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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 양성으로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

미래의 인재들이 학비 걱정 없도록 꿈과 희망을 지원

우수한 인적자원은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경쟁력

서울장학재단

설립 취지문



장학생과 함께 

호흡하는 서울장학재단

서울장학재단은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해온 ‘하이서울장학금’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특별시 출연 장학재단입니다. 

지난 2010년 재단 사무국을 개소한 이래 하이서울장학금 뿐만 아니라 23개  

기업과 약 1,600여 명의 기부자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

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시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함께,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

로 하는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멘토링, 사회 봉사활동 참

여, 사회 공익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들

이 받은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책자는 우리 장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서울시민

과 여러 기부자께 재단이 어떻게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해왔는지 투명하게 보고

하고, 올해 2015년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는 잠시의 시간이라도 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미래 인재

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이들이 걱정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나눔과 기부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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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서울장학재단

서울 미래 세대 배움의 꿈을 키우는 재단정 책 목 표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 방향 1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

2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확장성을 통한 서울의  

인재성장 기반 마련

3

시민과 재단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1

장학금을 통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2

장학사업의  
전문성을 통한  

서울의 핵심인재 양성

3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
기반 마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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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꿈이룸 서울 장학금 신설
•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 신설 –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약 체결

•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신설 – 한국엡손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 글로벌인재장학금 신설
• 문미란 제3대 이사장 취임

•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신설
•  청춘스타트 장학금 신설
•  유영아 학업 장학금 신설
•  소나무장학금 신설 – 파인원커뮤니케이션즈 업무협약 체결
•  H-JUMP SCHOOL 장학샘 신설 – 현대자동차그룹,  
사회적기업 점프 업무협약 체결

•  동아출판 꿈나무 장학금 신설
•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신설
•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신설
•  파마톤 G115 장학금 신설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업무협약 체결
•  119 희망드림 장학금 신설 – 서대문 소방서 업무협약 체결
•  이경희 제2대 이사장 취임
•  사무국 이전 - 종로구 율곡로

•  희망파티쉐 장학금 신설 – 신세계 SVN 업무협약 체결

•  씨티코스비 여성 CEO장학금 신설
•  푸른꿈희망장학금 신설
•  우리아이희망장학금 신설
•  사무국 개소 - 중구 을지로

•  서울장학재단 법인 설립등기

•   서울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
•   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직책 이름 소속/직위

이사장 문미란 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
이사 구수환 KBS 프로듀서
이사 김선현 ㈜오토 대표이사
이사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이사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이사 이승호 ㈜꿈꾸는 이상 대표이사
이사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이사 한경희 ㈜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
이사 허금주 교보생명 상무
이사(당연직) 김영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정책관
이사(당연직) 류혜숙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감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감사(당연직) 강석원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연 혁

이 사 회



2014년사진으로 보는
서울장학재단

1월 •     01.06 2기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장학생 선발공고

•       01.15 2기 청춘스타트 장학생 선발공고
•       01.20 엡손글로벌리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식 - 한국엡손청소년육성재단

2월 •       02.05 서울지역 대학교 장학담당자 간담회
•     02.21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1학기 장학생 선발공고
•       02.25 H-JUMP SCHOOL 장학샘 인문학 특강
•       02.29 2기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장학증서수여식(50명, 2억 6400만원)

3월

12월

4월

11월

• 03.06 제17회 임시이사회
• 03.13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장학생 DDP 투어
• 03.21 청춘스타트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15명, 9000만원)
•       03.25 2014년 1학기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위원회(1850명, 18억 5000만원)
• 03.31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장학생 선발공고

• 12.04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4분기 장학생 선발(3991명, 16억 1000만원)
• 12.10 청계천꿈디딤장학생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식 – 서울시설공단
•       12.11 동아출판꿈나무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50명, 2600만원)
•     12.20 글로벌인재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     12.22 2기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장학생 최종 발표회
•     12.30 2기 유영아학업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13명, 2600만원)

• 04.03 유영아 학업장학금 장학생 간담회
•       04.16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 04.21 엡손글로벌리더 장학생 선발공고

• 11.01 1기 하이서울장학금 공익
  인재장학생 홈커밍데이
•       11.03 2기 유영아학업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
•       11.10 글로벌인재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
• 11.13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 멘토링 데이
• 11.20 청춘스타트 장학생 북멘토링
• 11.21 제3회 청춘레시피 톡(비영리, 국제기구)

1월 20일 / 엡손글로벌리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식-한국엡손청소년육성재단

7월18일 / 제1회 청춘레시피 톡(문화예술)

11월1일 / 1기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
장학생 홈커밍데이

Se
ou

l S
ch

ol
ar

sh
ip

 F
ou

nd
at

io
n

6



9월 19일 / H-JUMP SCHOOL 장학샘 1기 수료식,  
2기 발대식(75명, 9375만원)

5월

10월

6월

9월

7월

8월

• 05.14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1~2분기 장학생 선발
  (6734명, 27억 2700만원) 
  _하나고분야 81명, 3억 2400만원
• 05.31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100명, 2억 9300만원)

• 10.02 3분기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장학생 선발(3814명, 15억 6200만원)
• 10.14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2학기  
  장학위원회(1850명, 18억 5000만원)
• 10.25 엡손글로벌리더장학생 봉사활동
• 10.29 푸른꿈희망장학금 제7기 장학생  
  선발(40명, 800만원)

• 06.16 소나무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

•       06.24 제18회 임시이사회
•       06.25 한국대학생홍보대사연합  

 기부금 전달식
• 06.30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 09.16 제19회 임시이사회
• 09.19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2학기 장학생 선발공고
• 09.19 H-JUMP SCHOOL 장학샘 1기  
  수료식, 2기 발대식(75명, 9375만원)
• 09.23 소나무장학금 장학생 선발 
  (14명, 4200만원)
• 09.30 제2회 청춘레시피 톡(홍보 마케팅)

• 07.04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110명, 2억원)
• 07.07 H-JUMP SCHOOL 
  장학샘 선발공고
•       07.17 유영아학업장학금 1기 수료식
•     07.18 제1회 청춘레시피 톡(문화예술) 

