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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서  태  식

이사장 인사말

삼일미래재단이 창립된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우리 미래의 원동력인 아동·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잠재력이 뛰어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사업, 안전과 위생 환경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및 교육 시설 개선 사업, 그리고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기관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미래재단은 국내 비영리공익법인들이 회계 및 사무 투명성을 높여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여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기부자들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홈페이지에 기부자명,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사무처리 

과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뉴스레터를 통하여 재단의 모든 사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기부자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과 함께 합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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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적시성

삼일미래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지속성

삼일미래재단은	매년	사업별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핍니다.

투명성

삼일미래재단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	및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예산·결산·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비전

Respected,  

Trusted Firms  

and People

A Better Future  

for Children and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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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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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과	PwC컨설팅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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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0132008 20112009 20122010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후원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격려금 전달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 후원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어린이 후원

일본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 어린이 후원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수단 다르푸르 난민 

어린이 후원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비영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회계/세무/연차보고서 

작성 교육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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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지원

긴급재해 지역

•	용산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감사패	수상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이종철,	이한목		

이사	선임

•	윤훈수	이사		

선임

•	김기웅,	류승우,		

이만우	이사	선임		

•	월드비전,	한국	

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감사패	수상

•	삼일미래재단	설립

•	안경태	이사장	취임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박오수,	서태식,		

주인기,	허성관		

이사	선임

•	서태식	이사장	취임

재단 및 이사회 

아동·청소년 환자 및 기타

비영리법인 투명성 개선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화상 아동·청소년 환자 후원

아동·청소년 환아 의료비 지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후원

기업 연합 봉사활동 진행

어린이 경제교육

영재청소년 후원

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아동·청소년 환경교육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위탁 돌봄 기관 지원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그룹홈 지원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주거환경 위기아동 가정 지원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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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목적사업별 사업비 지출 비율기부자 수 기부금 모금액

목적사업비 지출액

2020 성과 보고

단위:	명 단위:	원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1,341
1,485

1,729

20202018 2019

1,023,702,2201,083,284,572

882,515,030

20202018 2019

단위:	원

508,313,381

538,594,307

523,650,270

2020

2018

2019

218,775,115원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비

109,663,088원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사업비

120,569,929원

긴급 재해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비

43.0% 21.6% 23.7%

32,649,245원

아동·청소년 환자  

지원 사업비

11,836,982원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개선 사업비

14,819,022원

사회봉사동호회  

지원 사업비

6.4% 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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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청소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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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후원 인원 : 14명 

2020년 후원 영재청소년 활약       분야별,	가나다	순

예술 분야

강나경 ㅣ 바이올린

•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만	17세)

•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기	실기/성적	우수	장학생	선정

김태현 ㅣ 국악, 타악기

•	New	England	Conservatory	(NEC)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진학

정지원 ㅣ 피아노

•	July	Festival	Concert	연주

•	온드림	앙상블	정기연주회	연주

홍유진(2) ㅣ 바이올린

•	GMP	international	Competition	대상	수상

•	예진음악콩쿨	고등부	1등	

체육 분야

김근우 ㅣ 골프

•	한국C&T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1위

•	영건스매치플레이	우승

김서현 ㅣ 스키

•	한국체육대학교	입학

이병호 ㅣ 골프

•	The	Texas	Junior	Golf	Tour	(텍사스주니어골프협회)	

올해의	선수상	수상

•	Texas	State	Match	Play	1위

이유빈 ㅣ 쇼트트랙

•	ISU	쇼트트랙	월드컵	여자부	1000m	금메달

•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	500m	3위,		

1000m	1위

•	연세대학교	스포츠산업응용학과	입학	

오상훈 ㅣ 스피드스케이팅

•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	팀스프린트	1위	

•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입학	

차준환 ㅣ 피겨스케이팅

•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대회	금메달

•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5위	

(한국남자피겨스케이팅	최고기록,	개인	최고기록	경신)

•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입학

영
재

청
소

년
 

후
원

학
업

 우
수

 북
한

이
탈

가
정

 

청
소

년
 후

원 어
린
이

 

경
제

교
육

아
동
·
청

소
년

 

도
서

 지
원

총 사업비

218,775,115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512명

62
.4

%

26
.7

%

14명

58
,3

95
,9

11
원

15명

10
,9

50
,3

16
원

N/A

12
,8

56
,6

56
원

5.
0% 5.
9%

483명

13
6,

57
2,

23
2원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이	자라는데	필요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 사업 보고 : 목적사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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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우수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후원 

삼일미래재단은	북한이탈가정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학습	공백을	

메워	학교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북한이탈가정청소년들을	위해	2014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후원 인원: 15명

