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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서  태  식

이사장 인사말

삼일미래재단이 창립된 지 1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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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여 명의 이름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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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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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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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재단법인	삼일미래재단

대표자 서태식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설립일자 2008년	3월	26일

기본재산 70억	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삼일미래재단은	매년	사업별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핍니다.

삼일미래재단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	및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예산·결산·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전문성

지속성

적시성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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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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각자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공헌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내용이	관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때,	각	

법인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

3 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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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12009 20122010

아동·청소년 

교 육  지 원 

시 설  지 원 

비영리법인 

투명성 개선 

긴 급 재 해 

지 역 

아동�청소년 

환자 및 기타 

전국 그룹홈 지원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학교 경제교육

영재청소년 후원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후원

화상 아동·청소년 환자 후원

아동·청소년 환아 의료비 지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후원

주거환경 위기아동 가정 지원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 후원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어린이 후원

일본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수단 다르푸르 난민 

어린이 후원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비영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회계/세무/연차보고서 

작성 교육(3회)

연혁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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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및 

이사회 

삼일미래재단	설립

안경태	이사장	취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박오수,	서태식,		

주인기,	허성관		

이사	선임

서태식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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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2013

전국 그룹홈 지원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초등학교 경제교육

영재청소년 후원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아동·청소년 환경교육

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화상 아동·청소년 환자 후원

아동·청소년 환아 의료비 지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후원

기업 연합 봉사활동 

진행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격려금 전달

주거환경 위기아동 가정 지원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어린이 후원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비영리법인  

운영매뉴얼 제작 

비영리법인  

운영매뉴얼  

온라인 강의 배포

다양한 시선으로 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

공익법인회계기준 

소개 및 투명성 제고 

세미나

「알기 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  

제작 및 교육

5 재단	소개

용산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감사패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종철,	이한목		

이사	선임

김기웅,	류승우,	이만우	

이사	선임		

월드비전	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감사패	수상



6 삼일미래재단 2018 연차보고서

2018 성과 보고

3,430

1,977

1,729

기부자 수
(단위:	명)

2016

2017

2018

1,356,060,450

1,031,590,000

1,083,284,572

(단위:	원)
기부금 모금액

2016

2017

2018

558,485,560

529,111,789

538,594,307

(단위:	원)
목적사업비 지출액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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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목적사업별 사업비 지출 비율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비

201,692,048원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사업비

133,727,129원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개선 사업비

54,975,251원

아동�청소년 환아 지원 사업비

48,755,824원

긴급 재해 지역 지원 사업비

48,938,024원

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50,506,031원

37.4%

9.4%

24.8%

9.1%

10.2%

9.1%

2018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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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12018 사업 보고 ㅣ 목적사업 1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이	자라는데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재청소년 후원

12명	·	114,539,772원

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11명	·	34,772,351원

어린이 경제교육

467명	·	32,583,902원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244명	·	8,969,727원

어린이 환경교육

422명	·	10,826,296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1,156명

총 사업비

201,692,048원

8 삼일미래재단	2018	연차보고서

56.8%
영재청소년 후원

17.2%
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16.2%
어린이 경제교육

4.4%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5.4%
어린이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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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원 영재청소년 활약  분야별,	가나다	순

영재청소년 후원 

삼일미래재단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	기량을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

강나경 ㅣ 바이올린

영차이코프스키	페스티벌	초청	독주회	

일본이시가화뮤직	페스티벌	라이징스타	연주

김태현 ㅣ 국악, 타악기

Berklee	College	of	Music	졸업연주회	

정지수	국악	프로젝트:	장구,	꽹과리,	드럼으로	참여	

이기창 ㅣ 피아노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1학기	성적우수자	선발

정지원 ㅣ 피아노

영창뮤직	콩쿠르	고등부	1위	

아일랜드	왕립	음악학교	교장	마스터클래스	참가

홍유진(1) ㅣ 바이올린

한경필하모닉	송년음악회	협연

홍유진(2) ㅣ 바이올린

소년한국일보	음악	콩쿠르	중등부	1위

서울예술고등학교	입학	합격

체육 분야

김근우 ㅣ 골프

서울특별시협회장배	골프대회	우승

중고연맹회장배	골프대회	우승

김서현 ㅣ 스키

전국동계체육대회	슈퍼대회전	금메달,	복합	은메달,	

대회전/회전	동메달

김진서 ㅣ 피겨스케이팅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2위로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

이유빈 ㅣ 쇼트트랙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500m	우승

오상훈 ㅣ 스피드스케이팅

전국동계체육대회	1000m	동메달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차준환 ㅣ 피겨스케이팅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

시니어그랑프리시리즈	파이널	남자	싱글	동메달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최초)

2018년 후원 학생 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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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삼일미래재단은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장기간의	학습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한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후원 학생 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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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장학생 감사 편지 

이O경    

2019년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4년 전액 장학생 합격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표와 동기 없이 몇 년간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큰 

질병을 앓게 되어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며 병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자 생명공학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혼자 힘으로 전과목을 따라가기가 벅찼지만, 

어머니 홀로 가족을 책임지는 터라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삼일미래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은 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장학생으로 후원받는 기간 

동안 삼일미래재단에서 보내주신 믿음은 제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큰 힘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일미래재단 관계자분들과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항상 관심 가져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시를 마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생활도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목표를 성취하고 인생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일미래재단의 도움을 가슴 깊이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되어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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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진행 현황  2011년	~	2018년

어린이 경제교육 -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어린	시절	학습한	올바른	경제관념과	소비습관은	성장	후	현명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들이	시장경제	및	기업경영,	금융지식에	대한	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미래만들기’ 진행 내용

진행 일시 2018년	7월	9일	(월)	~	11일	(수)	

