	 김수정1	 김수정2	 김수지1	 김수지2	 김수진1	 김수진2	 김수창	 김수호	 김수환	 김수희

김숙영	 김순남	 김순환	 김슬기	 김승걸	 김승록	 김승리	 김승민	 김승원	 김승준	 김승현1	 김승현2	 김승현3

김승환1	 김승환2	 김승회	 김승훈	 김시준	 김신영1	 김신영2	 김아람	 김아름	 김양은	 김에스더	 김여일	 김연미1

김연미2	 김연우1	 김연우2	 김연일	 김영관	 김영국	 김영규	 김영근	 김영래	 김영민	 김영석	 김영수1	 김영수2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옥	 김영원	 김영은	 김영주	 김영준	 김영칠	 김영태	 김영필	 김영한	 김영현

김영화	 김영환1	 김영환2	 김영훈1	 김영훈2	 김영훈3	 김영훈4	 김영훈5	 김영훈6	 김옥철	 김완호	 김용구	 김용대

김용우	 김용운	 김용원	 김용재	 김용주	 김용찬1	 김용찬2	 김용태	 김용하	 김용현	 김용협	 김용호	 김용효

김용휘	 김용희1	 김용희2	 김우기	 김우성1	 김우성2	 김우식	 김우영	 김우진	 김운규	 김운성	 김웅	 김웅섭

김원대	 김원빈	 김원석	 김원찬	 김원태	 김월기	 김유귀	 김유나1	 김유나2	 김유리아	 김유미1	 김유미2	 김유미3

김유태	 김윤경	 김윤도	 김윤상	 김윤석	 김윤섭	 김은경	 김은미	 김은비	 김은섭	 김은수	 김은아	 김은영1

김은영2	 김은예	 김은이	 김은주	 김은진	 김은현	 김은형1	 김은형2	 김은호	 김응규	 김의겸	 김의수	 김의숙

김의준	 김의형	 김이수	 김이혁	 김익흥	 김인경	 김인기	 김인범	 김인수	 김인숙	 김인아	 김인영	 김일애

김일훈	 김자원	 김재각	 김재민	 김재성	 김재식	 김재연	 김재영	 김재우	 김재운1	 김재운2	 김재운3	 김재원

김재윤1	 김재윤2	 김재일	 김재종	 김재학	 김재헌	 김재현1	 김재현2	 김재호	 김재화	 김재환	 김재훈	 김재희

김정	 김정경	 김정곤	 김정국	 김정난	 김정남	 김정동	 김정민1	 김정민2	 김정민3	 김정배	 김정아	 김정완

김정욱1	 김정욱2	 김정욱3	 김정은1	 김정은2	 김정은3	 김정은4	 김정은5	 김정주	 김정현	 김정호	 김정환	 김정효1

김정효2	 김정훈1	 김정훈2	 김정훈3	 김정훈4	 김정희	 김제현	 김종길	 김종민	 김종산	 김종석	 김종수	 김종영

김종우	 김종욱	 김종윤	 김종현	 김종화	 김종훈	 김주덕	 김주미	 김주섭	 김주성	 김주신	 김주용	 김주원

김주혜	 김주홍	 김주희1	 김주희2	 김주희3	 김지원	 김준규	 김준모	 김준민	 김준영1	 김준영2	 김준원	 김준호

김준환1	 김준환2	 김중현	 김지경	 김지나	 김지만	 김지미	 김지민	 김지산	 김지선1	 김지선2	 김지선3	 김지선4

김지성1	 김지성2	 김지수1	 김지수2	 김지수3	 김지안	 김지애1	 김지애2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영1	 김지영2	 김지영3

김지영4	 김지영5	 김지윤1	 김지윤2	 김지윤3	 김지은	 김지현1	 김지현2	 김지형	 김지혜1	 김지혜2	 김지혜3	 김지효

김지훈1	 김지훈2	 김지훈3	 김진1	 김진2	 김진관	 김진광	 김진국	 김진규	 김진빈	 김진석	 김진선	 김진성

김진우	 김진욱	 김진유	 김진주	 김진하	 김진현	 김진호1	 김진호2	 김진홍	 김진화	 김진환1	 김진환2	 김진휘

김찬규	 김창규	 김창래	 김창영	 김창익	 김창진	 김채린	 김채영	 김천중	 김철빈	 김철홍	 김철희	 김청운

김춘선	 김춘옥	 김충식	 김치관	 김태경	 김태성1	 김태성2	 김태업	 김태연	 김태영1	 김태영2	 김태영3	 김태완1

김태완2	 김태용	 김태우1	 김태우2	 김태욱	 김태준	 김태진	 김태현1	 김태현2	 김태훈1	 김태훈2	 김태훈3	 김태희

김택근	 김판중	 김펴라	 김평호	 김필수	 김하령	 김하연	 김하영	 김하중	 김학주	 김한내	 김한상	 김한영1

김한영2	 김한웅	 김한준	 김항규	 김해인	 김현1	 김현2	 김현곤	 김현동	 김현두	 김현명	 김현미	 김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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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김현석1	 김현석2	 김현섭	 김현수1	 김현수2	 김현수3	 김현수4	 김현숙1	 김현숙2	 김현옥	 김현용	 김현우1