순수 과학 분야

김민준 ㅣ 수학

•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최종시험	장려상

•	제34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고등부	2차시험	은상

김재영 ㅣ 수학

•	서울과학고등학교	조기	입학

•	제37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1차	장려상

이대준 ㅣ 수학

•	미국수학경시대회	Certificate	of	Honor	Roll	수상	

(상위	1%),	American	Invitational	Mathematics	

Examination	진출	자격	획득

•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최종시험	우수상

•	제6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최종후보	13인에	선출

•	제34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고등부	2차시험	금상

아동·청소년 도서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2011년부터	전국	각지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양질의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과학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낸	학습	도서의	정기	구독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사고력,	논리력,	문해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지원 내용

도서 지원 대상 전국	19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수혜	인원	총	483명)

정기 구독 지원 도서 어린이과학동아,	수학동아,	과학동아,	어린이경제신문	이코노아이,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원 기관 빛나라공부방,	소망을	찾는	이,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한살림	지역아동센터,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참	신나는	꿈터,	금강학교,	삼정학교,	글로벌국제학교,	

꿈둥지	그룹홈,	따뜻한	둥지	그룹홈,	우리집2·3	그룹홈,	파랑새	그룹홈,	

희망넝쿨	그룹홈,	다비다	모자원,	영락보린원,	혜심원,	해오름빌	모자원,		

꿈이	있는	푸른	학교

어린이 경제교육

삼일미래재단은	청소년들이	시장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금융	

교육,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진로	교육	시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실용	경제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올바른	경제	관념과	소비	습관을	정립하여	훗날	현명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꾸준히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목이 과학입니다. 

지원해주신 과학동아는 

과학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학습 도서가 꾸준히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국제학교 전O화 선생님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이 많은데, 수학동아 

덕분에 수학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유익한 학습 

도서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심원 류O선 선생님

지원받은 어린이 경제신문 

덕분에 경제와 사회 역사를 

연결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활용해 퀴즈 맞추기, 

경제 도서 소개하기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학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신나는꿈터 정O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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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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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2010년부터	11년간	삼일회계법인의	거점	지역인	용산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	어린이집의	아동들은	지원받은	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며	한층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원 내용

구분 기관 명 내용

지역아동센터

빛나라	공부방 피아노	연주	수업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우쿨렐레	연주	수업

소망을	찾는이 우쿨렐레	연주	수업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연극	구연	수업

다문화 어린이집 참	신나는	꿈터 합창	수업

용
산

구
 아

동
·
청

소
년

  

관
련

 시
설

 지
원

다
문

화
 중

도
입

국
청

소
년

 

대
안

교
육
기

관
 지

원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16
,2

49
,4

69
원

16
,4

57
,8

26
원

14
.8

%

15
.0

%

45명51명

총 사업비

109,663,088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140명

총 수혜 기관 수

25개

5개

전
국

 그
룹

홈
  

지
원

37
,4

57
,0

12
원

34
.2

%

18명

18
개

북
한

이
탈

가
정

 청
소

년
 

위
탁

돌
봄
기

관
 지

원

39
,4

98
,7

81
원

36
.0

%

26명

1개 1개

2020 사업 보고 : 목적사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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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그룹홈 지원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에서	퇴소하여	혼자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으로	구분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자립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그룹홈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기초학습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원 인원 : 18명

2020년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 지원 기초학습 지원 대학 진학 특별 지원

13명 	4명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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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 자격증:	중식조리사,	ITQ,	컴퓨터활용능력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미숙한	한국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삼일미래재단은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글로벌	국제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혜 인원 : 45명

2020년 지원 내용

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	공간	신설	및	환경	개선	공사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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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돌봄기관 지원 

생계를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북한이탈가정	부모의	아이들은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러한	북한이탈가정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기관인	삼정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년 수혜 인원 :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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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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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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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노후화된	아동·청소년	시설의	환경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 내용

용산교육복지센터 •	건물	외/내부	보수	공사

•	도배,	장판	교체

•	보안	현관	설치

•	책걸상	교체

•	학습용	전자기기	구매

환경 개선 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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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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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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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4

%

36
.4

%

397명 35명 N/A550명

총 사업비

120,569,929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982명

총 수혜 기관 수

29개

긴급 재해 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 사업 보고 : 목적사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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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뒤	집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제대로	된	방역용품도	없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런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긴급	돌봄	혹은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마스크를	배포하여	아이들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한	식료품	구입비,	깨끗한	위생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기기가	

없어	학교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중고	노트북을	제공하여	학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 내용 

지원 기관 영락보린원,	혜심원,	삼정학교,	글로벌국제학교,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빛나라	공부방,	소망을	찾는	이,	참	신나는	꿈터,	참조은집,	

기쁨의	우리집,	화성의	집,	파더스하우스,	솔빛그룹홈,	효주아녜스의	집,	

참빛지역아동그룹홈,	아이들둥지그룹홈,	진주한울타리,	꿈사랑	그룹홈,	다솜둥지,	

안나의	집,	행복한	우리집,	행복의	뜰,	참나무우리집,	부산해피홈,	꿈이	있는	집,	

꿈이	있는	푸른	학교,	용산교육복지센터,	개인	1명

지원 내용 마스크,	중고노트북,	식료품·방역용품·위생용품	등	아이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구입비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6만여	명,	급식지원대상이더라도	하루	

한	끼만	지원받는	아동·청소년은	약	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런	결식우려아동들에게	

균형잡힌	식사가	담긴	도시락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 내용

총 사업비 43,857,892원

협력 기관 행복얼라이언스

안녕하세요? 저는 A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정OO입니다.