수혜 학생 수 충청남도	서천군	3개	초등학교	28학급	467명	

봉사자 수 대학생	자원봉사자	24명	

2018 서천군

장항중앙초,	장항초,	비인초

3개교	28학급	467명

봉사자	24명	참여

2017 고흥ㆍ보성시 금산중,	대서중,	도화중,	고흥여중,	보성고 5개교	21학급	431명 봉사자	23명	참여

2016 제천시 제천중앙초,	홍광초 2개교	33학급	784명 봉사자	22명	참여

2015 울산시 굴화초,	길천초,	두서초,	문수초 4개교	24학급	330명 봉사자	22명	참여

2014 군산시 구암초,	나운초 2개교	27학급	612명 봉사자	27명	참여

2013 원주시 구곡초 31학급	931명 봉사자	32명	참여

2012 영주시 중앙초 26학급	794명 봉사자	29명	참여

2011 신안군 임자초,	임자남초,	압해서초,	비금초 4개교	24학급	317명 봉사자	26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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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교육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자발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어린이들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	보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길	

기대하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내용

협력 기관 에코맘	코리아

내용 2018	국제	물주간,	청소년	토크	콘서트	개최	및		

“물,	알고	쓰고	있나요?”	영상	상영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가	아동·청소년들의	좋은	취미로	자리	잡길	

바라며	2011년부터	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의	지혜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도서 지원 대상 전국	15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수혜아동	총	244명)

지원 기관 금강학교,	꿈둥지	그룹홈,	따뜻한	둥지	그룹홈,	빛나라	공부방,	삼정학교,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성환공동생활가정,	소망을	찾는이,	우리집	2,	우리집	3,		

참신나는꿈터,	파랑새	그룹홈,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한살림	지역아동센터,	

희망	넝쿨	그룹홈

2018년 지원 도서 권수: 748권

2018년 수혜 학생 수: 4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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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 보고 ㅣ 목적사업 2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용산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90명	·	40,377,691원

전국 그룹홈 지원

13명	·	43,383,425원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24명	·	39,036,202원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37명	·	10,929,811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164명

총 수혜 기관 수

20개

총 사업비

133,727,129원

8.2%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30.2%

용산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32.4%
전국 그룹홈 지원

29.2%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2

3

4

5

6

1

14 삼일미래재단	2018	연차보고서



15 2018 사업 보고

용산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체육	교육이나	방학캠프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2010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위치한	용산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지원받은	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있으며,	여름에는	방학	캠프에	참여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내용

구분 기관 명 문화�예술�체육 교육 지원 방학캠프 지원

지역아동센터

빛나라	공부방 피아노 3박	4일	여름캠프	(강원도	정선)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체육교실,	문화	체험	학습
2박	3일	여름캠프	(제주도)

1박	2일	겨울캠프	(강원도	홍천)

소망을	찾는이 기타·우쿨렐레,	한지공예 2박	3일	겨울캠프	(강원도	횡성)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바이올린,	미술 1박	2일	여름캠프	(경기도	용인)

다문화 

어린이집
참	신나는	꿈터 합창,	동화	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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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그룹홈 지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만	18세가	되면	스스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들은	퇴소	후	‘보호종료아동’으로	구분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자립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그룹홈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 지원 기초학습 지원 예체능 교육 지원

9명	 2명 2명

* 그룹홈: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수혜 아동 감사 인사

참빛지역아동그룹홈 이O정 학생

지원 내용

피아노

지원 성과

음악경연대회	수상,		

대학	입학	수시	합격	

사무엘그룹홈 최O진 학생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 성과

ATC	캐드자격증	취득,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은빛마을그룹홈 김O민 학생

지원 내용

요리	학원	지원	

지원 성과

한식기능조리사	필기시험	합격,	

포트폴리오	공모전	장려상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이뤄서 

사랑을 나누어 줄 

차례에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쉽게 오지 않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8년 지원 학생 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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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미숙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중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글로벌	국제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내용: 한국 역사문화 체험학습 진행

진행 일시 2018년	9월	19일	(수)	~	21일	(금)

진행 내용 경복궁,	독립기념관	등	서울	및	근교	방문	

*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자녀들로,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낯선	이국으로	온	

청소년들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이들	대부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글로벌 국제학교: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	및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15년부터	법무부	지정	중도입국청소년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생계형	직종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북한이탈가정	부모의	자녀들은	방과	후에	방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	같은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는	삼정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을	받아	

훌륭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삼정학교: 북한이탈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방과	후	학교를	마련해	학습	지도와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입니다.	삼정학교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며	방과	후엔	삼정학교에	모여	보충수업을	받고	

저녁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2018년 수혜 학생 수: 37명

2018년 수혜 학생 수: 24명



18 삼일미래재단 2018 연차보고서

2018 사업 보고 ㅣ 목적사업 3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삼일미래재단은	국내	비영리법인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제작 및 교육

315개	법인	(중복	법인	수	제외)	·	44,156,499원

한국가이드스타 지원

1개	법인	·	10,818,752원

총 수혜 비영리법인 수

316개

총 사업비

54,975,251원

2

3

4

5

6

1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제작	및	교육

80.3%

한국가이드스타 지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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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발간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공익법인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일미래재단은	KB국민은행,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실무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을		

위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집필: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정미향)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진행 

삼일미래재단은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진행 내용

차수 진행 일시 참여 기관 수 참여 인원 수

1차 교육 2018년	9월	6일	(목) 259개	기관 380명

2차 교육 2018년	12월	18일	(화) 89개	기관 115명

▲	1차	교육 ▲	2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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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 보고 ㅣ 목적사업 4

긴급 재해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15명

총 사업비

48,938,024원

2

3

4

5

6

1

100%
주거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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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연령별 지원 현황 중학생	7명,	초등학생	6명,	미취학	2명