김현우2	 김현욱1	 김현욱2	 김현정1	 김현정2	 김현주	 김현준1	 김현준2	 김현중	 김현지	 김현진	 김현태	 김현호

김형경	 김형구	 김형균	 김형석	 김형섭	 김형순	 김형이	 김형주	 김형준1	 김형준2	 김형중3	 김형중4	 김형진1

김형진2	 김형태	 김형호	 김혜경1	 김혜경2	 김혜균	 김혜령	 김혜림1	 김혜림2	 김혜미1	 김혜미2	 김혜민1	 김혜민2

김혜민3	 김혜민4	 김혜선	 김혜성	 김혜원	 김혜정	 김혜진1	 김혜진2	 김호규	 김호영	 김호주	 김호준	 김호중

김홍건	 김홍권	 김홍규	 김홍기	 김홍동	 김홍식	 김홍현	 김화진	 김효건	 김효선	 김효성	 김효언	 김효정

김훈찬	 김휘웅	 김흥수	 김희동	 김희라	 김희상	 김희연	 김희재	 김희정	 김희주	 김희철	 김희현	 나경덕

나국현	 나다은	 나다혜	 나상희	 나승경	 나승도	 나예현	 나윤호	 나재웅	 나정인	 나종민	 나현수	 나형우

나호찬	 나희	 남광민	 남궁혁	 남기엽	 남기홍	 남동석	 남동진	 남동현	 남두현	 남문현	 남상우	 남승민

남승수	 남승오	 남우석	 남윤정	 남윤철	 남지현	 남지훈	 남지희	 남현재	 남형석	 노건형	 노경률	 노경환

노대훈	 노도봉	 노동명	 노두진	 노병호	 노상연	 노석민	 노순목	 노승태	 노영덕	 노영석	 노용운	 노웅환

노유리	 노유진	 노은지	 노장욱	 노재웅	 노주연	 노지영	 노진백	 노태진	 노태훈	 노파라	 노하림	 노희선

단동완	 당경증	 델가도알폰소	 도은정	 도이회	 도종석	 도주미	 도헌수	 두종민	 라태응	 류경식	 류광민	

류길주	 류대경	 류대희	 류리나	 류성무	 류승권	 류승득	 류승우1	 류승우2	 류연경	 류우석	 류재일	 류정현	

류제욱	 류종하	 류주연1	 류주연2	 류태헌	 류태희	 류형안	 류호원	 마준호	 마혜원	 맹윤희	 맹주호	 명본호	

명서현	 명장호	 모성원	 목영진	 목진혁	 문국현	 문나라보라	문두환	 문병덕	 문병렬	 문사인	 문상철1	 문상철2	

문상태	 문석주	 문선희	 문성철	 문수경	 문수찬	 문영남	 문응철	 문인욱	 문일룡	 문재웅	 문지원	 문지현	

문지혜	 문철희	 문헌종	 문형선	 문홍기	 문희준	 문희진	 민경성	 민경필	 민대홍	 민명준	 민병권	 민병선	

민서연	 민송이	 민옥기	 민웅기	 민은기	 민정홍	 민준기	 민준선	 민지홍	 민철홍	 민혜나	 박강민	 박건영	

박경근	 박경상	 박경수	 박경일	 박경태	 박광순	 박광운	 박광일	 박광진	 박권식	 박규상	 박규태1	 박규태2	

박근옥	 박기남	 박기범	 박기운	 박기주	 박기태	 박길수	 박나래	 박노성	 박누리	 박다미	 박다운	 박대준	

박대현	 박동규1	 박동규2	 박동선	 박동신	 박동욱	 박만용	 박명우	 박문영	 박문진	 박문희	 박미경	 박미진	

박민경	 박민서	 박민수1	 박민수2	 박민영	 박민정	 박범수	 박병수	 박병용	 박병진	 박보미	 박보연	 박빛나	

박상구	 박상민	 박상옥	 박상우	 박상욱	 박상은	 박상준	 박상철	 박상태	 박상현1	 박상현2	 박상협	 박상희	

박새롬	 박서종	 박서현	 박석훈	 박선영	 박성균	 박성기	 박성미	 박성민1	 박성민2	 박성숙	 박성영	 박성우	

박성욱	 박성인	 박성조	 박성주	 박성준	 박성진	 박성철	 박성한	 박성혁	 박성현	 박성형	 박성훈1	 박성훈2	

박세욱	 박세현	 박세화	 박세훈	 박세희	 박소영1	 박소영2	 박소영3	 박소영4	 박소윤	 박소은	 박소현	 박소희	

박송미	 박수근	 박수민1	 박수민2	 박수민3	 박수빈	 박수연	 박수영1	 박수영2	 박수정	 박수종	 박수진1	 박수진2	

박수진3	 박수진4	 박수현1	 박수현2	 박수환	 박순봉	 박순우	 박순일	 박순호	 박슬기1	 박슬기2	 박승선	 박승정	

박승진	 박승찬1	 박승찬2	 박승철	 박승택	 박시용	 박시형	 박신민	 박신석	 박신영	 박연호	 박영규1	 박영규2	

박영롱	 박영만	 박영민	 박영배	 박영선	 박영식	 박영아	 박영인	 박영제	 박영준	 박예원	 박왕호	 박요셉	

박용민	 박용석	 박용한	 박우람	 박우명	 박우선	 박우종	 박웅배	 박웅희	 박원규	 박원석	 박원욱	 박원호	

박유선	 박윤기	 박윤신	 박윤진	 박은경	 박은미	 박은상	 박은수	 박은영	 박은주1	 박은주2	 박은지	 박은혜	

박인규	 박인우1	 박인우2	 박인혁	 박일진	 박재성	 박재우1	 박재우2	 박재원	 박재윤	 박재인	 박재철	 박재혁	

박재현1	 박재현2	 박재형1	 박재형2	 박재형3	 박재흠	 박정근	 박정선	 박정수	 박정은1	 박정은2	 박정임	 박정태	

박정현	 박정호	 박정훈1	 박정훈2	 박종규	 박종길	 박종대	 박종서1	 박종서2	 박종우1	 박종우2	 박종우3	 박종욱	

박종철	 박종현1	 박종현2	 박주용	 박주원	 박주은	 박주현1	 박주현2	 박주현3	 박주흥	 박주희	 박준경	 박준모	

박준석	 박준영1	 박준영2	 박준웅	 박준형1	 박준형2	 박준환	 박중엽	 박중현	 박지강	 박지성	 박지수	 박지영1	

박지영2	 박지원	 박지은1	 박지은2	 박지현1	 박지현2	 박지혜	 박지환	 박진기	 박진성	 박진수1	 박진수2	 박진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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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박진우	 박진원	 박진주	 박진혁	 박진호	 박진희1	 박진희2	 박찬균	 박찬섭	 박찬엽	 박찬영	 박창남	