먼저 삼일미래재단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 노트북을 후원해주셔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이 오면 삼일미래재단 분들을 기억하고,  

꼭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그룹홈 정OO

안녕하세요! 후원을 받고 있는 박OO입니다.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삼일미래재단에서 보내주신 노트북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필요하거나 부족한게 생기면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삼일미래재단 분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분들처럼  

남을 돕고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OO그룹홈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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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환아 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아	뿐만	아니라	환아의	

가족들도	투병	기간동안	정서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삼일미래재단은	환아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원 인원: 6명 

아
동
·
청

소
년

 환
아

  

의
료

비
 지

원

32
,6

49
,2

45
원

6명

총 사업비

32,649,245원

총 수혜 아동·청소년 수

6명

10
0%

아동·청소년 환자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환아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사업 보고 : 목적사업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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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연합 봉사활동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용산구	소재	기업이	참여하는	

연합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기업에서	준비한	생활용품과	

학용품,	과자류	등을	개별	선물로	포장해	용산구의	10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봉사활동

진행 일시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참여 기관
삼일회계법인,	숙명여자대학교,	아모레퍼시픽,	오리온재단,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HDC신라면세점,	HDC현대산업개발,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수혜 기관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생명나무	지역아동꿈터,	빛나라	공부방,		

한살림	지역아동센터,	소망을	찾는	이,	영락보린원,	혜심원,	성심모자원,		

해오름빌,	참신나는	꿈터

수혜 인원 299명

삼일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지원

삼일회계법인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이런	삼일회계법인의	행보를	응원하고자	사회봉사동호회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봉사활동 내용 

내용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협력 기관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사)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본부

진행 일시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150가구에	김장	1,500kg	지원 저소득층	42가구에	연탄	8,200장	지원

사회봉사동호회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심어주는	사회봉사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
,4

19
,5

26
원총 사업비

14,819,022원

총 수혜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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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이드스타 지원 

삼일미래재단은	한국	공익법인의	투명성	개선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운영비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 목적 사업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내역	등	회계정보와	사업내용	공시

공익법인의	회계정보와	사업내용을	분석	제공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책무성	인증기준	개발	및	보급

공익법인의	기부금	등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해외	가이드스타	등	대외기관의	국제교류	및	협력		

한
국
가

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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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1,836,9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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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삼일미래재단은	국내	비영리법인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0 사업 보고 : 목적사업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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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정 보고

수입·지출 내역

2020 수입 내역 2020 지출 내역 단위: 원  단위: 원

26

삼일미래재단	2020	연차보고서

27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기부금 수입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이자 수익 일반관리비 등

기타 (미지급금 등) 차기 이월금

이월금

소계

소계

1,023,702,220 508,313,38132.0% 15.9%

104,459,987 39,793,9803.3% 1.2%

7,357,890 2,651,404,6840.2% 82.9%

2,063,991,94864.5%

3,199,512,045

3,199,5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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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당기 (제13기) 전기 (제12기)

자산

Ⅰ.	유동자산 9,724,821,828 9,121,160,20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651,404,684 1,063,991,948

2.	단기금융자산 9,000,000,000 8,000,000,000

3.	선급법인세 14,624,290 24,143,910

4.	선급지방세 1,462,390 2,413,940

5.	미수수익 57,330,464 30,610,411

자산총계 9,724,821,828 9,121,160,209

부채

Ⅰ.	유동부채 9,719,913 12,833,193

1.	예수금 985,570 116,710

2.	미지급금 628,210 6,507,500

3.	미지급비용 8,106,133 6,208,983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4,459,527 172,458,683

부채총계 114,179,440 185,291,876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7,000,000,000 7,000,000,000

Ⅱ.	보통순자산 2,610,642,388 1,935,868,333

1.	잉여금 2,610,642,388 1,935,868,333

순자산총계 9,610,642,388 8,935,868,33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9,724,821,828 9,121,160,209

1. 재무상태표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020 재무제표 

제13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12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당기 (제13기) 전기 (제12기)