지역별 지원 현황 서울	및	경기	6건	(용산구	3건	포함),	경상도	3건,	전라도	3건,		

강원도	2건,	충청도	1건	

공사 내역 화장실	공사,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	교체,	샷시	교체,	지붕	수리	등

2018년 수혜 가정 수: 15개

주거환경 개선 전

주거환경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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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 보고 ㅣ 목적사업 5

아동�청소년 환자 의료비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환아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비와		

심리치료	캠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아 치료비 지원

6명	·	37,923,941원

심리치료 캠프 지원

38명	·	10,831,883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44명

총 사업비

48,755,824원

2

3

4

5

6

1

77.8%
환아 치료비 지원

22.2%
심리치료 캠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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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환아 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투병	

생활	중에는	온	가족이	걱정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수많은	질환들로	

투병	중인	환아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내용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2명) •	이OO	(4세):	선천성거대결장	

•	김OO	(14세):	뇌전증	및	정신증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2명) •	우OO	(0세):	급성신우신염,	이분척추증	

•	이OO	(1세):	선천수신증,	후부요도	판막,	만성	신장부전

한림화상재단 (2명) •	차OO	(11세):	화상	치료

•	어OO	(10세):	화상	치료

심리치료 캠프 지원

화상을	입은	환아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은	회복	과정뿐만	아니라	퇴원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화상을	겪은	아동·청소년이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돕는	심리치료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 내용 - 제12회 화상 점프캠프 ‘자존’ 진행

진행 일시 2018년	8월	8일	(수)	~	10일	(금)

참여 대상 화상	사고를	경험한	국내	아동·청소년

협력 기관 한림화상재단

2018년 총 지원 환아 수: 6명

2018년 캠프 참여 환아 수: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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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 보고 ㅣ 목적사업 6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봉사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 봉사활동 지원

100명	·	37,428,783원

삼일사회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77명	·	13,077,248원

총 봉사활동 참여 인원 수

177명

총 사업비

50,506,031원

2

3

4

5

6

1

74.1%
연합 봉사활동 지원

25.9%
삼일사회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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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연합 봉사활동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지역사회와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	위치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연합	봉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봉사활동

용산구에	위치한	6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

참여 기관 삼일회계법인,	숙명여자대학교,	CJ	CGV,	아모레퍼시픽,	HDC신라면세점

수혜 기관
생명나무지역아동꿈터,	소망을찾는이지역아동센터,	참신나는꿈터	(다문화	어린이집),	

풍성한지역아동센터,	한살림서울생활조합아동센터,	혜심원아동복지센터

삼일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삼일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고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봉사활동 내용

내용 협력 기관 진행 일시 참여 인원 수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년	11월	17일	(토) 41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본부

2018년	12월	15일	(토)

2019년	01월	12일	(토)
46명

2018년 총 봉사활동 참여자 수: 77명	(중복자	제외)

2018년 총 봉사활동 참여자 수: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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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정 보고

수입�지출 내역

2018

수입 내역

7.1%

42.9%

50.0%

기부금	수입 1,083,284,572

기본재산	이자	수익 153,652,432

이월금 927,815,908

소계  2,164,752,912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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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출 내역

24.9%

2.5%

72.6%

목적	사업비 538,594,307

일반관리비	등 54,014,061

차기	이월금 1,572,144,544

소계 2,164,752,912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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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11기) 전기 (제10기)

자산

Ⅰ.	유동자산 8,632,983,932 7,972,002,06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572,144,544 927,815,908

2.	단기금융자산 8,000,000,000		 7,000,000,000	

3.	선급법인세 21,510,890	 15,643,200	

4.	선급지방세 2,150,690	 1,564,050	

5.	미수수익 37,177,808 26,978,904	

자산총계 8,632,983,932 7,972,002,062

부채

Ⅰ.	유동부채 5,149,374	 1,081,670	

1.	예수금 711,640	 123,730

2.	미지급금 557,450 722,580	

3.	미지급비용 3,880,284	 235,360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53,651,846	 111,738,468

부채총계 158,801,220 112,820,138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7,000,000,000 7,000,000,000

Ⅱ.	보통순자산 1,474,182,712	 859,181,924	

1.	잉여금 1,474,182,712 859,181,924	

순자산총계 8,474,182,712 7,859,181,92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8,632,983,932 7,972,002,062 

1. 재무상태표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018 재무제표 

제11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10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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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11기) 전기 (제10기)

I. 사업수익 1,247,135,322 1,153,419,975 

1.	기부금수익 1,083,284,572 1,031,590,000

2.	이자수익 163,850,750	 121,829,975	

II. 사업비용 590,221,742 582,744,531 

1.	사업수행비용	 538,594,307	 529,111,789	

1)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201,692,048	 238,128,132	

2)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133,727,129	 129,975,471

3)	아동·청소년	환자	지원 48,755,824	 42,687,898	

4)	긴급재해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48,938,024 64,031,847

5)	봉사동호회	청소년	지원 50,506,031 12,806,369	

6)	비영리법인	투명성개선	지원 54,975,251 41,482,072

2.	일반관리비용 51,627,435	 53,632,742	

1)	급여 13,790,349	 11,212,500

2)	제수당 718,554	 20,667

3)	퇴직금 1,089,900	 986,100

4)	통신비 172,010	 199,410	

5)	소모품비 10,196,600	 3,302,770

6)	여비교통비 130,900	 518,120	

7)	수수료 19,584,502	 28,916,236	

8)	세금과공과 166,980	 164,740

9)	복리후생비 2,089,236	 1,858,167

10)	교육훈련비 6,000 84,000	

11)	보험료 136,554	 116,937

12)	회의비 1,122,550 1,622,700	

13)	인쇄비	 2,423,300 4,630,395

Ⅲ. 사업이익 656,913,580 570,675,444 

Ⅳ. 사업외수익 586 197,951 

1.	잡수입 586 197,951	

Ⅴ. 사업외비용 - -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153,651,846 111,738,468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111,738,468 145,197,984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615,000,788 604,332,911 