• 08.19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장학생  
  해외 공익 탐방 프로그램
• 08.26 청춘스타트장학금 멘토링 데이

7월4일 /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110명, 2억원)

9월30일 / 제2회 청춘레시피 톡(홍보 마케팅)

2월29일 / 2기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장학증서수여식(50명, 2억 6400만원)

10월25일 / 엡손글로벌리더장학생 봉사활동

3월21일 / 청춘스타트장학금 장학증서수여식  
개최(15명, 9000만원)

5월31일 /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장학
증서수여식 개최분야 (100명, 2억 9300만원)

8월26일 / 청춘스타트장학금 멘토링 데이

11월13일 /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멘토링 데이

12월10일 / 청계천꿈디딤장학생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식 – 서울시설공단

12월11일 / 동아출판꿈나무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50명, 2600만원)

12월30일 / 2기 유영아학업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13명, 2600만원)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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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장학사업

19,132명
11,497,925천원

4,083명
4,647,862천원

I 전체 사업실적 I 대학생 대상사업

인원

지원액(천원) 3,700

3,700,000

하이서울 
대학분야

50

264,365

하이서울 
공익인재분야

60

150,000

엡손
글로벌리더
장학금

118

147,500

H점프스쿨
장학샘

28

109,500

청춘
스타트
장학금

27

81,000

소나무
장학금

21

59,500

글로벌인재
장학금

26

52,000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25

50,000

유영아학업
장학금

25

25,497

해외공익
탐방
프로그램
지원

3

8,500

하이서울
대학원분야

합계    4,083(명)
 4,647,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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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cholarship Foundation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는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등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14년 총 3700명에게 37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년 역시 동일한 예산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

선발시기 4월, 10월

선발인원 3,700명(학기별 1,850명)

장학금 100만원

3,700명

3,700,000천원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분야는 시민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

를 만들어가기 위해 젊은 리더를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장학사업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14년 장

학생 50명을 선발해 장학금 총 264,365천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변화시킬 8개의 공익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역시 장학생 50명을 선발해 1인당 최

대 600만 원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이 사회를 더욱 나은 방향

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명

264,365천원

선발대상 사회 공익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대학생

선발시기 1월

선발분야 사회복지, 사회창의, 공익이슈

선발인원 50명

장학금 300만원 x 2회

주요 프로그램 공익 프로젝트 / 해외공익탐방프로그램 / 장학생 홈커밍데이

<2015년>

<2015년>



10

Se
ou

l S
ch

ol
ar

sh
ip

 F
ou

nd
at

io
n

2014 공익인재 프로젝트 소개 

공익인재 프로젝트 진행과정 

너나들이 청진기

우리역사
바로알기

토봉이

모두의
 밑천

너의 진로에 
그린라이트를 
켜줘

밥상머리

응답하라
아날로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봉사활동

청소년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계발하는 자기주도적인 진로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컵슬리브를 
제작하여 1회 용품의 
대체재 인식제고

청소년 ,  청년들이 
꿈꾸는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 조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을 유도하여 바람
직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함

스마트폰의 부작
용을 최소화하고 
현명한 스마트 
생활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팟캐스트 운영

사회 선배님이 식사 한끼로 
대학생을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시킴

아이디어 
발상 및

목표설정(2월)

프로젝트 
기획서

 초안 제출(3월)
프로젝트추진

(4월~11월)
결과발표회

(12월)
실행공유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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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cholarship Foundation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2014 지구별 여행학교(해외공익탐방장학금)

서울장학재단은 하나투어와 함께 하이서울장학금 공익인재장학생 중 지원자 25명을  

선발해 2014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2014 희망여행프로젝트-지구별 

여행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구별 여행학교’에 참가한 공익인재 장학생들은 필리핀 세부에서 현장 탐방과 교류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라푸라푸시티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기획하

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환경, 교육, 문화, 공익이

슈 등 다양한 주제로 세부 시내 중심가를 탐방하며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20여 년 간 이주노동자를 위해 활동했던 유진도코이 신부를 특별 초청해 

필리핀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본 후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한 마을공동체를 찾아가 지역 

사회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낯선 곳에서 직접 발로 뛰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노력

을 하면서 장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앞으로 장학생들의 공익활동에 신선한 자극과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1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사람’을 발견하다

1년 전에 공익인재분야 장학금 지원을 위해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그

리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익인재 장학생 활

동을 잘 마무리했다는 만족스러움? 아니면 단순히 1년의 시간이 흐른 것에 대한 신기함?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던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다른 가치 있는 일

을 만들고자 한다. 이들은 자라온 환경, 의사소통 방식, 잘하는 것, 부족한 점 등 어느 하나 

동일한 것이 없다. 과연 우리들의 목표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익인재 장학생이라는 이름에 부합되게 공익적인 가치를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다.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시험, 과

제, 기타 활동 등은 계속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했으며, 그 와중에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했다. 내가 팀

장이라서? 그렇지 않다. 나와의 약속이었다. 올해 2월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가며 한자

한자 써 내려간 자기소개서. 나의 다짐과 올해의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원서. 스스

로 마음먹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때로는 힘든 순간이 찾아왔다. 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팀원들이었다. 팀원들의 

말 한마디,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해내야 한다.’ 라는 긍정적

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

들로부터 상처도 받았지만, 힘도 받았다. 결국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내가 지난 1년간 공

익인재 장학생으로 활동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이다.