I. 사업수익 1,154,881,800 1,048,406,316

1.	기부금수익 1,023,702,220 882,515,030

2.	이자수익 131,179,580 165,891,286

II. 사업비용 548,107,361 567,913,948

1.	사업수행비용	 508,313,381 523,650,270

1)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218,775,115 227,723,612

2)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109,663,088 137,022,388

3)	아동·청소년	환자	지원 32,649,245 32,012,608

4)	긴급재해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120,569,929 94,977,754

5)	봉사동호회	청소년	지원 14,819,022 19,444,372

6)	비영리법인	투명성개선	지원 11,836,982 12,469,536

2.	일반관리비용 39,793,980 44,263,678

1)	인건비 11,038,520 14,734,459	

2)	통신비 430,950 408,880

3)	소모품비 57,490 52,800

4)	여비교통비 23,900 117,700

5)	수수료 24,953,220 25,561,679

6)	세금과공과 114,740 253,740

7)	보험료 377,270 380,150

8)	회의비 1,557,090 1,408,970

9)	인쇄비	 1,240,800 1,345,300

Ⅲ. 사업이익 606,774,439 480,492,368

Ⅳ. 사업외수익 460 90

1.	잡수입 460 90

Ⅴ. 사업외비용

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104,459,527 172,458,683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172,458,683 153,651,846

Ⅷ.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 674,774,055 461,685,621

Ⅸ. 법인세비용 - -

Ⅹ. 당기순이익 674,774,055 461,685,621

(재)삼일미래재단  (단위: 원)

2. 운영성과표 제13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2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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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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3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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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식 이사장

2018.12.17 ~ 2021.12.16

•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

•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前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	

(CAPA)	회장

김기웅 이사

2018.12.17 ~ 2021.12.16

•	한국경제신문	고문		

(前	대표이사)

•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사회	의장

김영식 이사

2018.03.26 ~ 2021.03.25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삼일회계법인	전임CEO

안경태 이사

2018.03.26 ~ 2021.03.25

•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윤훈수 이사

2020.07.16~2023.07.15

•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CEO

이만우 이사

2018.12.17 ~ 2021.12.16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한목 이사

2018.12.17 ~ 2021.12.16

•	PwC컨설팅	파트너

배화주 감사

2020.07.16~2023.07.15

•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영달 감사

2020.10.01~2023.09.30

•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사회 구성 2020년	12월	기준	

제1차 정기이사회

2020년 2월 20일 오전 11시

•	2019년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신규	영재청소년	장학생	선발	승인

•	2019년	재무제표	승인

제2차 정기이사회

2020년 7월 16일 오전 11시

•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완료	보고

•	2020년	상반기	사업	진행	보고

•	신임	임원	선임	및	감사	연임	승인

제3차 정기이사회

2020년 11월 19일 오전 11시

•	2020년	주요	사업	진행	보고

•	신규	학업우수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선발	승인

•	신규	영재청소년	장학생	선발	승인

•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신규사업	안	

승인

•	2021년	사업비	예산	승인

•	2021년	세입	세출	예산	승인

2020년 정기이사회 개요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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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부	참여를	통해	삼일미래재단으로부터	위촉된	아너스	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41명	/	가나다	순)	

Platinum Class 누적기부금 1억 원 이상 (2명)

김영식			안경태

Gold Class 누적기부금 5천만 원 이상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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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ver Class 누적기부금 3천만 원 이상 (40명)

권혁재	 기황영	 김상운	 김용운	 김용원	 김우성	 도헌수	 문상철	 박기태	 박대준	 박성우	 박수근	 박진희			배화주			송상근			신승철	

안영균	 안익흥	 오기원	 오세광	 오연관	 오창걸	 유상수	 유희찬	 윤훈수	 이경호	 이광남			이기학	 이병찬			이상도			이용재			이중현	

이진영	 이태호	 이희태	 정세연	 조영균	 주재형	 최주호	 한종철

Bronze Class 누적기부금 1천만 원 이상 (1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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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김성수	 김성영	 김승헌	 김영현	 김원대	 김월기	 김재식	 김재윤	 김재환	 김정훈			김종석			김주덕			김진호			김창래			김창익	

김태성	 김하중	 나승도	 남기홍	 남동진	 남형석	 노영석	 도이회	 류길주			류승권	 문상태	 문홍기	 민준기			민준선			박동규			박성조	

박소영	 박승선	 박재형	 박정선	 박진아	 박진우	 박창하			박태영	 박태진	 박흠석	 박희영	 반경찬	 배영석			백봉준			백창현			백창현	

범용균	 복진선	 서계원	 서백영	 서준섭			서해수	 성낙필	 소영석	 손병구	 송동기	 송문섭	 송연주	 송			용			스티브최			스티븐정			신상희	

신현창	 양일수	 어충조			오남교	 오병일	 오선영	 오일환	 오종진	 유			엽	 유태준	 윤규섭	 윤영창	 윤인희			윤종현			이갑재			이경선	