Ⅸ. 법인세비용 - -

Ⅹ. 당기운영이익 615,000,788 604,332,911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 운영성과표 제11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9 2018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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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삼일미래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과를	검토하는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현재	서태식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과	감사	2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번의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된	이사회	모두	이사회	구성원	과반	이상이	

참석했으며,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	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 구성 2018년	12월	기준	

이사

서태식 (이사장)

2018.12.17 ~ 2021.12.16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前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회장

김기웅

2018.12.17 ~ 2021.12.16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김영식

2018. 03.26 ~ 2021.03.25

삼일회계법인	CEO

안경태

2018. 03.26 ~ 2021.03.25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이만우

2018.12.17 ~ 2021.12.16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종철

2018.03.26 ~ 2021.03.25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한목 

2018.12.17 ~ 2021.12.16

PwC컨설팅	대표이사

감사

이태호

2018.11.20 ~ 2021.11.19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황영달

2017.10.01 ~ 2020.09.30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2018년 정기이사회 개요

제1차 정기이사회

2018년 2월 22일 오전 11시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보고

•	2017년	주요	사업	결과	보고

•	2018년	진행	예정	사업	보고

•	영재청소년	후원금	증액(안)	승인

•	임기	만기	이사	연임	및	이취임	승인

•	삼일미래재단	2017년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제2차 정기이사회

2018년 11월 19일 오전 11시

•	사무총장	신임	보고

•	2018년	주요	사업	진행	경과	보고

•	2019년	예산(안)	검토	및	승인

•	2018년	사업계획(안)	승인

•	임원	선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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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사,	그리고	PwC컨설팅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아너스 클럽Honor’s Club

삼일미래재단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기부자	분들께	감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너스	클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부자	별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예기부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 Platinum Class: 1억 원 이상

• Gold Class: 5천만 원 ~ 1억 원

• Silver Class: 3천만 원 ~ 5천만 원

• Bronze Class: 1천만 원 ~ 3천만 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부	참여를	통해	삼일미래재단으로부터	위촉된	아너스	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Platinum Class 누적기부금 1억 원 이상 (2명)

김영식	 안경태

Gold Class 누적기부금 5천만 원 이상 (13명)

고성천	 김의형	 김홍기	 류승우	 박수환	 서동규	 윤재봉	 윤현철	 이종철	 이한목	 장경준	 정도삼	 한덕철

Silver Class 누적기부금 3천만 원 이상 (32명)

권혁재	 기황영	 김용운	 김용원	 박기태	 박대준	 박수근	 박진희	 배화주	 서태식	 송상근	 안영균	 오기원	

오세광	 오연관	 유상수	 유희찬	 윤훈수	 이경호	 이광남	 이기학	 이병찬	 이용재	 이중현	 이진영	 이태호	

이희태	 조영균	 주재형	 주정일	 한종철	 황영달

Bronze Class 누적기부금 1천만 원 이상 (164명)

강미라	 강상호	 강신종	 강중구	 강찬영	 곽윤구	 구성회	 권태우	 권혁진	 김경구	 김광오	 김광호	 김기은	

김명중	 김병묵	 김병찬	 김상운	 김성영	 김승헌	 김영현	 김우성	 김월기	 김재식	 김재윤	 김재환	 김정훈	

김종석	 김주덕	 김진호	 김창익	 김하중	 나승도	 남기홍	 남동진	 남형석	 노영석	 도이회	 도헌수	 류길주	

류승권	 문상철	 문상태	 문홍기	 민준기	 민준선	 박동규	 박성우	 박성조	 박소영	 박승선	 박정선	 박진우	

박창하	 박태영	 박태진	 박흠석	 박희영	 반경찬	 백봉준	 백창현	 백창현	 범용균	 복진선	 서준섭	 서해수	

성낙필	 소영석	 송동기	 송문섭	 송			용	 스티브최	 신상희	 신승철	 신현창	 안익흥	 양일수	 어충조	 오남교	

오병일	 오선영	 오일환	 오종진	 오창걸	 유			엽	 유태준	 윤규섭	 윤영창	 윤인희	 윤종현	 이갑재	 이경선	

이권훈	 이규대	 이녹영	 이동건	 이동복	 이상도	 이상웅	 이승호	 이영섭	 이영신	 이용구	 이유진	 이정민	

이정훈	 이정훈	 이준승	 이진원	 이청룡	 이한성	 이현종	 임기호	 임상표	 임성재	 임원현	 장봉희	 장온균	

전성기	 전원엽	 전한준	 전			홍	 정경수	 정낙열	 정문기	 정민수	 정복석	 정선흥	 정성근	 정세연	 정양수	

정연성	 정운섭	 정은이	 정종만	 정진송	 정찬우	 정희철	 조남복	 조성욱	 조정환	 조창호	 조한철	 주세운	

진봉재	 진휘철	 차일규	 채정선	 최			달	 최상태	 최시창	 최욱경	 최은영	 최종일	 최주호	 최창대	 최형도	

한정섭	 홍기수	 홍종팔	 홍준기	 홍준영	 황석연	 황철진	 황택현

(총	211명	/	가나다	순)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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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6) 

삼일회계법인,	PwC컨설팅,	KB국민은행,	아모레퍼시픽,	CJ	CGV,	HDC신라면세점

개인 (1,729)