김성수 장학생(2014 공익인재분야)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2

    
   희

망여행프로젝트

2014 공익인재분야 
장학금 지원서 중에서-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각자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제안들을 종합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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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을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1학기에 교환학생에 합격한 후 무척 행복했

지만,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돈을 마련할 만

한 여러 가지 경로를 알아보던 중, 마침 학교 국제팀 홈페이지 장학란에 올라온 ‘엡손글로

벌리더 장학금’이 눈에 띄었어요. 다행히도 합격했고, 학비 외의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힘든 경쟁을 뚫고 ‘글로벌리더’로 선정되셨는데, 자신이 글로벌리더로서 어떠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글로벌 리더’라는 호칭을 붙여주셨지만, 사실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할 줄 아는 사

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 없죠. ’다행

히 저는 평소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기

본적인 자질은 갖춘 것 같아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할 때도 타지

에서 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과 후에 함께 라운지에 모여서 수업시간 때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연애 등 고민 상담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엡손글로벌리더 장학생 인터뷰 
강내임 장학생
(서울여대 컴퓨터학과, 4)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은 한국엡손청소년육성재단과 서울장학재단이 함께 하는 장학사

업으로 양 재단은 지난해 1월에 장학생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6월 대학생 60명과 

고등학생 50명을 첫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대학생 분야는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이 

확정된 학생들을 선발했고, 고등학생분야는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세계시민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해

외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총 1억5천만 원(고등학생 70명_기존장학

생 20명 포함, 1억 2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대학) 60명

150,000천원

선발대상 해외교환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선발시기 4월

선발인원 대학생 60명

장학금 대학생 : 500만원(250만원 x 2회)

주요 프로그램 글로벌 특파원 활동

<2015년>



 교환학생으로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우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들이 있었어요. 바쁜 학기중에 각

종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비자도 준비해야 했어요. 또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하고 영어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필수였죠. 학교에 다니면서 생각해야 할 부가적인 일

들이 많다 보니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엡손글로벌리더 장학

금’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도, 가서 생활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장학금이 학비뿐

만이 아니라 타지 생활을 위해 여러 비품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비용,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어서 정말 유용했죠.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학업 외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 있었나요?

정말 많았죠.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학교 내부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볼링장 등 운동시설도 잘되어 있었고, 특히 친구들과 펍(pub)처럼 꾸

며놓은 곳에 모여 놀면서 많이 친해지기도 했죠. 또 학교가 시내(downtown)와 가까운 곳

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학교의 인턴십 프로그

램 담당자 선생님께서 교환학생들에게 축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덕에 운 좋게도 독일 

맥주 축제 등에 참가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놀면 공부는 언제 했냐고 물으시겠죠? (웃음) 

다행히도 교수님들께서 교환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주셨어요. 시험을 과제로 대체해주시

거나 출결 사안을 봐주시거나. 덕분에 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1, 2월 6주간 National Multiple 

Sclerosis Society(National MS Society)라는 미국 내의 한 의료봉사단체에서 사무직으로 일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환자, 의사, 자원봉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기부를 위한 지역 농구대회 개최를 도우면서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볼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그곳에서 일하면서 ‘삶의 목

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취직에 대한 

압박은 커졌지만, 사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막연했어요. ‘공부를 계속하든, 

취업을 하든 여느 사람과 같이 평범하고 재미없게 살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

지만 이 단체에서 일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고요. 그 가족 같은 분위기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을 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온 경험은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에서도 얻지 못할 풍성한 경험을 얻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이 없었다면, 이곳 저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생활하는 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글로벌리더’로 선발해주신 

서울장학재단, 한국엡손청소년육성재단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세계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글로벌리더 강내임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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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장학금은 대학생에게 해외 현지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시민 정신을 실천하

는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서울장학재단은 2014년 첫 장학생 21명을 선

발했습니다. 2015년에는 40명을 선발해 장학금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인재장학금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저는 지난 1월 5일부터 3월 1일까지 사단법인 더나은세상에서 주최하는 ‘Love India’라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인도 남부에 있는 쿤다푸르라는 지역에서 학생 교육

과 농업 및 환경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 내 소외아동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가기 전,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까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에게 교육이라는 매개체로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인도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매주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매일매일 수업 후 피드백

을 쓰며 연구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는 고민 끝에 아이들의 꿈을 

큰 도화지에 그려 미래를 좀 더 가까이 상상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에 있는 

큰 나무에 걸어 아이들과 함께 꿈을 그렸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

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괜히 교육이라는 것을 알려

줘 아이들을 경쟁사회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경험으로만 알 

수 있기에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 와

서 진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두 달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혼자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생각

하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을 통해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장학생
(명지대 영어영문학과 3)

21명

59,500천원

선발대상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선발시기 11월

선발인원 대학생 40명

장학금 대학생 : 200~250만원

주요 프로그램 글로벌 특파원 활동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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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과 선생님을 뜻하는 ‘샘’의 합성어인 ‘H-JUMP SCHOOL 장학샘’은 현대자동차그룹

과 서울장학재단, 그리고 청년 사회적 기업인 점프가 함께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선

발된 장학샘들은 1년간 H-JUMP SCHOOL에서 지정한 지역 학습센터에서 청소년의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멘토의 역할을 해내며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

재단은 2014년 장학샘 118명(1기 43명, 2기 75명)에게 장학금 1억 4750만 원을 지원하였습

니다.

H-JUMP SCHOOL 장학샘  

서울장학재단 대학생 기자단이 비영리단체 JUMP를 만나 H-JUMP SCHOOL 운영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Join Us to Maximize our Potential’을 표어로 내세운 JUMP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향해 ‘점프’하도록 각종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사회 각 분야 2040세대 직장인으로 구성된 전문직 멘토

단,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장학샘(장학생 + 선생님)과 함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JUMP는 ▲고려대학교 - 성북구청과 함께하는 KU JUMP 성북 ▲단원고등학교-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JUMP 안산 등의 프로젝

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서울장학재단과 함께하는 H-JUMP SCHOOL 장학샘 역시 JUMP의 비전을 잘 보여주는 사

업 중의 하나입니다. 

H-JUMP SCHOOL은 소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을 가진 우수 대학

생을 선발하여 봉사 정신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사회통합형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JUMP SCHOOL을 담당하고 있는 JUMP 김유진 상임이사는 “민관협력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재정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더욱 훌

륭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좋다”며, “H-JUMP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정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장학샘들이 봉

사 참여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비영리기관 기관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학샘과 소외계층 청소년 모두에게 나눔과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는 H-JUMP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대학생이 꿈과 희망을 얻고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118명

147,500천원

선발대상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멘토링이 가능한 대학생

선발시기 7~8월

선발인원 100명

장학금 250만원 (125만원 x 2회)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 현대차 임직원 멘토링, 인문학 특강

꿈을 향해 점프해봐!