이권훈			이규대	 이녹영	 이도신	 이동건	 이동복	 이명섭	 이범탁	 이상민	 이상웅	 이승호	 이영섭	 이영신			이용구			이유진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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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호	 전성기	 전원엽	 전한준	 전			홍	 정경수	 정낙열	 정문기	 정민수	 정복석	 정선흥			정성근	 정양수			정연성			정운섭			정은이	

정재국	 정종만	 정진송	 정찬우	 정			훈	 정희철	 조남복	 조동규	 조성욱			조영재	 조정환	 조창호	 조한철			주세운			진봉재			진휘철	

차일규	 채정선	 최			달	 최상태	 최시창	 최욱경	 최은영			최종일	 최창대	 최창윤	 최형도	 최혜원	 한정섭			한종엽			한호성			홍기수	

홍대성	 홍종팔	 홍준기	 홍준영	 황석연			황철진	 황택현

이사장	인사말 재단	소개 성과	보고 사업	보고 재정	보고 이사회 나눔을 함께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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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 

삼일회계법인,	PwC컨설팅

개인 (1,341)

감경일	 감정훈	 강근식	 강덕호	 강미라	 강민주	 강상호	 강성원	 강슬기	 강승연	 강종필	 강지은	 강진명	

강진영	 강진희	 강찬영	 강태우	 강태훈	 강혜미	 강호성	 강홍석	 강효춘	 강희주	 고경윤	 고경환	 고길주	

고동헌	 고석환	 고성천	 고예진	 고용준	 고은실	 고은혜	 고정호	 고준수	 공성덕	 공진표	 곽민석	 곽수영	

곽윤구	 곽재영	 구건모	 구본재	 구세희	 구이근	 구희진	 권대성	 권무석	 권문경	 권미엽	 권민성	 권민영	

권상용	 권상한	 권석준	 권영우	 권영준	 권오경	 권오성	 권용훈	 권익상	 권정선	 권종훈	 권준식	 권준오	

권혁재	 금창훈	 기황영	 김가율	 김강	 김건영	 김건우	 김경구	 김경모	 김경우	 김경호	 김경훈1	 김경훈2	

김고운	 김관수	 김관식	 김광수1	 김광수2	 김광연	 김광희	 김규동	 김규섭	 김근주	 김기록	 김기범	 김기원	

김기은	 김기홍	 김길진	 김나래1	 김나래2	 김남우	 김남정	 김노윤	 김대길	 김대성	 김대식	 김대영	 김대익	

김대호	 김대훈	 김덕희	 김도연	 김도형	 김동명	 김동봉	 김동수	 김동진	 김동현	 김동환	 김두삼	 김두성	

김두희	 김만영	 김면기	 김명철	 김문균	 김미나	 김미리	 김민곤	 김민규	 김민기	 김민석	 김민수1	 김민수2	

김민승	 김민우	 김민지	 김민태	 김민호	 김병국	 김병묵	 김병욱	 김병일	 김보경	 김보식	 김봉균	 김봉수	

김상균	 김상록	 김상수	 김상완	 김상운	 김상협	 김석영	 김석우	 김석원	 김선경	 김선엽	 김선용	 김선욱	

김선정	 김선진	 김선호1	 김선호2	 김성규	 김성균1	 김성균2	 김성수1	 김성수2	 김성수3	 김성영	 김성진	 김성호	

김성훈	 김세현	 김세훈	 김소연	 김솔님	 김수와	 김수인	 김수진	 김수희	 김승록	 김승환	 김승훈	 김시준	

김신영	 김연미	 김연일	 김영순	 김영식	 김영옥	 김영주	 김영환	 김영훈	 김완호	 김용범	 김용운	 김용원	

김용준	 김용희	 김우건	 김우성	 김우영	 김우진	 김운규	 김운성	 김웅섭	 김원대	 김원찬	 김유진	 김유현	

김윤섭	 김윤희	 김은미	 김은섭	 김은영	 김은형	 김은혜	 김은호	 김이수	 김이연	 김이혁	 김인경	 김인기	

김인영	 김일훈	 김임영	 김재동	 김재영	 김재운1	 김재운2	 김재운3	 김재윤	 김재종	 김재헌	 김재화	 김재환	

김정민	 김정욱	 김정은	 김정주	 김정환	 김정효	 김정희	 김종길	 김종산	 김종석	 김종수	 김종욱	 김주덕	

김주신	 김주용	 김주하	 김주현	 김주혜	 김준모	 김준민	 김준식	 김준혁	 김준호	 김준효	 김중현	 김지경	

김지만	 김지미	 김지민	 김지산	 김지선	 김지성	 김지현1	 김지현2	 김진1	 김진2	 김진관	 김진국	 김진섭	

김진성	 김진우1	 김진우2	 김진유	 김진주	 김진하	 김진현	 김진호	 김진환	 김진희	 김찬규	 김창래	 김창익	

김창진	 김철희	 김춘옥	 김치관	 김태민	 김태성	 김태영	 김태훈1	 김태훈2	 김태희	 김필수	 김하영	 김하중	

