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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2012년에도 변함없이 회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성공적

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새조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운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조위 연차보고서는   

일 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민족의 화합과 공생을 

위한 통일한국을 만드는데 우리와 뜻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012년 주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양성,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 주부모임, 정서안정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코칭 교육, 

SNS를 통한 통일운동(통일열차), 문화 활동을 통한 통일운동의 일환인 Love Korea 등이 있었

습니다. 새조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통

일’ 을 위한 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일 된 세상이 지금보다 어려울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통일 편익은 그 부담을 덮을 정도로 막대한 편익을 가져올 것입

니다. 분단관리 비용 소멸, 국민의 생활공간 확장, 경제규모 확대, 통일된 무형의 국익, 통일된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 등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민족이 오 천 년의 역사를 이어왔듯 통일 

후 얼마간은 힘들겠지만 준비된 통일은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람의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

을 통해서 미리 통일을 연습할 수 있고, 그들은 남북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밝은 통일 미래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새조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

적 정착을 통해 통일한국의 힘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4년간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함께 해주

시는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저희에게 항상 새로운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새조위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상임대표 신 미 녀

                                           공동대표 황 정 근

                                                       정 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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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위 이념(Saejowi Philosophy)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며 인류공영에 기여

배 달 민 족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5천년 동안 이 좁은 땅 덩어리 

위에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배달 겨레가 누가 

뭐라 해도 서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

하고 있는지를 거짓없이 말해야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을 배달민족주의라 한 

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탁 

해야 할 구원의 이데올로기임을 

선언할 때가 된 것이다.

새조위 가치(Saejowi Values)

세 계 평 화

민족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민족의 이

익에 합치되도록 행동해야 하며, 

제도 역시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

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은 민족 간의 평등한 호

혜협력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

는 것이다.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 민족

의 번영을 가로막는 제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며,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꺾는 대외

관계는 단연코 수정 되어야 한다.

새조위 원칙(Saejowi Principles)

1.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한다.

2. 민족화합을 위해 헌신한다.

3. 탈정치 탈종교를 지향한다.

4.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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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어 온 길

1988년

1991년

1991년

1998년

2001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4년

2005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0년

2010년

10월 15일

3월

7월

4월~8월

7월

12월

12월

1월~현재

8월~현재

2006년

5월

6월~12월

5월

8월

2월

4월

5월

12월

1월~10월

7월

10월

10월

10월

1월~11월

3월~12월

5월

6월

6월

7월

10월

12월~12월

12월

12월

1월

3월~5월

5월

새조위 설립

국토통일원 사회단체등록 (제40호)

북한동포와 쌀 나누기 운동

IMF시 서부역 노숙자 아침제공 및 취업알선

통일부 사단법인 등록 (제90호)

통일 기원 CD. 테이프 제작 발표

"북한이탈주민적응지원센터" 개소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제1회 북녘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공모

하나원 교육 (북한이탈주민 산업체 현장학습)

새터민 무료진단사업 (대한의사협회)

북한이탈주민 취업능력향상교육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개소 (국립의료원內)

남북 청년 포럼 결성

“배달사랑 예술단” 결성식 (봉사모임)

제1회 남북주부모임

제1회 북한이탈주민 시민강좌

제1회 북한이탈주민 청년리더십 (Bill Kim 회장 후원)

북한이탈주민여성 창업지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개통 (국립의료원內)

새조위 20주년기념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당” (아시아재단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정책 세미나 (국회소회의실)

북한이탈주민 작품 전시회 (국회)

북한이탈주민 청년리더십 3기 (산은사랑나눔재단 지원)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민간자격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새조위, 하나원, 충남대학교 병원 협약식

북한이탈주민 건강의 현주소 세미나 (국립의료원內)

북한이탈주민 자력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국회소회의실)

제2호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 개소 (충남대학병원內)

“원 코리아 페스티벌”참가 (일본 오사카 태양의 광장)

제1회 Love Korea 문화운동 (서울여성플라자)