박창도	 박창하	 박창현	 박천서	 박철	 박철준	 박초아	 박치윤	 박치홍	 박태규	 박태균	 박태영	 박태웅	

박태진1	 박태진2	 박하성	 박한수	 박합규	 박헌국	 박혁진1	 박혁진2	 박현규	 박현배	 박현서	 박현수	 박현숙	

박현식	 박현우1	 박현우2	 박현정	 박현종	 박현주	 박현준1	 박현준2	 박현지	 박형규	 박형근	 박형민	 박형준	

박혜미	 박혜인	 박호준	 박홍서	 박홍수	 박홍열	 박흠석	 박희경	 박희섭	 박희영	 박희원	 박희재	 반경찬	

방규식	 방성요	 방성필	 방성훈	 방수영	 방우성	 방주용	 방지윤	 방지호	 방진아	 방혜성	 방희권	 배경희	

배기찬	 배대진	 배병조	 배봉호	 배상대	 배상현	 배성수	 배영석	 배예원	 배윤혜	 배은아	 배은주	 배인선	

배인협	 배재민	 배종윤	 배종휘	 배주희	 배중철	 배진숙	 배화주	 백경협	 백다혜	 백만용	 백명훈	 백봉준	

백선아	 백승문	 백승우	 백승원1	 백승원2	 백승준	 백승현1	 백승현2	 백승호	 백승환	 백승훈	 백연종	 백용석	

백운경	 백인걸	 백인성	 백인애	 백재봉	 백정환	 백종문	 백종선	 백종환	 백준	 백준현	 백지연	 백진	

백진호	 백창현1	 백창현2	 백하연	 범용균	 변경숙	 변문태	 변설희	 변수경	 변수진	 변아람	 변안수	 변우정	

변윤선	 변장원	 변재철	 변지영1	 변지영2	 변지영3	 변지현	 복성근	 복진선	 봉은정	 부경원	 빈화정	 사공준표	

사두진	 사왕진	 상승혁	 서경선	 서경진	 서계원	 서규식	 서동규	 서동기	 서동원	 서만길	 서명진	 서무성	

서미영	 서민교	 서민성	 서민우	 서민호	 서백영	 서보민1	 서보민2	 서보민3	 서상호	 서상훈	 서상희	 서성범	

서수영	 서승권	 서승원	 서승현	 서승희	 서연정	 서영민	 서영신	 서용범	 서용원	 서용태	 서욱	 서유강	

서유경	 서유미	 서이슬	 서장원	 서장호	 서재구	 서재권	 서재협1	 서재협2	 서재형	 서정관	 서정열	 서정호	

서종혁	 서종화	 서주형	 서준섭	 서준일	 서지아	 서지예	 서지은	 서지호	 서창우	 서태식	 서태영	 서해수	

서형석	 서형준	 서혜미	 서효석1	 서효석2	 서효주	 서효환	 서훈	 서희원	 석은옥	 석정연	 석주현	 석준규	

선민규	 선병오	 선승한	 선정원	 설영지	 성경민	 성기용	 성기진	 성낙필	 성덕용	 성상환	 성소영	 성수인	

성시준	 성시택	 성안나	 성유득	 성윤호	 성정환	 성창석	 성한슬	 성현주	 소미라	 소민범	 소선정	 소영석	

소정선	 손동민	 손민	 손민하	 손병구	 손병훈	 손보승	 손부관	 손상국	 손상억	 손상훈	 손성걸	 손성결	

손승옥	 손승우	 손양석	 손영락	 손영백	 손영재	 손원형	 손유나	 손은의	 손은훈	 손재호	 손정현1	 손정현2	

손정화	 손준원	 손준희	 손지원	 손진성	 손진영	 손한희	 손혁준	 손형호	 손호성	 송경준	 송기문	 송동기	

송명섭	 송명훈	 송문섭	 송상근	 송수정	 송승욱	 송애진	 송연주	 송영근	 송영욱	 송영환	 송예찬	 송용	

송재규	 송재덕	 송재익	 송정호	 송종면	 송종찬	 송주민	 송주현	 송준	 송준달	 송지은	 송지혜	 송진영	

송창훈	 송채훈	 송치욱	 송태호	 송해찬	 송형민	 송혜미	 수피안토케시	 스티븐정(정승민)	 신강우	 신경선	

신경화	 신권호	 신규한	 신나래	 신다혜	 신대중	 신동민	 신동현	 신명진	 신미설	 신민섭	 신민용	 신민희	

신범헌	 신봉환	 신상우	 신상윤	 신상현	 신상희	 신성우	 신성원1	 신성원2	 신세욱	 신세희	 신소혜	 신수남	

신수영	 신승민	 신승열	 신승엽	 신승일	 신승준	 신승찬	 신승철	 신영석	 신영선	 신영직	 신예성	 신용국	

신용범	 신용선	 신용욱	 신용직	 신용항	 신우선	 신우용	 신윤섭	 신은주	 신은진	 신을나	 신일석	 신장우	

신재균	 신재승	 신재우	 신재윤	 신재익	 신재준	 신재현	 신정민	 신정빈	 신정수	 신정희	 신조웅	 신종삼	

신종훈	 신주석	 신주연	 신중수	 신중현1	 신중현2	 신지연	 신지영	 신지원	 신지현	 신진휴	 신현성	 신현은	

신현창	 신현탁	 신현학	 신형욱	 신형준	 신형진	 신혜림	 신혜선1	 신혜선2	 신혜수	 신호승	 신호철	 신희복	

심경환	 심교연	 심동현1	 심동현2	 심복희	 심수연	 심양규	 심재강	 심재경	 심재우	 심정보	 심정헌	 심종헌	

심준식	 심준용	 심지민	 심지윤	 심진보	 심태용	 심현보	 심현석	 심현섭	 심현주	 심효명	 심효준	 안경태	