H-JUMP SCHOOL은 소외계층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을 지닌 대학생을 선발하여 봉사정신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미래 창의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 그리고 비영
리사단법인 점프(JUMP)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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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

작년 여름,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곳 학생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들을 ‘잠깐 들렀다 금방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요? 어차피 금방 갈 거잖아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신

뢰하는 데 거의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

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친해졌다고 해서 멘토링이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만난 청소

년 공부방의 모습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배정된 저희 장학샘들

은 청소년 공부방의 질서와 규칙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멘토링의 방식을 학생들에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적용했고, 출석과 관련한 질서도 새로 세웠습니다. 다행스럽

게도 복지관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셨고, 우리가 세운 틀 

안에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

를 주었다는 생각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센터에서 함께 활동한 장학샘들과 마음이 잘 맞았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나아갔기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의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

고 싶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1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는 힘든 활동이었지만 돌아보면 여러모로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종강파티 시간에 아이들이 파티를 준비했는데,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섭섭함이 더 크게 느껴져서 많이 슬펐습니다.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

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종종 센터에 찾아가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

고 멘토 형 오빠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김병관 장학샘 (고려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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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스타트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신입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입학금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산 임직원이 급여의 일부분을 정성스럽게  

모아준 장학금으로 대학 새내기들의 힘찬 시작을 돕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서울장학재단과 

㈜두산은 2014년에 신규로 선발된 15명의 장학생과 2013년 선발된 13명 등 총 28명의 장

학생에게 장학금 1억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2기와 3기 장학생 총 30명에

게 1억 1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장학생들은 장학금뿐만 아니라 ㈜두산 임직원들과

의 멘토링을 통해 낯선 대학생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공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

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유영아 (주)KSEC 대표는 대학생들

이 아르바이트보다 공부를 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욱 알찬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학금을 기탁해주셨으며, 2013년 선발한 1기 

장학생 12명과 2014년 2기 장학생 13명 등 총 25명에게 장학금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2기 장학생 13명과 새로 선발될 3기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 4,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춘스타트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28명

109,500천원

25명

50,000천원

선발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 대학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

선발시기 2월

선발인원 15명

장학금 600만원(300만원 x 2학기)

주요 프로그램 두산 임직원 멘토링

선발대상 연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된 학업의지가 강한 대학생

선발시기 11월

선발인원 10명

장학금 400만원(200만원 x 2학기)

주요 프로그램 장학생 간담회, 기부자와의 만남

<2015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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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희망장학금은 가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안타깝게 학업을 포기

해야만 하는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이며, 여러 개인 기부 및     

서울장학재단 운영소득으로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 

갑자기 발생한 가계의 위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사업

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한 위기가정의 대학생 26명이 총 5,200만 원 (중, 고교 148명, 1억

4800만원) 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아이희망 장학금(대학) 26명

52,000천원

선발대상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의 대학생

선발시기 3월 ~12월(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선발인원 13명

장학금 200만원

소나무장학금은 대학생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함께 공익 관련 교육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서울장학재단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파인원커뮤니

케이션즈는 지난 2013년, 장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2013년

도 장학생 13명과 2014년도 신규장학생 14명 등 총 27명에게 장학금 8천 1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 신규선발 없음(2015년 사업 종료)

소나무장학금27명

81,000천원

대학원분야는 우리나라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인문학 및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원  

박사과정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11년 장학생 선발을 마지막으로 기존에 선발된   

장학생을 최대 4학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해 3명의 박사과정  

장학생에게 총 85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2명에게 5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규선발 없음(2015년 사업 종료)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 3명

8,500천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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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초중고등학교 대상 장학사업

19,132명
11,497,925천원

15,049명
6,850,063천원

I 전체 사업실적 I 초중고등학생 대상사업

인원

지원액(천원) 14,539

5,899,063

하이서울 
고교분야

81

324,000

하이서울 
자립형
사립고분야

100

297,000

하이서울 
청소년
재능분야

148

148,000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70

125,200

엡손
글로벌리더 
장학금

17

19,800

희망파티쉐 
장학금

4

4,000

씨티코스비 
여성 CEO 
장학금

40

8,000

푸른꿈희망
장학금(초등)

50

25,000

꿈나무
장학금(초등)

합계    15,049(명)
 6,850,0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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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시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분야는 매년 교육

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14,539명이 장학금으로 약 5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 14,539명

5,899,063천원

선발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선발시기 분기별(1,2분기 동시선발)

선발인원 분기별 약 3,250명

장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는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

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2010년부

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저소득층 학생 81명이 3억24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 하나고등학교분야81명

324,000천원

선발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선발시기 3월

선발인원 90명 이내

장학금 160만원(40만원 x  4분기)

20

<2015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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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으로 기획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2014년 청소년재능분야 장학생에 선발된 신림고등학교 2학년 김희연 이라

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빠져 지금은 애니메이션 학과로 진학하

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애니메이션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 언니도 미술쪽을 지망해서,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언니 학원에서  

애니메이션 무료특강을 한적이 있었어요. 무료라서 별 생각 없이 가서 들었는데, 그 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그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애니메이션을 너무 하고 싶다고  

졸라서 이쪽을 하고 있어요!

 

김희연

(신림고등학교, 2)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는 예체능 분야에 재능과 끼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입니다. 학교 교육

만으로는 꿈을 펼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체능 분야는 높은 교육비로 인해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2012년부터 

청소년재능분야 장학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분야

에서 총 100명의 장학생이 약 2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 100명

297,000천원

선발대상 음악, 미술, 체육, 무용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

선발시기 4월

선발인원 100명

장학금 300만원

주요 프로그램 분야별 멘토링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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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집에 예체능을 지망하는 사람이 언니랑 저랑 두명이다보니... 아시다시피 미술학원 학원

비가 비싸잖아요? 한달에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렴한 곳을 찾아 여러번 학원을 

옮겼는데, 그래도 학원비 부담이 돼서, 지금은 학원 다녔을 때 친해진 선생님께 개인적으

로 과외를 받고, 혼자서 연습하고 있어요. 맨날 학원비 때문에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셔서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스스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부모님 걱정

을 덜어드려서 너무 기뻤어요. 장학금은 학원비도 내고, 미술과외비에도 쓰고, 필요한 미술 

용품을 사는데도 쓰게 될 것 같아요! 벌써 2학년이니 본격적으로 더 제대로 그림을 그려

보고 싶어요.