감경일	 감정훈	 강경완	 강경원	 강근식	 강덕호	 강미라	 강미령	 강			민	 강민경	 강민영	

강민주	 강상원	 강상호	 강성모	 강성원	 강슬기	 강승연	 강승현	 강유정	 강윤제	 강윤지	

강전영	 강정모	 강종필	 강지은	 강진명	 강진수	 강진영	 강진희	 강찬영	 강태성	 강태우	

강태훈	 강현민	 강혜미	 강호성	 강홍석	 강효춘	 강희선	 강희주	 고경윤	 고경환	 고길주	

고나운	 고동헌	 고석환	 고성천	 고예진	 고용준	 고은실	 고은혜	 고정호	 고준수	 고창우	

공성덕	 공진표	 곽민석	 곽수영	 곽윤구	 곽재영	 구건모	 구본재	 구성회	 구세희	 구이근	

구희진	 권규한	 권다혜	 권대성	 권무석	 권문경	 권미엽	 권민성	 권민영	 권상용	 권석준	

권선혜	 권수연	 권영우	 권영준	 권오경	 권오성	 권용준	 권용훈	 권은진	 권익상	 권정선	

권종훈	 권준식	 권준오	 권진희	 권철호	 권혁재	 권현정	 금창훈	 기황영	 김가율	 김			강	

김건영	 김건우1	 김건우2	 김경구	 김경모	 김경미1	 김경미2	 김경민1	 김경민2	 김경봉	 김경수	

김경우	 김경은	 김경진	 김경호	 김경훈1	 김경훈2	 김고운	 김관선	 김관수	 김관식	 김광수1	

김광수2	 김광연	 김광우	 김광하	 김광희	 김규동	 김규섭	 김근주	 김기록	 김기범	 김기석	

김기원	 김기은	 김기홍	 김기훈	 김길진	 김길학	 김나래1	 김나래2	 김남우	 김남운	 김남정	

김남훈	 김노윤	 김대길	 김대식	 김대영1	 김대영2	 김대익	 김대현	 김대형	 김대훈	 김덕희	

김도연	 김도형	 김동명	 김동봉	 김동수	 김동진	 김동현1	 김동현2	 김동환	 김두삼	 김두성	

김두종	 김두희	 김			란	 김래형	 김만영	 김면기	 김명철	 김문균	 김미나1	 김미나2	 김미리	

김민곤	 김민규	 김민기1	 김민기2	 김민석1	 김민석2	 김민수1	 김민수2	 김민수3	 김민승	 김민우	

김민지	 김민태	 김민호	 김병국	 김병도	 김병묵	 김병욱	 김병일	 김보경	 김보식	 김복남	

김봉균	 김봉수1	 김봉수2	 김봉환	 김상균	 김상록	 김상수	 김상완	 김상운	 김상원	 김상협	

김석영	 김석우	 김석원	 김선경	 김선엽	 김선용	 김선정	 김선진	 김선호1	 김선호2	 김성규	

김성균1	 김성균2	 김성수1	 김성수2	 김성수3	 김성영	 김성일	 김성진1	 김성진2	 김성호	 김성훈1	

김성훈2	 김성희	 김세민	 김세현	 김소연	 김솔님	 김수경	 김수빈	 김수영	 김수와	 김수인	

김수진	 김수희	 김승록	 김승현1	 김승현2	 김승환	 김승훈	 김시준	 김신영	 김아람	 김연미	

2018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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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김영석	 김영수	 김영순	 김영식	 김영옥	 김영주	 김영환1	 김영환2	 김영훈	 김			올	 김완호	 김용구	

김용운	 김용원	 김용재	 김용준	 김용희	 김우건	 김우성1	 김우성2	 김우영	 김우진	 김운규	 김운성	 김웅섭	

김원대	 김원찬	 김유나	 김유진	 김유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섭	 김은아	 김은영1	 김은영2	 김은형	