안광박	 안광휘	 안권일	 안규택	 안기덕	 안대영	 안덕호	 안동산	 안민희	 안보영	 안상민	 안상철	 안서윤	

안서진	 안석준	 안성민	 안성희	 안소연	 안소현	 안소희	 안영균	 안영주	 안영현	 안유라	 안은주	 안은혜	

안익흥	 안장열	 안재국	 안재우	 안재형	 안정진	 안정하	 안정화	 안주현	 안준식	 안준혁	 안준현	 안지원	

안지철	 안지혜	 안지훈	 안창현	 안태훈	 안현규	 안현준	 안현철	 안혜림	 안혜숙	 안혜인	 안홍남	 안홍은	

 삼일미래재단 Annual Report 2014   

41



42

안효영	 안효재	 야오무예	 양경모	 양관혁	 양광모	 양규모	 양대일	 양동준	 양미나	 양민환	 양범석	 양성광	

양성혁	 양수진	 양승현	 양승환	 양시애	 양신혜	 양애리	 양영훈	 양우일	 양유석	 양윤정	 양은지	 양은하	

양인병	 양일수	 양정석	 양정원	 양정훈	 양좌민	 양주연	 양준규	 양준모	 양지과	 양지목	 양지윤	 양지호	

양진석	 양진호	 양철모	 양태준	 양한나	 양혜연	 양혜진	 양호진	 양홍석	 양흥민	 어연	 어충조	 엄경순	

엄기호	 엄익준	 엄임정	 엄진용	 엄현석	 엄현주	 여동건	 여미주	 여상미	 여상인	 여수동	 여은경	 여인호	

여정민	 여지선	 여지영	 여혜인	 연청흠	 연환규	 염경진	 염광은	 염광호	 염기선	 염정훈	 염진오	 염현경	

오관철	 오규철	 오기원	 오남교	 오대호	 오동철	 오동호	 오명환	 오미영	 오민규	 오민영	 오민우	 오병기	

오병길	 오병일	 오상표	 오석	 오선영1	 오선영2	 오선혜	 오성희	 오세광	 오세영	 오세욱	 오세호	 오소라	

오수빈	 오숙현	 오승교	 오승만	 오승민1	 오승민2	 오승석1	 오승석2	 오승언	 오연관	 오영찬	 오위	 오유나	

오유진	 오윤근	 오윤진	 오윤환	 오윤희	 오일환	 오장욱	 오재승	 오재용	 오재준	 오정택	 오정화	 오제균	

오제형	 오종선	 오종진	 오주상	 오주연	 오주열	 오주혜	 오주희	 오준형	 오지현	 오진주	 오진훈	 오창걸	

오철환	 오치훈	 오한솔	 오혁	 오혜령	 오혜민	 오혜정	 오혜진	 오효정	 온민	 왕신	 용연우	 우명언	

우상철	 우성문	 우성수	 우승연	 우아름	 우영진	 우윤경	 우인혁	 우재선	 우정균	 우정아	 우정우	 우진솔	

우진식	 우현철	 우형석	 우혜령	 원광삼	 원연정	 원정돈	 원정임	 원종인	 원종현	 원지민	 원치형	 원필립	

원혜리	 원혜영	 위기동	 위재혁	 유고은	 유광민	 유기환	 유나연	 유나윤	 유다솜	 유대진	 유덕선	 유명한	

유무진	 유문기	 유미란	 유민우	 유병원	 유상문	 유상수	 유석원	 유선규	 유성근	 유성대	 유성배	 유수현	

유승경	 유승진	 유아람	 유엽	 유영석	 유영재	 유영찬	 유옥근	 유옥동	 유우람	 유원석	 유은주	 유인근	

유인기	 유정수	 유정숙	 유정우	 유정은	 유정호	 유정희	 유제봉	 유제욱	 유지연	 유지영	 유지윤	 유진영	

유진우	 유창민	 유철웅	 유태정	 유형균	 유혜진	 유홍서	 유황일	 유효진	 유희경	 유희정	 유희찬	 윤가영	

윤갑석	 윤경아	 윤관호	 윤광훈	 윤군주	 윤규섭	 윤기호	 윤나라	 윤나리	 윤덕은	 윤도원	 윤명진	 윤미	

윤민석	 윤상민	 윤상원	 윤상준	 윤상철	 윤새하	 윤석인	 윤석진1	 윤석진2	 윤석현	 윤선영	 윤성용	 윤성필	

윤세영	 윤소진	 윤안나	 윤여락	 윤여준	 윤여현	 윤영림	 윤영창	 윤예원	 윤옥선	 윤용진	 윤용훈	 윤원경	

윤인혜	 윤인희	 윤일상	 윤장경	 윤재봉	 윤재원	 윤재인	 윤재훈	 윤정미	 윤정민1	 윤정민2	 윤정선	 윤정연	

윤정태	 윤종원	 윤종현	 윤주연	 윤준민	 윤지영	 윤지후	 윤창범	 윤창선	 윤창현	 윤태현	 윤태호	 윤한건	

윤한상	 윤현정	 윤현준	 윤현철	 윤형민	 윤혜영	 윤호수	 윤홍철	 윤훈수	 윤희수	 윤희승	 음봉현	 이가우	

이가현	 이강호	 이강희	 이건국	 이경근	 이경민1	 이경민2	 이경민3	 이경배	 이경빈	 이경삼	 이경석	 이경선	

이경수	 이경연	 이경원	 이경은	 이경일	 이경주	 이경한	 이경행	 이경호	 이경화1	 이경화2	 이경희	 이계현	

이고운	 이관성	 이관호	 이광민1	 이광민2	 이광욱	 이광호	 이광희	 이군도	 이권일	 이권훈	 이귀정	 이규대	

이규홍	 이근빈	 이근행	 이금동	 이기명	 이기봉	 이기수	 이기원	 이기재	 이기학	 이기현	 이기환	 이길형	