2020 기부자 명단 김한내	 김한영	 김한웅	 김현	 김현곤	 김현두	 김현백	 김현석	 김현수1	 김현수2	 김현욱	 김현진	 김현호	

김형규	 김형석	 김형중	 김형진	 김혜균	 김혜민	 김혜원	 김호규	 김호찬	 김홍기	 김홍동	 김홍석	 김홍천	

김홍현	 김효건	 김효언	 김희현	 나국현	 나다혜	 나상희	 나승도	 나종민	 나형우	 남동진	 남상우	 남승민	

남승수	 남우석	 남윤철	 남지훈	 남지희	 남현재	 남형석	 노건형	 노경	 노경률	 노석민	 노성수	 노연지	

노영석	 노유진	 노진백	 노태진	 노호현	 노희선	 당경증	 도헌수	 로고진코스탄틴	 류광민	 류길주	 류성무	

류승권	 류승우	 류제욱	 류주연	 명본호	 목영진	 목진솔	 문병덕	 문병렬	 문상철1	 문상철2	 문상태	 문수경	

문수찬	 문영남	 문윤호	 문지현	 문철희	 문헌종	 문홍기	 문희준	 민경선	 민경필	 민대홍	 민병권	 민승기	

민준선	 민철홍	 민혜나	 박건영	 박경근	 박경일	 박경태	 박광순	 박광운	 박기남	 박기범	 박기운	 박기태	

박대준	 박동규1	 박동규2	 박동욱	 박문진	 박미향	 박민	 박민영	 박민우	 박민정	 박병용	 박병진	 박상민	

박상옥	 박상은	 박상태	 박상현	 박새라	 박석훈	 박성기	 박성민	 박성우	 박성조	 박성훈	 박세린	 박세준	

박세훈	 박소연	 박소영1	 박소영2	 박소영3	 박소현	 박수연	 박수영	 박수진	 박수환	 박순종	 박승운	 박승정	

박승찬	 박승철	 박승택	 박연진	 박영규	 박영서	 박영선	 박요셉	 박용석	 박용한	 박우선	 박웅희	 박유현	

박윤기	 박윤신	 박윤종	 박윤진	 박은상	 박은영	 박은주1	 박은주2	 박인규	 박인대	 박재우	 박재원	 박재철	

박재형	 박재흠	 박정선	 박정수	 박정은	 박종민	 박종우1	 박종우2	 박종철	 박종현	 박주현1	 박주현2	 박주형	

박주희1	 박주희2	 박준석	 박준영1	 박준영2	 박준형1	 박준형2	 박중엽	 박중현	 박지원	 박지현	 박지혜	 박진수	

박진아	 박진주	 박찬수	 박창남	 박충흠	 박치홍	 박태영	 박태진	 박합규	 박헌국	 박현규	 박현숙	 박현주	

박현준1	 박현준2	 박현지	 박현출	 박호준	 박홍서	 박홍수	 박홍열	 박화영	 박희동	 박희영	 박희현	 방성문	

배성수	 배영석	 배은아	 배인협	 배재민	 배준우	 배진숙	 배현재	 배화주	 백경협	 백명훈	 백봉준	 백성득

백소은	 백승원	 백운경	 백인성	 백정환	 백종문	 백준	 백지연	 백창현	 범용균	 변수진	 변영선	 변윤선	

변장원	 변지현	 브로웰로버트	 빈화정	 사공준표	 서강재	 서경혜	 서계원	 서동규	 서만길	 서명진	 서백영	

서보민	 서성범	 서소라	 서승원	 서승현	 서연정	 서영민	 서용범	 서용원	 서용태	 서유경	 서재권	 서재협	

서재형	 서정렬	 서정열	 서지예	 서태식	 서태창	 서평권	 서해수	 서혜미	 서효환	 서희원	 석주현	 선민규	

선병오	 선정원	 성낙필	 성덕용	 성시준	 성영준	 성윤호	 성창석	 성현주	 소미라	 소민범	 소정선	 소주현	

손명희	 손병구	 손성걸	 손성호	 손소영	 손영백	 손원형	 손정현1	 손정현2	 손정화	 손지원	 송경준	 송동기	

송문섭	 송상근	 송승욱	 송연주	 송영근	 송영욱	 송영호	 송용	 송재덕	 송주현	 송준	 송준달	 송지섭	

송창민	 송태호	 송해찬	 스티븐정(정승민)	 신경선	 신경철	 신민용	 신상우	 신상윤	 신상희	 신성규	 신소혜	

신수익	 신승일	 신승철	 신영석	 신영진	 신영철	 신우선	 신윤섭	 신은석	 신은주	 신재승	 신재원	 신재익	

신재준	 신정운	 신정희	 신종훈	 신현창	 심동현	 심봉섭	 심수아	 심양규	 심재경	 심준용	 심진보	 심현석	

안경태	 안대영	 안서진	 안성민	 안영주	 안익흥	 안정진	 안정하	 안정현	 안정화	 안중용	 안지은	 안지철	

안지혜	 안지훈	 안창현	 안혜인	 안효재	 양경모	 양광모	 양미나	 양성혁	 양승우	 양시애	 양유석	 양윤정	

양인병	 양정석	 양정원	 양준규	 양지호	 양태준	 양판	 양호진	 양홍석	 어연	 어충조	 엄경순	 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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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건	 여상인	 여운하	 염진오	 염현경	 오기원	 오남교	 오민우	 오병욱	 오병일	 오선영1	 오선영2	 오수한	