김은혜	 김은호	 김의수	 김이수	 김이혁	 김인경	 김인기	 김인수	 김인영	 김일훈	 김임영	 김자겸	 김재영	

김재운1	 김재운2	 김재운3	 김재윤	 김재일	 김재종	 김재죽	 김재학	 김재헌	 김재현	 김재호	 김재화	 김재환	

김정국	 김정민	 김정욱	 김정은	 김정주	 김정호	 김정환	 김정효	 김정희	 김종길	 김종산	 김종석	 김종수	

김종영	 김종욱	 김종윤	 김종훈	 김주덕	 김주신	 김주하	 김주현1	 김주현2	 김주혜	 김준모	 김준민	 김준식	

김준원	 김준혁	 김준호	 김준효	 김중현	 김지경	 김지만	 김지미	 김지민	 김지산	 김지선1	 김지선2	 김지성	

김지영1	 김지영2	 김지현1	 김지현2	 김			진1	 김			진2	 김진관	 김진국	 김진규	 김진섭	 김진성	 김진우1	 김진우2	

김진유	 김진주	 김진하	 김진현	 김진호1	 김진호2	 김진환	 김진휘	 김진희	 김찬규	 김찬응	 김창래	 김창익	

김창진	 김철희	 김춘옥	 김치관	 김태민	 김태성1	 김태성2	 김태업	 김태영1	 김태영2	 김태훈1	 김태훈2	 김태희	

김판중	 김평호	 김필수	 김하영	 김하중	 김학주	 김한내	 김한웅	 김			현	 김현곤	 김현두	 김현백	 김현석	

김현수1	 김현수2	 김현수3	 김현수4	 김현욱	 김현정	 김현준	 김현진	 김현호	 김형규	 김형석	 김형이	 김형중	

김형호	 김혜균	 김혜림	 김혜민1	 김혜민2	 김혜원	 김호규	 김호준	 김호찬	 김홍기	 김홍동	 김홍석	 김홍천	

김홍현	 김효건	 김효성	 김효언	 김희라	 김희정	 김희주	 김희현	 나국현	 나다혜	 나상희	 나승도	 나종민	

나지환	 나형우	 나호찬	 남광민	 남동진	 남상우	 남승민	 남승수	 남우석	 남윤철	 남지훈	 남지희	 남현재	

남형석	 노건형	 노			경	 노경률	 노석민	 노성수	 노연지	 노영석	 노유진	 노지영	 노진백	 노태진	 노현석	

노호현	 노희선	 당경증	 도헌수	 두종민	 로고진코스탄틴	 류광민	 류길주	 류성무	 류승권	 류승득	 류승우	

류제욱	 류주연	 류지윤	 류형석	 류호원	 명본호	 목영진	 목진솔	 문병덕	 문병렬	 문상철1	 문상철2	 문상태	

문수경	 문수찬	 문영남	 문윤호	 문일룡	 문지현	 문지혜	 문철희	 문헌종	 문홍기	 문희준	 민경선	 민경필	

민대홍	 민병권	 민승기	 민옥기	 민준선	 민철홍	 민혜나	 박건영	 박경근	 박경상	 박경수	 박경일	 박경태	

박광순	 박광운	 박권식	 박기남	 박기범	 박기운	 박기태	 박길수	 박노경	 박대준	 박동규1	 박동규2	 박동욱	

박문진	 박미향	 박			민	 박민경	 박민영	 박민우	 박민정	 박범수	 박병용	 박병진	 박상민	 박상옥	 박상은	

박상태	 박상현	 박상협	 박새라	 박석훈	 박성균	 박성기	 박성민	 박성수	 박성우	 박성조	 박성훈	 박세린	

박세현	 박세훈	 박소연	 박소영1	 박소영2	 박소영3	 박소윤	 박소현	 박수민1	 박수민2	 박수연	 박수영	 박수정	

박수진	 박수환	 박순일	 박순종	 박승선	 박승운	 박승정	 박승찬	 박승철	 박승택	 박시영	 박연진	 박영규	

박영서	 박영선	 박영인	 박영준	 박예원	 박요셉	 박용석	 박용한	 박우선	 박웅희	 박유현	 박윤기	 박윤신	

박윤종	 박윤진	 박은상	 박은영	 박은주1	 박은주2	 박은혜	 박인규	 박인대	 박인혁	 박재우1	 박재우2	 박재원	

박재철	 박재현	 박재형	 박재흠	 박정선	 박정수	 박정은	 박정훈	 박종민1	 박종민2	 박종우1	 박종우2	 박종원	

박종철	 박종현	 박주현	 박주형	 박주희	 박준석	 박준영1	 박준영2	 박준형1	 박준형2	 박중엽	 박중현	 박지연	

박지영	 박지원	 박지현1	 박지현2	 박지혜	 박진수	 박진아	 박진우	 박진주	 박진희	 박찬수	 박창남	 박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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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준	 박충흠	 박치홍	 박태영	 박태진	 박하성	 박합규	 박헌국	 박현숙	 박현주	 박현준1	 박현준2	 박현지	