이길홍	 이나래	 이남선	 이남주	 이녹영	 이다송	 이다예	 이다은	 이다혜	 이담우	 이대훈	 이대희1	 이대희2	

이덕훈	 이도신	 이도열	 이도헌	 이동건1	 이동건2	 이동기	 이동명	 이동복	 이동석1	 이동석2	 이동열	 이동욱	

이동인	 이동재	 이동준	 이동찬	 이동철1	 이동철2	 이동한	 이동호	 이동환	 이동훈	 이동희	 이두리	 이두영	

이두한	 이루리	 이명섭	 이명재	 이무열	 이문걸	 이문규	 이문식	 이미선	 이미연	 이미진	 이미희	 이민경1	

이민경2	 이민석1	 이민석2	 이민재	 이민제	 이민주	 이민지	 이민환	 이민희1	 이민희2	 이범기1	 이범기2	 이범준	

이범탁	 이병구1	 이병구2	 이병도	 이병열	 이병윤	 이병진	 이병찬1	 이병찬2	 이병철1	 이병철2	 이보경	 이보배	

이보영	 이보화	 이상규	 이상도	 이상례	 이상무	 이상민1	 이상민2	 이상민3	 이상신	 이상연	 이상엽	 이상옥	

이상용	 이상웅	 이상은	 이상인	 이상준	 이상채	 이상헌	 이상혁1	 이상혁2	 이상후	 이상훈1	 이상훈2	 이상훈3	

이상훈4	 이상훈5	 이상희	 이서진	 이서현1	 이서현2	 이석민	 이석원	 이석훈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선영1	

이선영2	 이선정	 이선혜1	 이선혜2	 이설아	 이성구	 이성규	 이성균	 이성근	 이성류	 이성열	 이성우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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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1	 이성진2	 이성한	 이성호1	 이성호2	 이성환	 이성훈1	 이성훈2	 이성희1	 이성희2	 이세미	 이세민	 이세영1	

이세영2	 이세형	 이세호	 이소연	 이소영	 이소윤	 이소해	 이소현	 이수경	 이수미1	 이수미2	 이수민	 이수빈1	

이수빈2	 이수연1	 이수연2	 이수열	 이수영	 이수용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1	 이수진2	 이수진3	 이수현	 이수희	

이순원	 이순행	 이슬비	 이승규	 이승렬	 이승면	 이승목1	 이승목2	 이승목3	 이승미	 이승범	 이승섭	 이승연	

이승열	 이승욱	 이승윤	 이승재	 이승주1	 이승주2	 이승주3	 이승주4	 이승주5	 이승주6	 이승준1	 이승준2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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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희3	 이시황	 이신혜	 이아람	 이아량	 이아름1	 이아름2	 이아영	 이애림	 이양	 이양복	 이어진나라	이연주1	

이연주2	 이영	 이영란	 이영롱	 이영배	 이영선	 이영섭	 이영식	 이영신	 이영우	 이영욱	 이영인	 이영재	

이영제	 이영주	 이영준	 이영평	 이영호	 이영훈	 이예슬	 이예진	 이완주	 이왕재	 이왕희	 이요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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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식	 이우재	 이우주	 이우형	 이웅기	 이원식	 이원아	 이원우	 이원종	 이원진	 이원형	 이원희	 이유경	

이유미1	 이유미2	 이유비	 이유영	 이유진1	 이유진2	 이유진3	 이유창	 이윤경1	 이윤경2	 이윤기	 이윤범	 이윤석1	

이윤석2	 이윤선	 이윤지	 이윤호	 이은솔	 이은수	 이은신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주	 이은지	 이은택	 이은표	

이은혜	 이응전	 이의석	 이이슬	 이인혜	 이인홍	 이인황	 이장권	 이장원	 이장휘	 이재관	 이재근	 이재덕	

이재민1	 이재민2	 이재용	 이재원1	 이재원2	 이재원3	 이재준1	 이재준2	 이재진	 이재창	 이재한	 이재혁1	 이재혁2	

이재혁3	 이재혁4	 이재현	 이재형	 이재훈1	 이재훈2	 이재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미1	 이정미2	 이정민1	 이정민2	