제1회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3급) 자격증 수여 및 시상식

제4회 “배달사랑 장학금” 수여식

제4회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자격증 수여 및 시상식

제 4호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 개소식 (서울의료원 내)

제5회 Love Korea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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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어 온 길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7월

7월~12월

9월~12월

9월

11월

12월

12월

12월

1월

2월

2월~12월

3월

3월 ~10월

4월

4월 ~10월

4월

5월

7월

7월

7월

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3월

3월

5월

5월

6월

6월

7월

10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영어교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 위탁 교육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에 관한 담론 세미나 (한남대학교)

해피진달래(Happy Jindalre)활동 (여성가족부 지원)

북한이탈주민 건강문제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종합센터)

제2회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서안정 프로그램

새조위, 하나원, 인애가한방병원 협약식

새조위, 하나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협약식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정책토론회 (북한이탈주민 종합센터)

미래세대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북한이탈주민 코칭센터 개소

제1기 북한이탈주민코칭교실

남북통합에서 탈북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제3회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산은사랑나눔재단)

제23회 새조위 회원의 날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서안정 프로그램

제1기 북한이탈주민 코치 양성교육

사회통합을위한 남북주부모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새조위, 하나원, 명지병원 협약식

새조위, 하나원, 부산대학교병원 협약식

제1회 Love Korea 디자인 공모전

새조위, 하나원, 전북대학교병원 협약식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서순화 및 비전설정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새조위, 하나원, 인천적십자병원 협약식

제3호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 개소 (인천적십자병원內)

제3회 Love Korea 문화운동 (충정로 카르마전용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용선결의대회

제4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3급 양성교육 입학식

북한이탈주민 상생을 위한 해법 세미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 (강원대학교병원)

탈북여성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코칭 교육 시작

‘통일열차’ 전쟁기념관 방문

‘통일열차’ 역장 임명식

새터민 이웃사랑실천 -과천경찰서 헌혈증 기증

북한이탈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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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사)새조위는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함께 통일운동을 하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새조위의 활동은 크게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통

일 교육, 사회문화공동체 Love Korea운동 등이며, 이 모든 활동들은 궁극

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통일예행연습이라고 표

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생

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

주민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자격증(북한이

탈주민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서

안정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체제와 문화가 다른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

민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회원 및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의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공동체 Love Korea운동으로 남북주부모임, Love Korea문화운

동, 북녘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SNS를 통한 통일운동인 통일열차 등을 통

해 남북한 60여 년의 간극을 줄이고 통일 후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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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요 활동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국립중앙의료원 (1호상담실)
충남대학교병원 (2호상담실)
인천적십자병원 (3호상담실)
서울의료원(4호상담실)
지역병원과 MOU체결 
(명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강원대학병원)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서안정 프로그램

통일교육

세미나

토론회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양성

북한이탈주민 코칭 프로그램

사회문화 공동체
Love Korea 운동

Love Korea 문화운동
북녘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통일열차 (SNS를 통한 통일운동)
남북주부모임

회원의 날



9

사 업 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사업요약 Ⅰ. 목적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북한에서 굶주림과 열악한 의료체계에 무방비 상태였

고 또한 제3국을 경유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음.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시기를 앞당겨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기 위함.

Ⅱ. 사업개요 

  1. 의료상담실 운영

Ο 사업일시 : 2012년 1월 2일 ~ 2012년 12월 31일

Ο 북한이탈주민 1호 상담실운영

- 새조위 상담자 1명 상근

 ▪ 초진환자: 534명 / 재진환자: 2,819명 / 입원현황: 516명 / 내방자:3,266명

- 국립의료원內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운영(1566-2259)

 ▪ 이용현황: 1,967건

Ο 북한이탈주민 2호 상담실운영

- 새조위 상담자 1명 상근

 ▪ 초진환자: 70명 / 재진환자: 491명 / 입원환자: 58명 / 내방자: 781명

- 충남대병원內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운영(1544-9548)