오연관	 오영균	 오영택	 오위	 오윤희	 오장욱	 오정택	 오정화	 오종진	 오지민	 오창걸	 오필석	 오한솔	

오혜정	 우성문	 우수영	 우승연	 우영진	 우인혁	 우재선	 우정우	 원연정	 원정임	 원종현	 원치형	 유건재	

유나윤	 유대진	 유상수	 유성근	 유성배	 유연	 유엽	 유옥동	 유원석	 유인기	 유정은1	 유정은2	 유제봉	

유홍서	 유희경	 윤규섭	 윤기업	 윤덕은	 윤명진	 윤상민	 윤상철	 윤새하	 윤선영	 윤성원	 윤성현	 윤성홍	

윤세영	 윤소진	 윤여준	 윤여현	 윤영창	 윤옥선	 윤인희	 윤정선	 윤지수	 윤창범	 윤창선	 윤현철	 윤홍철	

윤훈수	 이강용	 이강희	 이거연	 이경민1	 이경민2	 이경삼	 이경선	 이경주	 이경택	 이경호	 이경희	 이계현	

이고운	 이관성	 이관호	 이광민	 이규대	 이기복	 이기봉	 이기재	 이기학	 이나래	 이남선	 이남호	 이대은	

이대희	 이덕기	 이도신	 이도헌	 이동건	 이동복	 이동석	 이동열	 이동원	 이동철	 이동현	 이동희	 이두리	

이명섭	 이명진	 이무열	 이문식	 이미진	 이민경	 이민지	 이범탁	 이보화	 이상규	 이상도	 이상민	 이상연	

이상웅	 이상은	 이상훈1	 이상훈2	 이선영1	 이선영2	 이성균	 이성엽	 이성호	 이세영	 이세형	 이소연	 이소영	

이수미	 이수빈	 이수연	 이승목	 이승연	 이승욱	 이승주	 이승철	 이승태	 이승호1	 이승호2	 이승호3	 이승환	

이승훈1	 이승훈2	 이승희	 이영란	 이영모	 이영배	 이영신	 이영제	 이영주	 이예빈	 이왕희	 이용	 이용석	

이용재	 이용협	 이용희	 이우람	 이원희	 이유비	 이유진	 이윤경	 이윤석	 이윤정	 이은수	 이은영	 이은호	

이응전	 이의직	 이인황	 이재관	 이재근	 이재덕	 이재옥	 이재준	 이재창	 이재혁1	 이재혁2	 이재형	 이정규	

이정미	 이정삼	 이정섭1	 이정섭2	 이정우	 이정훈1	 이정훈2	 이제승	 이종래	 이종민	 이종석	 이종식	 이종원	

이종철1	 이종철2	 이종형	 이종화	 이종흔	 이주영	 이주철	 이주현	 이주환	 이준규	 이준승	 이준우	 이준혁	

이준호	 이중석	 이중현	 이지선	 이지숙1	 이지숙2	 이지영	 이지혁	 이지현	 이진	 이진규	 이진아	 이진원	

이찬석	 이창규	 이창영	 이창조	 이창현1	 이창현2	 이창훈1	 이창훈2	 이채명	 이채훈	 이치형	 이태호	 이태희	

이한목	 이한성	 이현덕	 이현빈	 이현우	 이현종	 이형규	 이형민	 이혜규	 이혜민	 이혜인	 이호민	 이호준	

이호찬	 이호창	 이홍석	 이화령	 이화정	 이회림	 이효상	 이효신	 이효진	 이흥수	 이희웅	 이희태	 임가원	

임기호	 임동진	 임병찬	 임상표	 임새롬	 임성재	 임수영	 임영빈	 임용빈	 임원섭	 임준일	 임지산	 임진성	

임채율	 임태식	 임현와	 임형종	 임효선	 장광식	 장동원	 장무호	 장병국	 장성욱	 장수미	 장영석	 장온균	

장용석	 장원석	 장원우	 장원호	 장유미	 장유신	 장윤경1	 장윤경2	 장윤원	 장은종	 장익	 장일권	 장재기	

장재운	 장재혁	 장종원	 장주연	 장주현	 장주호	 장진규	 장현일	 장현준	 장혜란	 장혜윤	 전가영	 전상범	

전성기	 전성만	 전성애	 전세나	 전세정	 전아람	 전예진	 전용욱	 전우영	 전원엽	 전정민	 전종성	 전지연	

전진우	 전혜진	 전호영	 정경수	 정경인	 정광섭	 정구진	 정근영	 정근우	 정기성	 정낙열	 정다운	 정도빈	