이정민3	 이정민4	 이정민5	 이정복	 이정삼	 이정석	 이정섭1	 이정섭2	 이정순	 이정아	 이정연	 이정우1	 이정우2	

이정주	 이정준	 이정표	 이정현	 이정호	 이정환	 이정훈1	 이정훈2	 이정훈3	 이제승	 이제한	 이조영	 이종구	

이종명	 이종민	 이종석	 이종식	 이종원1	 이종원2	 이종원3	 이종철1	 이종철2	 이종헌	 이종호	 이종화1	 이종화2	

이종흔	 이주경	 이주미	 이주식	 이주영1	 이주영2	 이주영3	 이주종	 이주철	 이주현1	 이주현2	 이주호	 이주환	

이준1	 이준2	 이준3	 이준4	 이준범	 이준성	 이준순	 이준승	 이준식	 이준열	 이준우	 이준혁	 이준협	

이준호	 이준희	 이중석	 이중욱	 이중현	 이지민	 이지선1	 이지선2	 이지수1	 이지수2	 이지숙1	 이지숙2	 이지언	

이지연1	 이지연2	 이지연3	 이지연4	 이지연5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원	 이지은1	 이지은2	 이지은3	 이지태	 이지혁	

이지현1	 이지현2	 이지현3	 이지혜	 이지훈1	 이지훈2	 이지훈3	 이지훈4	 이지희1	 이지희2	 이진1	 이진2	 이진규	

이진모	 이진선	 이진아	 이진영	 이진우	 이진원	 이진천	 이진행	 이진화	 이찬석	 이창규	 이창민	 이창석	

이창연	 이창영	 이창원	 이창윤	 이창조1	 이창조2	 이창주	 이창헌	 이창현1	 이창현2	 이창호	 이창화	 이창훈1	

이창훈2	 이창훈3	 이창희	 이지윤	 이채명	 이채원	 이철민	 이철영	 이청룡	 이총희	 이충일	 이치형	 이태섭	

이태원	 이태헌	 이태형	 이태호	 이태희	 이하늘	 이한목	 이한성	 이항재	 이혁준	 이현덕	 이현범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우	 이현정	 이현종	 이현주1	 이현주2	 이현진	 이형민1	 이형민2	 이형준	 이형탁	 이혜규	 이혜란	

이혜림	 이혜민	 이혜선	 이혜성	 이혜원	 이혜인1	 이혜인2	 이혜정1	 이혜정2	 이혜진1	 이혜진2	 이혜진3	 이혜진4	

이호경	 이호동	 이호민	 이호식	 이호용	 이호정	 이호준1	 이호준2	 이호진	 이호찬	 이호창	 이홍민	 이홍석	

이화령	 이화숙	 이화임	 이화정1	 이화정2	 이회림	 이효상	 이효성	 이효신	 이효웅	 이효정	 이효준	 이효진	

이흥수	 이희상	 이희영	 이희재1	 이희재2	 이희태	 임가원	 임경진	 임경한	 임규성	 임기호	 임다솔	 임대환	

임동환	 임두환	 임민경	 임바다	 임병찬	 임상표	 임새롬	 임성민	 임성빈	 임성재	 임성준	 임성훈	 임세인	

임소연	 임송이	 임아영	 임영빈	 임영제	 임영주	 임용빈	 임원룡	 임원빈	 임원섭	 임유빈	 임윤정	 임은영	

임은정	 임이라	 임장백	 임재억	 임재우	 임재형	 임정윤	 임정환	 임종권	 임종선	 임준일	 임지산	 임지선	

임지혜	 임지훈	 임진성	 임채율	 임채훈	 임태식	 임태완	 임현와	 임형종	 임혜란	 임호준	 임희성	 장경석	

장경숙	 장경준	 장광석	 장광식	 장기상	 장다영	 장동원	 장두식	 장무호	 장문정	 장민기	 장민석	 장백	

장범양	 장병구	 장병국	 장병일	 장병한	 장봉근	 장봉희	 장서현	 장선이	 장성수	 장성욱	 장성윤	 장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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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	 장세영	 장세현	 장세호	 장수명	 장수미	 장연정	 장영석	 장영재	 장영희	 장예리	 장예진	 장온균	