    현재 갖고 있는 고민은?

학원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다보니 학교에서는 평범한 입시과목

만 배우고 제가 꿈꾸는 애니메이션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미술학원에 대해 

집착이 생기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배우는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 뒤

쳐진다는 느낌..? 그런게 가장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애니메이

션 공부하고, 연습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연 학생도 2년 뒤면 대학생이 될텐데, 대학교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직 깊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제가 지금 지망하는게 애니메이션

과를 가고 싶은데, 가면 학교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을테잖아요? 개인적으로 짧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직접 스토리를 짜고 그려서 한편의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나온 작품을 만

들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릴때부

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부모

님 반대도 있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성인이 돼서 스스로를 책임진다는 의미로 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음.. 저는 특별한 경험 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장학금을 신청하고 난생 처음으로 심사위원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도 보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잖아요.(하하)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학교를 끝나고 혼자 미술 

연습을 하거나 과외를 가고. 매일매일 단순한 하루가 반복되요. 그런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재능분야가 하나의 특

별한 경험을 제공해준 좋은 기회 인 것 같아요. 더불어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걱정을 덜어준 행복한 장학금 인 것 같아요! 제게 장학금을 

주신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면접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김희연 장학생

장학증서를 받고 있는
김희연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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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은 한국엡손청소년육성재단과 서울장학재단이 함께하는 장학

사업으로 양 재단은 2014년 1월, 장학생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 60명을 첫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고등학교분야는 다양한 사회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대학생 분야는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이 

확정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계시민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사회 기여 활동이 우수한 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하여 1억 2520만원(대학

생 60명, 1억 5천만원) 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엡손글로벌리더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 50명은 지난해 10월,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서 ‘생명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생명나무심기’ 봉사활동은 서울

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텃밭에서 길러진 어린 묘목을 공원으로 옮겨 심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입니다. 이날 장학생들은 노을공원시민모임 강덕희 사무장의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해 어

린 참나무를 텃밭에 옮겨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학생들이 옮겨 심은 참나무들

은 앞으로 노을공원으로 옮겨져 공원의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일조할 예정입니다.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고교)  

엡손글로벌리더 장학생 봉사활동 소개

70명

125,200천원

선발대상 사회 기여활동이 우수한 고등학생

선발시기 4월

선발인원 50명

장학금 200만원(100만원 x 2회)

주요 프로그램 봉사활동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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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희망장학금은 가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안타깝게 학업을 포기해

야만 하는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이  

아닌 학기중에 갑자기 발생한 가계의 위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음학기 장학금 신청기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한 위기가정의 중고교생 148명이 총 1억 4800만원 

(대학생 26명, 5,200만 원) 을 장학금 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아이희망장학금(중,고) 148명

148,000천원

선발대상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의 중고등학생

선발시기 3월 ~12월(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선발인원 174명

장학금 100만원

씨티-코스비 여성CEO 장학금은 씨티-코스비 여성기업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께서 특성

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녀가장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부해주시는 장학금 

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오늘날 미래의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 학생들 가운데, 보호자의 지원이 없는 소녀가장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할때 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명이 장학금 4백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씨티코스비 여성 CEO장학금 4명

4,000천원

선발대상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녀가장

선발시기 11월

선발인원 3명

장학금 50만원(학기당, 졸업시까지)

파티쉐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실제 파티쉐가 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희망파티쉐’ 장학사업은 제과, 제빵 분야에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발굴하여 베이

커리 전문 기업인 (주)신세계SVN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과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연계형 장학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17명이 장학금 19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신규선발 없음(2015년 사업 종료 예정)

희망파티쉐장학금17명

19,800천원

<2015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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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장학금은 동아출판 임직원 여러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통해 차상위 계층 

및 위기가정의 초등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동아출판 임직원 여러분은 매년 꾸준

히 장학금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장학생 

50명이 2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푸른꿈희망장학금은 사회적기업인 에코시티서울(SR센터)이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통해 버려지는 금속자원에서 마련한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조성되는  

장학금입니다. 조성된 장학금은 초,중,고 저소득층 결손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며,  

지난해 40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꿈나무장학금 

푸른꿈 희망장학금 

50명

25,000천원

40명

8,000천원

선발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선발시기 11월

선발인원 50명

장학금 50만원

선발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

선발시기 8월

선발인원 68명

장학금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 초등학생 20만원

<2015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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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관심 많은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청춘 레시피 톡(talk)’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춘 레시피 톡(talk)’은 취업과 진로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배

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강연 행사로, 7월 1차 강연 ‘문화 예술로 미래찾기’, 9월 2차 ‘홍보 마케팅으로 

미래찾기’, 11월 3차 ‘국제기구, 비영리기구에서 미래찾기’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강연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고, 전문 강사가 아닌 현업에 종사하

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청춘레시피 톡(Talk)!