 ▪ 이용현황: 141건

Ο 북한이탈주민 3호 상담실운영

- 새조위 상담자 1명 상근

 ▪ 초진환자: 70명 / 재진환자: 491명 / 입원환자: 58명 / 내방자: 781명

- 인천적십자병원內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운영(1544-9548)

 ▪ 이용현황: 459건 

Ο 북한이탈주민 4호 상담실운영

- 새조위 상담자 1명 상근

 ▪ 초진환자: 93명 / 재진환자: 408명 / 입원환자: 48명 / 내방자:1,017 명

- 서울의료원內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운영(1544-9548)

 ▪ 이용현황: 642건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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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적 일   자 내    용 출  처

2012.07.07

국립중앙의료원, 새터민들의 쉼터로 날아오르다

지난 2006년 '북한이탈주민진료팀'이 출범한 이래 

6년간 의료원을 찾은 총 새터민 환자수는 3만 

1000여명에 달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을 돌보기 위한 새터민 진료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7년 북한이탈

주민상담실 추가 개소에 이어 병원과 새조위(새롭

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와 협력을 맺어 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추진성과 1. 지역 병원과 MOU 체결

Ο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 혜택

- 일시: 2012년 5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회의실

- 참석자: 새조위, 하나원, 강원대학교병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Ο 사업 홍보 실적(언론)

일   자 내    용 출  처

2012.05.31

강원대병원-하나원-새조위, 의료지원 협약

강원대병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

나원’),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하 ‘새조

위’)은 지난 30일 암·노인센터 8층 회의실에서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2.06.01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협약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는 30일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8층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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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상담실 4호 개소 

Ο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3차병원)

- 서울 및 경기권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혜택 증대

- 일시: 2012년 12월 26일

- 장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참석자: 새조위, 하나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관계자

 

     개소식(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상담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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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양성

목 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상담사를 육성하고, 선배가 

후배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상담해 주고 시행착오 줄이도록 도움

개 요 Ο 사 업 명 : 제4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3급 양성 교육 

Ο 내    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상담사(3급) 양성

Ο 사업일시 : 2012년 3월 24일 ~ 11월 24일

Ο 교육이수 : 112시간 (이론88, 실습24) 

Ο 대    상 : 53명 (북한이탈주민 38명, 남한출신주민 15명)

Ο 자격시험 : 2012년 11월 24일

Ο 장    소 : 새조위 북한이탈주민종합센터

Ο 자격증명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3급 (민간자격/한국민간자격협회 인증)  

Ο 성    과 :

- 자격시험을 통해 36명 자격증 취득(북한이탈주민 23명, 남한출신주민 13명)

- 교육대상자 중 남한출신주민 15명을 선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출신의 이해 높임

사진자료

 

                면접                       교육(이론88시간/실습24시간)

 

            3급 자격시험 (필기)                     3급 자격시험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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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을 통해 36명 자격증 취득(북한이탈주민 23명, 남한출신주민 13명)

홍보실적 일   자 내    용 출  처

2012.08.27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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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북한이탈여성 가폭상담원 양성교육

목 적 남한사회에 기 정착한 선배 북한이탈여성 가폭전문 상담사가 동병상련의 정서 

및 언어로 이해도 높게 후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업무를 진행하여 상담

의 만족도를 높임.

개 요 Ο 사 업 명 : 북한이탈여성 가폭상담원 양성교육 (여성부 지원사업)

Ο 내    용 :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폭상담사 양성교육

Ο 사업일시 : 2012년 12월 1일, 2일, 8일, 9일

Ο 교육이수 : 이론 24시간

Ο 대    상 : 35명 (북한이탈주민 여성)

Ο 성    과 :

- 교육생 35명 전원수료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

- 가폭 관련 기본 교양 지식 함양

- 주변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정보제공자의 역할

사진자료

 

  면접                                    면접 대기실

 

              교육 (이론24시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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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적 일   자 내    용 출  처

2012.12.22

KBS라디오 - 서울살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북한이탈여성 가폭상담사 양성교육 소개, 교육