정도삼	 정동렬	 정명진	 정민수1	 정민수2	 정민우	 정민철	 정민호	 정복석	 정새봄	 정선화	 정선흥	 정성근	

정세연	 정수연	 정순호	 정슬아	 정승원	 정승효	 정아람	 정양수	 정언태	 정연성	 정영훈	 정용범	 정용진	

정우식	 정우영	 정우준	 정우진	 정우철	 정원석	 정원용	 정유진	 정유화	 정윤	 정윤이	 정은경	 정은이	

정은혜	 정인교	 정재국	 정재연	 정재훈	 정종만	 정종원	 정주아	 정지원1	 정지원2	 정지원3	 정지택	 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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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송	 정찬우1	 정찬우2	 정창욱	 정채원	 정필호	 정해민	 정형근	 정형우	 정홍태	 정훈	 제갈원구	 조규상	

조나영	 조남복	 조동규	 조동훈	 조민석	 조민철	 조병진	 조성빈	 조성욱	 조성윤	 조성희	 조승재	 조여진	

조영규	 조영균	 조영기	 조영우	 조영재	 조영주	 조영환	 조용구	 조용준	 조운희	 조원영	 조원오	 조윤식	

조윤환	 조의진	 조일형	 조정환	 조준상	 조준수	 조준회	 조찬래	 조창호	 조철현	 조한준	 조한철	 조항민	

조현주	 조현진	 조형우	 조훈재	 주대현	 주상민	 주정일	 주진아	 주진우	 지수환	 지을희	 지정진	 진병국	

진봉재	 진선근	 진용하	 진현욱	 진현태	 진휘철	 차경민	 차명석	 차일규	 차혜선	 채유진	 채지훈	 채청락	

채호기	 채호형	 천민경	 천사랑	 천승환	 천진아	 최기혁	 최달	 최두원	 최만귀	 최민성	 최민정	 최민주	

최민훈	 최민희	 최보경	 최보람	 최상준	 최성우1	 최성우2	 최성흠	 최승운	 최승환	 최시창	 최영덕	 최영준	

최영현	 최용도	 최용진	 최용환	 최우혁	 최유철	 최윤수	 최윤영	 최은영	 최인성	 최인철	 최장원	 최재열	

최재표	 최종호	 최주호	 최주희	 최준걸	 최지원	 최지은	 최지혁	 최지희	 최창대	 최창범	 최창언	 최창윤	

최태규	 최현희	 최형도	 최형순	 최형익	 최혜원	 최효준	 최희정	 탁성근	 탁정수	 퍼티그다니엘	 편성식	

하상우	 하성훈	 하유진	 하이화	 하지수	 하태안	 하홍국	 한가희	 한규영1	 한규영2	 한덕철	 한미량	 한병민	

한성근	 한승욱	 한우종	 한재상	 한정섭	 한정탁	 한종엽	 한주이	 한지용	 한진헌	 한혜원	 한호석	 한호성	

허솔지	 허승호	 허신욱	 허영훈	 허용복	 허윤제	 허재진	 허정	 허정행	 허제헌	 허지은	 현대석	 현보은	

현승훈	 현충제	 홍기수	 홍대건	 홍대성	 홍미향	 홍범	 홍상호	 홍석재	 홍석형	 홍성민	 홍성애	 홍성표	

홍성훈	 홍순욱	 홍승환1	 홍승환2	 홍영관	 홍우식	 홍윤기	 홍은숙	 홍은지	 홍재희	 홍정기	 홍준기	 홍준모	

홍지윤	 홍진선	 홍진오	 홍창기	 홍창일	 홍태경	 홍현기	 홍현정	 황경갑	 황동하	 황병욱	 황병찬	 황석연	

황선명	 황선정	 황성열	 황성필1	 황성필2	 황영달	 황윤석	 황은경	 황인성	 황인찬	 황인호	 황재근	 황정목	

황준식	 황찬	 황철용	 황철진	 황택현	 황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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