박현출	 박형민	 박호준	 박홍서	 박홍수	 박홍열	 박희동	 박희영	 박희현	 반			건	 방성문	 방성훈	 방수영	

배병조	 배성수	 배영석	 배윤혜	 배은아	 배인협	 배재민	 배준우	 배진숙	 배현재	 배화주	 백경협	 백명훈	

백봉준	 백상민	 백성득	 백소은	 백승문	 백승원	 백승훈	 백운경	 백인성	 백정환	 백종문	 백			준	 백지연	

백창현	 백현철	 범용균	 변문태	 변수진	 변영선	 변윤선	 변장원	 변지영	 변지현	 브로웰로버트	 빈화정	

사공준표	 서강재	 서경혜	 서계원	 서동규	 서만길	 서명진	 서백영	 서보민	 서성범	 서소라	 서승원	 서승현	

서연정	 서영민	 서용범	 서용원	 서용태	 서원배	 서유강	 서유경	 서재권	 서재협1	 서재협2	 서재형	 서정렬	

서정열	 서지예	 서태식	 서태창	 서평권	 서해수	 서혜미	 서효환	 서희원	 석주현	 선민규	 선병오	 선정원	

성낙필	 성덕용	 성영준	 성윤호	 성창석	 성현주	 소미라	 소민범	 소영석	 소정선	 손동민	 손명희	 손병구	

손부관	 손상국	 손상억	 손성걸	 손성호	 손소영	 손영백	 손원형	 손은훈	 손정현1	 손정현2	 손정화	 손지원	

송경준	 송동기	 송문섭	 송상근	 송승욱	 송연주	 송영근	 송영욱	 송			용	 송재덕	 송정호	 송주현	 송			준	

송준달	 송지섭	 송창민	 송태호	 송해찬	 스티븐정(정승민)	 신경선	 신경철	 신민용	 신상우	 신상윤	 신상희	

신소혜	 신수익	 신승민	 신승일	 신승철	 신영석	 신영진	 신용국	 신용범	 신용선	 신우선	 신윤섭	 신은석	

신은주	 신재승	 신재원	 신재익	 신재준	 신정운	 신정희	 신종훈	 신중현1	 신중현2	 신지원	 신현창	 신호승	

심동현1	 심동현2	 심봉섭	 심수아	 심양규	 심재경	 심종헌	 심준용	 심진보	 심현석	 안경태	 안대영	 안동근	

안서진	 안성민	 안소희	 안영주	 안익흥	 안장현	 안재우	 안정진	 안정하	 안정현	 안정화	 안중용	 안지은	

안지철	 안지혜	 안지훈	 안창현	 안현규	 안혜인	 안홍은	 안효재	 양경모	 양관혁	 양광모	 양대일	 양미나	

양성혁	 양승우	 양승환	 양시애	 양애리	 양오성	 양우일	 양우형	 양유석	 양윤정	 양인병	 양정석	 양정원	

양준규	 양지호	 양진석	 양찬모	 양태준	 양			판	 양호진	 양홍석	 양효식	 양흥민	 어			연	 어충조	 어혜정	

엄경순	 엄기호	 여동건	 여미주	 여상인	 여혜인	 염승섭	 염진오	 염현경	 오기영	 오기원	 오남교	 오동호	

오명환	 오민지	 오병길	 오병욱	 오병일	 오상아	 오선영1	 오선영2	 오세호	 오승석	 오연관	 오영균	 오영택	

오			위	 오윤석1	 오윤석2	 오윤환	 오윤희	 오장욱	 오재준	 오정택	 오정화	 오종진	 오창걸	 오한솔	 오혜정	

왕지화	 우성문	 우수영	 우승연	 우영진	 우인혁	 우재선	 우정우	 원연정	 원정임	 원종석	 원종인	 원종현	

원치형	 원혜영	 유나윤	 유대진	 유미란	 유상수	 유성근	 유성배	 유수현	 유			연	 유			엽	 유옥동	 유원석	

유인기	 유정우	 유정은1	 유정은2	 유제봉	 유홍서	 유희경	 유희정	 유희찬	 윤군주	 윤규섭	 윤기업	 윤덕은	

윤명진	 윤			미	 윤병욱	 윤상민	 윤상철	 윤석현	 윤선영	 윤성원	 윤성현	 윤성홍	 윤세영	 윤소진	 윤여준	

윤여현	 윤영창	 윤옥선	 윤인희	 윤재봉	 윤정선	 윤지수	 윤진강	 윤창범	 윤창선	 윤현철	 윤홍철	 윤훈수	

윤희수	 이가희	 이강희	 이거연	 이경민1	 이경민2	 이경삼	 이경선	 이경재	 이경주	 이경택	 이경한	 이경호	

이경희	 이계현	 이고운	 이관성	 이관호	 이광민	 이광욱	 이광호	 이군도	 이규대	 이규홍	 이기복	 이기봉	

이기원	 이기재	 이기학	 이나래	 이남선	 이남주	 이남호	 이대은	 이대희	 이덕기	 이도신	 이도헌	 이동건	

이동복	 이동석	 이동열	 이동원	 이동주	 이동철1	 이동철2	 이동현	 이동희	 이두리	 이명섭	 이명진	 이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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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이민경	 이민지	 이민희	 이범기1	 이범기2	 이범탁	 이병섭	 이병윤	 이보화	 이상규	 이상도	 이상례	