생 인터뷰를 통해 가폭상담사 교육의 필요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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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북한이탈주민 여성 정서안정 프로그램

목 적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에 기여

개 요 Ο 사업일시 : 2012년 9월 ~ 12월 (총 7회)

Ο 내    용 : 북한이탈주민여성 1:1상담

Ο 지    원 : 한국여성정신의학회 (정신과 전문의 8명 참여)

Ο 대    상 : 북한이탈주민 여성 10명 

Ο 장    소 : 북한이탈주민 종합센터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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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Love Korea 문화운동

목 적 사회문화 공동체 Love Korea 운동은 문화활동을 통한 통일운동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들이 함께 문화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못했

던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해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정의 

힘, 사랑의 힘을 찾고자 Love Korea 문화 운동을 추진 함.

개 요 Ο 사업일시 : 2012년 12월 28일

Ο 참석인원 : 300명

Ο 장    소 : 서울 페럼타워

Ο 프로그램 :

- 식전행사

- 러브코리아 영상

- 거문고 공연

- 마술쇼

- 팬플룻 공연

- D2-unit 걸스힙합 공연

- 평양백두한라 예술단 공연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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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북한이탈주민 코칭 프로그램

목 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한사회 정착에 기여

개 요 Ο 사업일시 : 2012년 4월 ~ 12월 (총 26회)

Ο 내    용 : 북한이탈주민 코칭을 통해 남한사회 성공적 정착 유도

Ο 강   사 : 김광호 소장 (북한이탈주민 코칭센터 / 조우코퍼레이션 대표, 

김향 코치(지식문화아카데미(주)대표)

Ο 대    상 : 북한이탈주민 520명 (연인원)

Ο 장    소 : 북한이탈주민 종합센터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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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적 일   자 내    용 출  처

2012.07.15

KBS라디오 - 서울살림 무엇이든 물어보세

요

**현장 속으로2.

**새조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서와 가정

내 평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코칭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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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SNS통일운동 통일열차

목 적 온라인에서 통일열차 그룹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통일운동을 확산시킴

개 요 Ο 사업일시 : 2012년 1월 ~ 12월

Ο 내    용 :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용선 결의대회, 통일퀴즈대회, 전쟁기념관, 북

한지역역장임명식, 광복기념 남북화합의 장 체육대회, 통일조국을 

가다 중국기행, 남북한 시낭송대회

Ο 대    상 : 통일열차 회원과 북한이탈주민   

사진자료

 

통일퀴즈대회 ( 5.19성주 한개민속마을)  남북한 시낭송대회(11.17남양주시)

 

광복기념체육대회                    통일조국 중국기행

(8.15중구 청소년수련관)           (압록강-두만강9.5~9.9)

 

 전쟁기념관(6.23 용산전쟁기념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용선 결의대회

                                     (2012.3.17 미사리조정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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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적 일   자 내    용 출  처

2012.10.01

[RFA 특집: 북중 국경 1500km를 가다]① 

한중 수교 20주년...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탈출을 시도 하는 사

람들에겐 일명 죽음의 사선이라 불리는 압록

강에서 두만강 까지 1500km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을 따라 남한의 통일열차 사람들과 동

행 취재했습니다.

2012.10.02

[RFA 특집: 북중 국경 1500km를 가다]② 

단동에서 압록강 따라 백두산 관문까지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북한 탈출을 시도 하

는 사람들에겐 일명 죽음의 사선이라 불리는 

압록강에서 두만강 까지 1500km를 북-중 

국경선을 따라 남한의 통일열차 사람들과 동

행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압록강 지류에서 한

걸음만 건너면 북한 땅이란 일보과에서 백두

산의 관문 이도백화까지 편입니다. 

2012.10.03

[RFA 특집: 북중 국경 1500km를 가다]③ 

민족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

자유아시아방송 에서는 북한 탈출을 시도 하

는 사람들에겐 일명 죽음의 사선이라 불리는 

압록강에서 두만강 까지 1,500km를 남한의 

통일열차 사람들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민족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 편입니다. 