장완석	 장용석	 장용연	 장용준	 장우용	 장원석	 장원호	 장유리	 장유미	 장유신	 장윤경1	 장윤경2	 장윤경3	

장윤선	 장윤원	 장은성	 장은실	 장은애	 장은영1	 장은영2	 장은영3	 장은종	 장익	 장재기	 장재운	 장재원	

장종원	 장주연	 장주영	 장주호	 장준호1	 장준호2	 장지수	 장지원	 장진규	 장창욱	 장철혁	 장태훈	 장필선	

장한수	 장한우리	 장항필	 장현욱	 장현일	 장현정	 장현준	 장혜란	 장혜윤	 장호열	 장효석	 전경석	 전계선	

전기연	 전도영	 전범수	 전병극	 전상범	 전상원	 전서희	 전선아	 전성기	 전성대	 전성만	 전성수	 전성숙	

전성애	 전세나	 전세정	 전세종	 전소연	 전승산	 전승우	 전신영	 전아람	 전영일	 전예진	 전용대	 전용배	

전용욱	 전용일	 전우영	 전운식	 전원엽	 전유정	 전은정	 전일환	 전재형	 전정민	 전종성	 전지연	 전지영	

전지원	 전지혜	 전진우	 전한준	 전현경	 전형진	 전혜진	 전호영	 전호진	 전홍	 전희영	 정건	 정경목	

정경수	 정경옥	 정경춘	 정경화	 정경희	 정고은	 정광섭	 정구진	 정균	 정근영	 정근우	 정금희	 정기성	

정기욱1	 정기욱2	 정기환	 정낙열	 정다운1	 정다운2	 정대로	 정대영	 정대철	 정대형	 정덕진	 정도삼	 정동렬	

정동수	 정동원	 정동희	 정명은	 정명진	 정미영	 정미향	 정민수1	 정민수2	 정민찬	 정민철	 정민호1	 정민호2	

정백산	 정병덕	 정병수	 정보슬	 정복석	 정상민	 정상안	 정상영	 정새봄	 정서울	 정석훈	 정선교	 정선아	

정선화	 정선흥	 정선희	 정성권	 정성근	 정성문	 정성미	 정성호	 정성훈1	 정성훈2	 정세연	 정세영	 정세윤	

정세현1	 정세현2	 정소정	 정송이	 정수연	 정수윤	 정수정	 정순호	 정승우	 정승원1	 정승원2	 정승은	 정승인	

정승일	 정승혁	 정승현	 정승효	 정아람	 정아름	 정양수	 정연	 정연성	 정연웅	 정연조	 정엽	 정영도	

정영재1	 정영재2	 정영훈	 정예린	 정오영	 정용	 정용범	 정용욱	 정용진	 정용호	 정용활	 정용회	 정우식	

정우영	 정우진1	 정우진2	 정우철	 정원석	 정원용	 정원호	 정유진1	 정유진2	 정유철	 정유화	 정윤	 정윤미	

정윤영	 정윤이	 정윤지	 정윤진	 정은경1	 정은경2	 정은이	 정은혜	 정은호	 정은희	 정의령	 정일용	 정재관	

정재상	 정재연	 정재용	 정재웅	 정재윤	 정재찬	 정재호	 정재훈1	 정재훈2	 정제윤	 정종만	 정종원	 정주아	

정주안	 정주영	 정주현	 정준영	 정준하	 정지성	 정지연	 정지용	 정지원1	 정지원2	 정지택	 정지현	 정지홍	

정진	 정진기	 정진송	 정진수	 정진용	 정진우1	 정진우2	 정찬우1	 정찬우2	 정창길	 정철욱	 정태일	 정태화	

정필호	 정해륜	 정해민	 정해용	 정해욱	 정해정	 정혁	 정현경	 정현구	 정현우	 정현지	 정형근	 정형길	

정형우	 정혜경1	 정혜경2	 정혜림	 정혜숙	 정혜윤	 정혜임	 정혜진	 정호연1	 정호연2	 정호준	 정홍태	 정환홍	

정회정	 정훈	 정희재	 정희철	 제갈원구	 제인혜	 조갑래	 조계승	 조광래	 조광훈	 조규상	 조기철	 조나영	

조남복	 조덕용	 조동규	 조동래	 조동훈	 조동희	 조문교	 조문진	 조민석	 조민영	 조민철	 조병규	 조병진1	

조병진2	 조병훈	 조봉기	 조상미	 조상우	 조석현	 조선두	 조성기	 조성배	 조성우	 조성욱	 조성원	 조성윤	

조성재	 조성필	 조성훈1	 조성훈2	 조성희	 조승재	 조승현	 조아련	 조양득	 조연용	 조영균	 조영기	 조영래	

조영록	 조영민	 조영신	 조영우1	 조영우2	 조영재	 조영주1	 조영주2	 조영혁	 조영현	 조영호	 조영환	 조완진	

조완희	 조요한	 조용	 조용건	 조용구1	 조용구2	 조용민	 조용익	 조용준	 조우선	 조우영	 조운주	 조원영	

조원오	 조유미	 조유민	 조유정	 조윤식	 조윤정	 조윤환	 조윤희	 조은기	 조은별	 조은상	 조은숙	 조은영	

조인석	 조일형	 조재민	 조재우	 조재훈	 조정관	 조정환	 조종현	 졯종현	 조주현	 조준수	 조준형	 조준회	

조중혁	 조지연	 조진원	 조찬래	 조창호	 조한준	 조한철	 조항민	 조혁제	 조현석	 조현주	 조현진	 조형윤	

조형태	 조혜미	 조혜민	 조혜영1	 조혜영2	 조홍근	 조홍래	 조훈재	 조희택	 주대현	 주동석	 주명국	 주병규	

주상민	 주세운	 주연훈	 주용성	 주윤영	 주인규	 주재연	 주재형	 주정일	 주진아	 주진우	 주진원	 주호연	

주홍주	 주홍희	 지만철	 지양순	 지을희	 지정인	 지정진	 지호준	 진병국	 진봉재	 진상연	 진상필	 진선근	

진성용	 진영석	 진영현	 진인근	 진정환	 진현욱	 진현태	 진형일	 진홍석	 진휘철	 차경민	 차근	 차병곤	

차봉규	 차세영	 차은상	 차일규	 차태균	 차현욱	 차혜선	 채동엽	 채승원	 채신화	 채양호	 채예솔	 채유진	

채정선	 채청락	 채호기	 채호형	 천명성	 천사랑	 천석규	 천승환	 천시몬	 천안나	 천정우	 천진아	 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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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최경욱	 최경원	 최근호	 최기혁	 최나영	 최달	 최대진	 최대현	 최동현	 최동환	 최마루	 최만귀	