회차별 강연자 및 강연주제 

1회 

문화 예술로 미래찾기

김정태(임팩트투자컨설팅 MYSC 대표이사)
상상력이 희망이 되고 사람이 에너지가 되는 
햇빛 영화관

손보미(프로젝트 AA대표) 거침없는 글로벌 아트 마케팅

오성화(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평범함은 NO! 프린지에서는 다름이 미덕

2회 

홍보 마케팅으로 미래찾기

전민아(한국지멘스 기업홍보실 이사) 기업홍보실 A to Z

조태룡(넥센 히어로즈 단장) 야구로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다

3회 
국제기구, 비영리기구에서 
미래찾기

이금연(아시아어린이와함께 프로젝트 대표) 비영리기구 활동가로 해외에서 일하기

남상민(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부대표) 국제기구 취업 : 지식, 공감, 열망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27

2015년도 

신규사업

서울장학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10일,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

경이지만, 학업의지가 강한 고등학생들을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특히 이 장학금은 청계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며 팔석담에 던진 행운의 

동전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으로 서울시설공단은 매년 수거되는 동전을 자라나는 학생들

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오토 꿈이룸 서울 장학금은 저소득 가정의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

오토 꿈이룸 서울장학금

선발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2학년

선발시기 4~5월

선발인원 30명

장학금 400만원(100만원 x 4학기)

주요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활동, 장학생 소감문 제출

선발대상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선발시기 8월

선발인원 30명

장학금 100만원

주요 프로그램 장학생 수기 제출

<2015년>

<2015년>



제 6(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9

 

재무제표 30

_재무상태표

_손익계산서 

_자본변동표

_현금흐름표

_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_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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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귀중 
  

2015년 2월 12일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재단의 경영진은 재단의 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

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

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

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에 대한 평

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재단의 재무제

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행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과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재단의 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재단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신화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4년 2월 15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새  빛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 승 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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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16,693,864,718  16,213,449,742

(1) 당좌자산 16,693,864,718 16,213,449,74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주석3) 1,104,349,205 2,032,814,448

2. 단기금융상품(주석4) 15,379,834,234 14,000,000,000

3. 미수수익 149,873,699 112,906,844

4. 미수법인세환급액 59,807,580 67,728,450

Ⅱ. 비유동자산  47,309,622 54,244,615

(1) 유형자산(주석5) 13,939,379 17,999,008

1. 비품 89,698,000 83,328,230

감가상각누계액 (75,758,621) (65,329,222)

(2) 무형자산(주석6) 2,120,243 4,995,607

1. 소프트웨어 2,120,243 4,995,607

(3) 기타  비유동자산  31,250,000 31,250,000

1. 임차보증금 31,250,000 31,250,000

　 자산총계 16,741,174,340  16,267,694,357

　 　   

　 부채 

Ⅰ. 유동부채  18,730,612  10,642,555

1. 미지급금 16,823,567 8,694,920 

2. 예수금 1,907,045 1,947,635 

Ⅱ. 비유동부채  66,579,900  48,412,000

1. 퇴직급여충당금 66,579,900 48,412,000

　 부채총계 85,310,512  59,054,555

　 　   

　 자본

Ⅰ. 자본금(주석7,11) 13,146,000,000  12,000,000,000

1. 기본재산 13,146,000,000 12,000,000,000 

Ⅱ. 이익잉여금  3,509,863,828 4,208,639,80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21,499,905 144,621,063

2. 미처분이익잉여금 2,988,363,923 4,064,018,739

　 자본총계 16,655,863,828  16,208,639,802

　 부채및자본총계 16,741,174,340  16,267,694,357

재무상태표

제 6(당)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5(전)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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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금액 금액

Ⅰ. 사업수익 11,918,961,635 11,733,857,361

1. 서울특별시출연기부금 10,187,856,000 11,118,336,000

2. 일반기부금 1,715,407,445 594,147,761

3. 기타수입 15,698,190 21,373,600

Ⅱ. 사업비용 11,936,454,254 11,686,987,538

(1) 사업비(주석8) 11,545,345,097 11,314,371,882

(2) 일반관리비 391,109,157 372,615,656 

1. 직원급여 201,486,870 182,217,440

2. 퇴직급여 18,167,900 13,741,900

3. 복리후생비 32,154,029 26,338,610

4. 여비교통비 6,170,000 5,518,050

5. 통신비 3,707,910 3,483,760

6. 세금과공과금 1,491,680 4,113,800

7. 감가상각비 10,429,399 20,537,549

8. 지급임차료 53,874,040 53,886,580

9. 수선비 1,084,310 529,100

10. 보험료 363,210 413,210

11. 교육훈련비 3,350,490 2,294,550

12. 도서인쇄비 1,858,810 1,641,436

13. 회의비 20,205,865 20,919,969

14. 소모품비 4,852,320 4,002,780

15. 지급수수료 12,374,360 13,526,630

16. 무형자산상각비 2,875,364 2,667,542 

17. 업무추진비 16,662,600 16,782,750

Ⅲ. 사업이익(손실) (17,492,619) 46,869,823

Ⅳ. 사업외수익 464,716,645 474,780,600

1. 이자수익 464,184,718 474,008,613

2. 잡이익 531,927 771,987

Ⅴ. 사업외비용 - 　        -

1. 잡손실 -          - 　

Ⅵ. 법인세비용 - 　          - 

Ⅶ. 당기순이익 447,224,026 　 521,650,423

손익계산서

제 6(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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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계

2013년 1월 1일(전기초) 5,200,000,000 10,486,989,379 15,686,989,379

이익잉여금의  기본재산전입 6,800,000,000 (6,800,000,000)  - 

당기순이익    - 521,650,423 521,650,423

2013년 12월 31일(전기말) 12,000,000,000 4,208,639,802 16,208,639,802

2014년  1월 1일(당기초) 12,000,000,000 4,208,639,802 16,208,639,802

이익잉여금의  기본재산전입 1,146,000,000 (1,146,000,000) -

당기순이익 447,224,026 447,224,026

2014년 12월 31일(당기말) 13,146,000,000 3,509,863,828 16,655,863,828

단위 : 원

과목
제6(당)기 제5(전)기

금액 금액

Ⅰ. 사업활동현금흐름 457,738,761 525,358,428

 1. 사업활동현금유입 11,918,961,635 11,733,857,361

가. 서울특별시 출연기부금 10,187,856,000  11,118,336,000

나. 일반기부금 1,715,407,445 594,147,761

다. 기타수입 15,698,190 21,373,600

2. 사업활동현금유출 (11,896,893,534) (11,645,584,722) 