2012.10.04

[RFA 특집: 북중 국경 1500km를 가다]④ 

러-중-북한 국경이 맞닿은 방촌 토자비

자유아시아방송 에서는 북한 탈출을 시도 하

는 사람들에겐 일명 죽음의 사선이라 불리는 

압록강에서 두만강 까지 1,500km를 남한의 

통일열차 사람들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두만강을 따라 올라가

며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국경을 함께 접하고 

있는 방촌 토자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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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수입․지출결산서

<수입>

(단위 : 원)

찬조금

33.3%

회비

6.6%

기부금

36.2%

보조금

33.8%

기타

0.1%

회비 12,989,760원

찬조금 65,559,800원

기부금 71,240,000원

국고 보조금 46,540,000원

기  타 242,366원

합  계 196,571,926원

<지출>

(단위 : 원)

사업비 64,800287원

인건비 104,428,470원

운영비 27,192,299원

합  계 196,421,056원

사업비

33%
운영비

14%

인건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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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후원
개 인

강재만, 강희석, 강희수, 고광영, 고영호, 곽영숙, 구경미, 권수현, 권오형, 권용실, 권은정, 권지혜, 권창희, 

금동원, 김경숙, 김경호, 김광호, 김금희, 김기현, 김대겸, 김대업, 김대원, 김대희, 김동구, 김동균, 김문식, 

김미란, 김미진, 김민선, 김민수, 김민정, 김병수, 김복주, 김상래, 김선아, 김성희, 김세환, 김송이, 김수현, 

김승웅, 김승현, 김아람, 김아영, 김영수, 김영자, 김영희, 김예영, 김요완, 김웅기, 김유혜, 김은석, 김인숙, 

김인혜, 김인호, 김일래, 김장미, 김재성, 김정수, 김정순, 김종란, 김종성, 김종열, 김종주, 김종흥, 김종희, 

김채영, 김철한, 김태수, 김필수, 김한수, 김해원, 김 향, 김향순, 김현리, 김현정, 김혜영, 김혜종, 김홍철,  

김황기, 김효은, 김희경, 남석현, 남영순, 노헌준, 노현옥, 단우영, 단우준, 류미나, 류 찬, 문 용, 문태은,   

민유경, 박갑수, 박강호, 박경진, 박근수, 박명숙, 박상민, 박상영, 박성원, 박윤숙, 박은미, 박은예, 박이진, 

박재균, 박주일, 박주현, 박준범, 박지이, 박진우, 박춘익, 박태서, 박태준, 박한오, 박현숙, 방상길, 백기선, 

백숙경, 서동근, 서민성, 서유석, 서재진, 서정배, 서지윤, 서진욱, 서진이, 서향란, 서 훈, 설총명, 성문현,  

성희수, 소재웅, 손윤수, 손행선, 송숙경, 송향주, 송현정, 신광민, 신동하, 신미녀, 신소영, 신종일, 심영설, 

심재만, 심재현, 심철재, 심홍섭, 안동환, 안명양, 안선영, 안성호, 안연숙, 안용현, 안태경, 안하영, 양재훈, 

양지웅, 염선아, 오상열, 오세훈, 오인순, 오장환, 오해수, 온정아, 용정은, 우종찬, 원영주, 원재연, 유두보, 

유병철, 유석상, 유선욱, 유영만, 유재원, 윤병희, 윤삼열, 윤성진, 윤영주, 윤 웅, 윤 정, 윤정화, 이경완,   

이근갑, 이나래, 이미연, 이민정, 이병규, 이상욱, 이선영, 이소연, 이소희, 이수정, 이승신, 이영미, 이용호, 

이우성, 이우현,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인석, 이재훈, 이정주, 이종승, 이주연, 이주영, 이주현, 이현정, 