최명규	 최문정	 최민식	 최민정	 최민주	 최민철	 최민호	 최민훈	 최민희	 최병길	 최병철	 최보경	 최봉락	

최봉현	 최빛나	 최상준	 최상현	 최선영	 최선혜	 최성우1	 최성우2	 최성진	 최성호1	 최성호2	 최성훈	 최성흠	

최세영1	 최세영2	 최세용	 최세호	 최소연	 최소정	 최수연	 최승로	 최승옥	 최승우	 최승제	 최승혜	 최승환	

최시창	 최신웅	 최영	 최영덕	 최영수	 최영윤	 최영준	 최영현	 최영환	 최용도	 최용주	 최용준1	 최용준2	

최용환	 최우섭	 최우용	 최우혁	 최욱경	 최운정	 최원경	 최원석	 최원식	 최원영	 최원호	 최유빈	 최유정	

최유철	 최윤석1	 최윤석2	 최윤선	 최윤수	 최윤영	 최윤정	 최윤진	 최윤희	 최은미	 최은성	 최은영1	 최은영2	

최은지	 최인성	 최인영	 최인철	 최자연	 최재표	 최재필	 최재혁	 최재희	 최정기	 최정민	 최정윤1	 최정윤2	

최정은	 최정혜	 최종렬	 최종원	 최종철	 최종호	 최종희	 최주성	 최주호	 최주희	 최준걸	 최준혁	 최지선	

최지수	 최지영	 최지은1	 최지은2	 최지혁	 최지혜	 최지환	 최지희	 최진경	 최진성	 최진수	 최진아	 최진용	

최진호1	 최진호2	 최창규	 최창대	 최창민	 최창범	 최창언	 최창우	 최창욱	 최창윤	 최태규	 최태훈	 최평국	

최필성	 최필웅	 최한호	 최현아	 최현정	 최현희	 최형도	 최형주	 최혜원	 최혜정	 최호성1	 최호성2	 최환욱	

최효영	 최효준	 최훈섭	 최훈찬	 최희규	 최희정1	 최희정2	 추석민	 추성국	 추창화	 추형석	 크리스티(이해경)	

크리스티나(이진희)	 탁광진	 탁성근	 탁쥬리안	 태준호	 퍼티그다니엘	 편성식	 폴	카버	 표춘미	 하경은	 하미애	

하민지	 하상철	 하성우	 하성훈	 하승희	 하아름	 하영수	 하원석	 하이화	 하지수	 하태안	 하효영	 한가희	

한건	 한경민	 한광희	 한규영	 한규현	 한기정	 한나희	 한다영	 한덕철	 한동현	 한만성	 한만세	 한별	

한병민	 한병재	 한상근	 한상범	 한상표	 한상현	 한성근	 한성우	 한성주	 한성찬	 한세정	 한세희	 한송이1	

한송이2	 한승욱	 한승재	 한승희	 한영경	 한우진	 한은규	 한은정	 한은혜	 한인섭	 한재상	 한정섭	 한정탁	

한종엽	 한종철	 한주이	 한지용	 한진수	 한진숙	 한진우	 한진헌	 한진호	 한찬희	 한창수	 한청	 한태일	

한현식	 한혜리	 한혜원	 한호석	 한호성	 한효민	 한희범	 한희철	 함승호	 함유현	 함은영	 함라연	 허경필	

허대성	 허선	 허성무	 허성민	 허성지	 허수정	 허승경	 허승호	 허신욱	 허영경	 허영훈	 허용	 허유나	

허윤서	 허윤제	 허재진	 허재혁	 허정	 허정행	 허제	 허제헌	 허준	 허지은	 허진석	 허태원	 허필중	

현보은	 현상은	 현소정	 현승훈	 현예지	 현윤섭	 현충제	 형환희	 호선희	 호성욱	 홍강숙	 홍광표	 홍기수	

홍기현	 홍다형	 홍대건	 홍대성	 홍리나	 홍문기	 홍미향	 홍범	 홍범준	 홍부국	 홍사균	 홍사임	 홍상호	

홍석형	 홍성균	 홍성민1	 홍성민2	 홍성애	 홍성우	 홍성탁	 홍성표	 홍성현	 홍성훈	 홍순욱	 홍순원	 홍승근	

홍승민	 홍승범	 홍승혁	 홍승호	 홍승환1	 홍승환2	 홍영관	 홍영태	 홍영표	 홍용천	 홍용표	 홍우식	 홍웅기	

홍원욱	 홍유진	 홍윤기1	 홍윤기2	 홍윤아	 홍은기	 홍은숙	 홍은지	 홍자연	 홍재화	 홍재훈	 홍재희	 홍정기	

홍정택	 홍정표	 홍종락	 홍종팔	 홍준기	 홍준모	 홍준영	 홍준의	 홍지윤	 홍진선	 홍진오	 홍창기	 홍창일	

홍채림	 홍태경	 홍필선	 홍필종	 홍헌표	 홍현기	 홍현정	 홍희문	 황경갑	 황경동	 황규진	 황규태	 황대진	

황동섭	 황문철	 황민상	 황병욱	 황보관	 황보영	 황석연	 황선경	 황선명	 황선정	 황성연	 황성윤	 황성필1	

황성필2	 황세원	 황신애	 황영달	 황영석1	 황영석2	 황예지	 황원상	 황윤석	 황인범	 황인섭	 황인성	 황인찬	

황인호	 황일환	 황재근	 황재희	 황정원	 황정현	 황제호	 황종현	 황주석	 황주원	 황준	 황준산	 황준식	

황준영	 황준호	 황지선	 황진영	 황찬일	 황창규	 황창연	 황철진	 황태양	 황태현	 황택현	 황필순	 황형원	

황호수	 황홍석	 히로미미야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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