가. 사업비의 지출 11,545,345,097 11,314,371,882 

나. 일반관리비 지출 351,548,437 331,212,840 

3. 사업외현금유입 495,478,240 504,814,239 

가. 이자수익 427,217,863  483,798,262

나. 법인세환급액 67,728,450 20,243,990 

다. 잡이익 531,927 771,987

4. 사업외현금유출 (59,807,580) (67,728,450) 

가. 미수법인세환급액 59,807,580 67,728,450

Ⅱ.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386,204,004) 96,404,300

1.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386,204,004) (3,595,700)

가.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379,834,234 -

나. 비품의 취득 6,369,770 1,933,130

다. 소프트웨어의취득 - 1,662,570

Ⅲ. 현금의증가(감소) (928,465,243) 621,762,728

　 (Ⅰ + Ⅱ)

Ⅳ. 기초의현금 2,032,814,448 1,411,051,720

Ⅴ. 기말의현금 1,104,349,205 2,032,814,448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제 6(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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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고 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

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13,146,000천원이며 설립 후 서울특별시에서 출연

하는 기부금수입 및 출연재산 운용수입, 기타 수입금에서 발생하는 수

입 중 해당연도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

금은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단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무제표의 범위 

재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

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 및 주석사항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나. 자산과 부채의 구성 

재단의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중 자산은 전액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자본총계는 기본재산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다. 수익인식기준 

재단의 사업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수익의 구성항목 

재단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사업수익은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구

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서

울특별시출연기부금으로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일반기

부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의 평가와 동 감가상각방법 

재단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선비 중 자

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

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단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

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재단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4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

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이를 간접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합리적으로 정한 내용년수(5년)

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상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

하고 있습니다.  

사.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재단은 직접법에 의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입처 이자율(%) 2014.12.31  2013.12.31  

보통예금 우리은행 - 1,104,349      2,032,814

1,104,349      2,032,814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입처 이자율(%) 2014.12.31  2013.12.31  

정기예금 우리은행 2.26~2.86 11,122,128      14,000,000

하나은행 2.45~2.86 2,757,706 -

외환은행 2.35 1,500,000 -

15,379,834   14,000,000    

5.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4.12.31   2013.12.31  

 기초잔액 17,999          36,603

취득 및 자본적지출 6,369                1,933  

 감가상각비 10,429               20,537

 기말잔액 13,939               17,999 

6.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4.12.31   2013.12.31  

기초잔액 12,000,000      5,200,000

이익잉여금의 전입 1,146,000           6,800,000

기말잔액 13,146,000        12,000,000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당)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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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출연금 및 일반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

으며, 기중에 증가된 기본재산은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이사

회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전입한 금액으로서 당기 및 전기 중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4.12.31  2013.12.31  

기초잔액 4,996          6,000

취 득 및 자 본 적 지 출 -             1,663 

무형자산상각비   2,876               2,667  

기말잔액 2,120               4,996  

8. 사업비구성내역

(1) 당기와 전기의 사업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14.12.31  2013.12.31  

장학금(*) 11,318,261 11,167,517    

장학생 선발경비 등(**) 227,084 146,854 

합         계 11,545,345 11,314,371 

*   당기와 전기의 장학금 중 휴학, 수료, 타 장학금 수혜, 휴학 등으로 반납된 금
액은 각각 179,665천원과 343,259천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   장학생 선발경비 등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비 및 장학생 사후관리프로
그램 운영비, 장학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기능 향상비, 연간보고서 제작비 
등을 말합니다.

(2) 장학금 배분내역

1)   당기와 전기에 서울특별시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금액 반납 차감액 금액 반납 차감액

대학원분야 8,500 - 8,500 273,000 20,500 252,500

고등학교분야 5,899,064 162,458 5,736,606 5,927,717 301,465 5,626,252

자립형사립고
분야

324,000 - 324,000 486,000 - 486,000

대학분야 3,964,365 13,207 3,951,158 3,950,851 20,000 3,930,851

재능분야 297,000 1,500 295,500 293,079 1,295 291,784

우리아이희망
장학금

200,000 - 200,000 187,000 - 187,000

푸른꿈희망
장학금

8,000 - 8,000 87,500 - 87,500

씨티코스비
장학금

4,000 - 4,000 5,000 - 5,000

희망파티쉐
장학금

19,800 - 19,800 43,200 - 43,200

파마톤G115
장학금

- - - 15,000 - 15,000

119희망드림
장학금

- - - 12,930 - 12,930

꿈나무장학금 25,000 - 25,000 26,000 - 26,000

청춘스타트
장학금

109,500 - 109,500 78,000 - 78,000

소나무장학금 81,000 - 81,000 39,000 - 39,000

H-점프스쿨
장학금

147,500 - 147,500 62,500 - 62,500

유영아학업
장학금

50,000 - 50,000 24,000 - 24,000

글로벌인재
장학금

59,500 - 59,500 - - -

엡손글로벌
리더장학금

275,200 2,500 272,700 - - -

해외공익탐방
장학금

25,497 - 25,497 - - -

합계 11,497,926 179,665 11,318,261 11,510,777 343,260 11,167,517 

*   서울특별시 출연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고등학교분야, 자립형사립고분야, 
대학분야, 재능분야 장학금입니다. 기부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우리아이희
망장학금, 푸른꿈희망장학금, 씨티코스비장학금, 희망파티쉐장학금, 꿈나무 
장학금, 청춘스타트 장학금, 소나무장학금, H-점프스쿨 장학금, 유영아학업 
장학금,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해외공익탐방장학금입니다. 기본재산 운용
소득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대학원분야, 우리아이희망장학금, 글로벌인재장
학금입니다.

_ 대학원분야 장학금은 저소득 우수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_   고등학교분야 장학금은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입
니다.

_   자립형사립고분야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사회적배려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_   대학분야 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 및 사회통합형 우수인재를 지원하는 장
학사업입니다.

_   재능분야 장학금은 예·체능에 재능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_   우리아이희망 장학금은 위기가정의 중·고·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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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푸른꿈희망 장학금은 결손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
업입니다.

_   씨티코스비 장학금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녀가장을 지원하는 장
학사업입니다.