이현주, 이형진, 이효석, 이효진, 이희주, 임금숙, 임성길, 임 숙, 임 향, 장병일, 장병희, 장석준, 장운영,   

전연숙, 전정희, 전지영, 전진용, 전채린, 정광영, 정광진, 정규철, 정낙순, 정남수, 정모임, 정소리, 정수경, 

정승훈, 정안나, 정연진, 정은숙, 정주희, 정준혁, 정진섭, 정창식, 정태형, 정혜영, 정희연, 정희화, 조근주, 

조금숙, 조병현, 조성갑, 조세영, 조수연, 조요한, 조재섭, 조정삼, 조현제, 조휘제, 지용섭, 진보라, 진혜미, 

차미애, 차현례, 채신아, 채연화, 채정민, 천효선, 최신원, 최신지, 최양숙, 최영호, 최진실, 최현림, 하용수, 

한승열, 한 효, 홍덕화, 홍사덕, 홍양호, 홍용화, 홍유진, 홍주원, 홍진호, 황미숙, 황순자, 황연하, 황은희 

기 업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은행 훼미리아파트지점, 김웅기법률사무소, 넥슨코리아, 명지병원, 뮤지

컬 카르마, 바이오이나, 백구한의원, 백두한라예술단, 배제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빛

셀지에스엔㈜, 산은사랑나눔재단, 서울의료원, 성보금속, 여성가족부, 연이정보통신, 인애가한방병원, 인천적십

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조우콥, ㈜광동제약, ㈜대경에너텍, ㈜보림S&P, ㈜삼지중전, ㈜성삼, ㈜에스엘마린앤

투어, ㈜엔투비, ㈜엠오에스, ㈜원도어패럴, ㈜카누월드, ㈜한국거래소, ㈜HB하우징, 충남대학교병원, 카르마, 

터치텔, 프로매치코리아,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한국여성정신의학회, DELOITTE(안진

회계법인), ME&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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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따뜻한 봉사자

이  름 학    교

김현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김상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박동섭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손지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신지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승훈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유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정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이현정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정재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진현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최유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곽경민 서울국제고등학교

김근영 서울국제고등학교

김승현 서울국제고등학교

김현중 서울국제고등학교

김효정 서울국제고등학교

민지영 서울국제고등학교

서지연 서울국제고등학교

손영재 서울국제고등학교

손민지 서울국제고등학교

윤우정 서울국제고등학교

정나라 서울국제고등학교

주현식 서울국제고등학교

황견진 서울국제고등학교

고민혁 청심국제고등학교

김  민 청심국제고등학교

김아영 청심국제고등학교

김세영 청심국제고등학교

신유진 청심국제고등학교

오하나 청심국제고등학교

이유림 청심국제고등학교

정도형 청심국제고등학교

하태훈 청심국제고등학교

한희원 청심국제고등학교

김명기 민족사관고등학교

브리튼 미국변호사

강아름 강남대학교

이희선 연세대국제대학원

박경문 이대부속고등학교

김지학 화수고등학교

이두루 로욜라대의과대학원

정세아 Bromsgrove

허소영 관동대학교

김창현 Stanford University

임윤진 Harvard University

 

이  름 학    교

박인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elly Ch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en Hillber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 race  Cho Harvard University

Kelly C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ichael Ahn
 Dover-Sherborn 

High School

Irene Kim
Flintridge Preparatory 

Schoo

Esther Park Los Osos High Schoo

Christine Kim Los Osos High School

Esther Yoo Serrano High School

Julie Han Princeton University

Amanda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Dane Thorley Brigham Young University

Cody Thiel Brigham Young University

Esther Yoo Serrano High School

christine Kim Los Osos High School

Andrew Ahn 
Dover-Sherborn High 

School 

Michael Ahn
Dover-Sherborn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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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참여하기

Ο  여러분의 사랑실천은 희망의 빛으로 재생산 됩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350-01-0024-151

              농협은행 301-0015-7276-41  예금주:사)새조위

※새조위는 공익성 기부금 지정 대상단체로서 기부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연차보고서는 김아영 학생(Amherst College)의 후원과 영문 번역 

재능봉사로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