이상민	 이상연	 이상웅	 이상은	 이상훈1	 이상훈2	 이새롬	 이선영1	 이선영2	 이성균	 이성근	 이성엽	 이성호	

이성훈	 이세영	 이세형	 이소영	 이소현	 이수미	 이수빈	 이수연	 이순원	 이승목	 이승연	 이승욱	 이승주	

이승준	 이승철	 이승태	 이승호1	 이승호2	 이승호3	 이승환	 이승훈1	 이승훈2	 이승희	 이연주	 이영규	 이영란	

이영롱	 이영모	 이영신	 이영제	 이영주	 이영훈	 이예빈	 이왕희	 이			용	 이용석	 이용성	 이용재	 이용협	

이용희	 이우람	 이원희	 이유미	 이유비	 이유영	 이유진1	 이유진2	 이유창	 이윤경	 이윤석	 이윤정	 이윤호	

이은규	 이은수	 이은영	 이은호	 이응전	 이의직	 이인황	 이재관	 이재근	 이재덕	 이재옥	 이재준1	 이재준2	

이재창	 이재혁1	 이재혁2	 이재형	 이정규	 이정미	 이정삼	 이정섭1	 이정섭2	 이정순	 이정우	 이정필	 이정현	

이정호	 이정훈1	 이정훈2	 이제승	 이종래	 이종민	 이종석	 이종식	 이종원	 이종철1	 이종철2	 이종형	 이종화	

이종흔	 이주영	 이주은	 이주종	 이주철	 이주현	 이주호	 이주환	 이			준	 이준규	 이준성	 이준승	 이준영1	

이준영2	 이준우	 이준혁	 이준호	 이중석	 이중현	 이지선	 이지수	 이지숙1	 이지숙2	 이지연	 이지영1	 이지영2	

이지태	 이지혁	 이지현1	 이지현2	 이지훈	 이			진1	 이			진2	 이진규	 이진아	 이진원	 이진화	 이찬석	 이창규	

이창영	 이창조	 이창현1	 이창현2	 이창훈1	 이창훈2	 이채명	 이채훈	 이태호	 이태희	 이한목	 이한성	 이혁준	

이현덕	 이현빈	 이현우	 이현종	 이현주	 이형규	 이형민	 이혜규	 이혜인	 이혜진1	 이혜진2	 이혜진3	 이호민	

이호용	 이호준	 이호진	 이호찬	 이호창	 이홍석	 이화령	 이화정	 이회림	 이효상	 이효신	 이효정	 이효진	

이흥수	 이희웅	 이희태	 임가원	 임경한	 임경현	 임기호	 임동근	 임동진	 임병찬	 임상표	 임새롬	 임성재	

임성훈	 임수영	 임영빈	 임용빈	 임원섭	 임은정	 임정윤	 임정주	 임종선	 임준일	 임지산	 임진성	 임채율	

임태식	 임현와	 임형종	 임효선	 임희성	 장경준	 장광식	 장기훈	 장동원	 장무호	 장병국	 장병일1	 장병일2	

장병한	 장성욱	 장수명	 장수미	 장영석	 장온균	 장완석	 장용석	 장원석	 장원우	 장원호	 장유미	 장유신	

장윤경1	 장윤경2	 장윤원	 장은종	 장			익	 장일권	 장재기	 장재운	 장재혁	 장종원	 장주연	 장주호	 장지수	

장진규	 장혁준	 장현일	 장현준	 장혜란	 장혜윤	 전가영	 전도영	 전상범	 전상원	 전성기	 전성만	 전성애	

전세나	 전세정	 전소연	 전아람	 전예진	 전용대	 전용욱	 전우영	 전원엽	 전정민	 전종성	 전지연	 전진우	

전혜진	 전호영	 전희영	 정경수	 정경희	 정광섭	 정광재	 정구진	 정근영	 정근우	 정기성	 정기욱	 정낙열	

정다운	 정대형	 정도빈	 정도삼	 정동렬	 정동희	 정명은	 정명진	 정민수1	 정민수2	 정민우	 정민지	 정민찬	

정민철	 정민호1	 정민호2	 정병수	 정복석	 정새봄	 정선흥	 정성근	 정성문	 정성미	 정세연	 정세영	 정수연	

정수윤	 정수정	 정수진	 정순호	 정슬아	 정승원	 정승효	 정아람	 정양수	 정언태	 정			연	 정연성	 정영훈	

정용범	 정용욱	 정용진	 정우영	 정우준	 정우진	 정우철	 정원석	 정원용	 정유진	 정유화	 정			윤	 정윤이	

정윤지	 정윤진	 정은경1	 정은경2	 정은이	 정은혜	 정인교	 정인보	 정재국	 정재상	 정재연	 정재찬	 정재호	

정재훈	 정제원	 정종만	 정종원	 정주아	 정지용	 정지원1	 정지원2	 정지원	 정지택	 정지현	 정진송	 정진수	

정진우	 정찬우1	 정찬우2	 정창욱	 정채원	 정태훈	 정필호	 정해민	 정해욱	 정현교	 정현우	 정현지	 정형우	

정혜숙	 정혜진	 정			훈	 제갈원구	 조규상	 조나영	 조남복	 조동규	 조동래	 조동훈	 조민석	 조민철	 조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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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빈	 조성욱	 조성윤	 조성훈	 조성희	 조승재	 조여진	 조영규	 조영균	 조영기	 조영우	 조영재	 조영주	

조영환	 조용구1	 조용구2	 조용준	 조운희	 조원영	 조원오	 조윤식	 조윤환	 조의진	 조일형	 조정환	 조준상	

조준수	 조준회	 조찬래	 조창호	 조철현	 조한준	 조한철	 조항민	 조현수	 조현주	 조현진	 조형우	 조혜영	

조혜은	 조훈재	 주대현	 주상민	 주세운	 주승현	 주재형	 주정일	 주진아	 주진우	 주홍주	 지만철	 지수환	

지을희	 지정진	 진광용	 진병국	 진봉재	 진선근	 진용하	 진현욱	 진현태	 진휘철	 차경민	 차			근	 차명석	

차병곤	 차봉규	 차일규	 차태균	 차혜선	 채신화	 채유진	 채정선	 채지훈	 채청락	 채호기	 채호형	 천민경	

천사랑	 천승환	 천진아	 최기혁	 최			달	 최두원	 최만귀	 최민성	 최민식	 최민정	 최민주	 최민훈	 최민희	

최보경	 최보람	 최상준	 최서윤	 최성우1	 최성우2	 최성익	 최성흠	 최수연	 최승운	 최승환	 최시창	 최영덕	

최영준	 최영현	 최용도	 최용진	 최용환	 최우혁	 최욱경	 최원영	 최유철	 최윤수	 최윤영	 최은영	 최인성	

최인영	 최인철	 최장원	 최재열	 최재표	 최정윤	 최주호	 최주희	 최준걸	 최지원	 최지은	 최지혁	 최지환	

최지희	 최진아	 최진용	 최진호	 최창대	 최창범	 최창언	 최창윤	 최채민	 최태규	 최한호	 최현희	 최형도	

최형순	 최형익	 최혜원	 최희정	 추석민	 크리스티	리	 탁성근	 탁정수	 퍼티그다니엘	 편성식	 하성훈	

하유진	 하이화	 하지수	 하태안	 하홍국	 한가희	 한경민	 한규영1	 한규영2	 한덕철	 한명희	 한미량	 한병민	

한병재	 한성근	 한세희	 한승욱	 한승재	 한영경	 한우종	 한재상	 한정섭	 한정탁	 한종엽	 한주이	 한지연	

한지용	 한진수	 한진헌	 한혜원	 한호석	 한호성	 한효민	 허성무	 허솔지	 허승호	 허신욱	 허영훈	 허용복	

허윤제	 허재진	 허			정	 허정행	 허제헌	 허지은	 현대석	 현보은	 현승훈	 현충제	 홍기수	 홍대건	 홍대성	

홍리나	 홍미향	 홍			범	 홍사균	 홍상호	 홍석재	 홍석형	 홍성민	 홍성애	 홍성우	 홍성표	 홍성훈	 홍승혁	

홍승환1	 홍승환2	 홍우식	 홍윤기	 홍은숙	 홍은지	 홍재희	 홍정기	 홍정연	 홍준기	 홍준모	 홍지윤	 홍진선	

홍진오	 홍창기	 홍창일	 홍태경	 홍현기	 황경갑	 황동하	 황병욱	 황병찬	 황석연	 황선명	 황선정	 황성열	

황성종	 황성필1	 황성필2	 황세윤	 황승환	 황영달	 황윤석	 황은경	 황인섭	 황인성	 황인찬	 황인호	 황재근	

황재원	 황정목	 황			준	 황준식	 황			찬	 황철용	 황철진	 황택현	 황현준	 황호세	 황호수	 황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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