_   희망파티쉐 장학금은 제과ㆍ제빵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_   파마톤G115 장학금은 저소득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
업입니다.

_   119희망드림 장학금은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입니다.

_   꿈나무희망 장학금은 저소득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
니다.

_   청춘스타트 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입니다.

_   소나무 장학금은 공익적가치관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수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_   H-점프스쿨 장학금은 교육봉사활동 우수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
니다.

_   유영아학업 장학금은 연속적으로 성적향상을 보인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
하는 장학사업입니다. 

_   글로벌인재 장학금은 저소득 우수 대학생에게 해외문화 체험 등을 지원하
는 장학사업입니다.  

_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은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한 저소득 고등학생 및 해
외교환학생으로 선정된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_   해외공익탐방 장학금은 하이서울 공익인재장학생들의 글로벌리더십을 함
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2) 당기 중 대학원 분야의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선발기준
과학 인문학 최종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4년
상반기

1 3,000 - - 1 3,000

2014년
하반기 1 3,000 1 2,500 2 5,500

합   계 2 6,000 1 2,500 3 8,500

3)   당기 중 고등학교 분야의 계열구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일반 9,808 4,467,362

특성 3,774 444,450

특목,자율 816 891,805

평생 141 95,447

소 계 14,539 5,899,064 

반납액 (162,458)

차감계 5,736,606

4) 당기 중 자립형사립고 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3 252,000

차차상위(150%), 가계곤란자 18 72,000

합계    81 324,000

5) 당기 중 대학분야의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상반기 1,850 1,850,000

하반기 1,850 1,850,000

공익인재 50 264,365

소계 3,750 3,964,365

반납액 (13,207)

차감계 3,951,158

6) 당기 중 재능분야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음악 25 73,500

미술 39 117,000

체육 28 82,500

무용 8 24,000

소계 100 297,000

반납액 (1,500)

차감계 295,500

7) 당기 중 우리아이희망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중학교 42 42,000

고등학교 106 106,000

대학교 26 52,000

차감계 174 200,000 

8) 당기 중 푸른꿈희망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초등학교 40 8,000

9) 당기 중 씨티코스비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고등학교 4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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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기 중 희망파티쉐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고등학교 17 19,800

11) 당기 중 꿈나무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초등학교 50 25,000

12) 당기 중 청춘스타트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대학교 28 109,500

13) 당기 중 소나무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대학교 27 81,000

14) 당기 중 H-점프스쿨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대학교 118 147,500

15) 당기 중 유영아학업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대학교 25 50,000

16) 당기 중 글로벌인재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대학교 21 59,500

17)   당기 중 엡손글로벌리더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고등학교 70 125,200

대학교 60 150,000

소계 130 275,200

반납액 (2,500)

차감계 272,700

18) 당기 중 해외공익탐방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대학교 25 25,497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재단이  당기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의  총액은 

10,187,856천원입니다.

10.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주요거래의 내역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익잉여금의 기본재산 전입 1,146,000 6,800,000

11.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단의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제 5(전)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5년 2월 25일 처분일 2014년 3월 06일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단위:원

과목
제 6(당)기 제 5(전)기

금액 금액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2,988,363,923 4,064,018,739 

      1.   전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

2,541,139,897 3,542,368,316

      2. 당기순이익 447,224,026 521,650,423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106,919,420

1.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106,919,420

Ⅲ. 합계 2,988,363,923 4,170,938,159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851,217,863 1,629,798,262 

      1. 기본재산전입 424,000,000 1,146,000,000 

      2.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427,217,863 483,798,262 

Ⅴ.   차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

2,137,146,060 2,541,1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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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사인은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첨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속명세서

세입세출대조표

제6(당)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수입 지출

1.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  재산수입 10,187,856,000 1.  경상운영비 384,174,164

     보통자산출연금 10,187,856,000      인건비 201,486,870

2.  기부금수입 1,715,407,445      사무관리비 182,687,294

     Citi-KOSBI여성CEO장학금 - 2.  장학사업비 11,545,345,097

     희망파티쉐장학금 19,800,000      고등학교분야 5,736,605,550

     꿈나무장학금 26,540,000      하나고등학교분야 324,000,000

     소나무장학금 76,000,000      대학분야 3,951,158,000

     H-점프스쿨장학금 153,500,000      대학원분야 8,500,000

     청춘start장학금 99,406,755      재능분야 304,514,260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1,308,535,690      장학생선발경비, 정보화사업비 79,263,471

     기타지정기탁금 31,625,000      Citi-KOSBI여성CEO장학금 4,000,000

3.  사업외수익 451,368,850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201,970,000

     이자수입 367,410,283      푸른꿈 희망장학금 8,000,000

     전기선급세환급 67,728,450      희망파티쉐장학금 19,800,000

     전기장학금 반납수입 15,698,190      청춘start장학금 113,410,780

     기타수입 531,927      소나무장학금 84,327,020

4.  전기이월금 3,973,759,893      H-점프스쿨장학금 177,796,988

     꿈나무장학금 26,540,000

     유영아학업장학금 50,000,000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279,604,570

     해외공익탐방장학금 28,152,688

     재단중장기발전연구 29,100,000

     멘토링강연사업 13,105,246

     글로벌인재장학금 62,195,800

     공익인재장학생선발경비 14,699,364

     지정기탁사업관리경비 3,542,200

     홍보ㆍ정보보호 24,839,540

     기타장학사업비 219,620

3.  기본재산편입 1,146,000,000

4.  차기이월금 -

합  계 16,328,392,188 합  계 13,075,5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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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대비실적표

제6(당)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 수입지부
단위 : 원

구분 예산(A) 실적(B) 증가액(B-A) 달성율(B/A)

1.  재산수입 10,187,856,000 10,187,856,000 - 100%

     보통재산출연금 10,187,856,000 10,187,856,000 - 100%

2.  기부금수입 1,601,068,634 1,715,407,445 114,338,811 107%

     Citi-KOSBI여성CEO장학금 5,000,000 - (5,000,000) 0%

     희망파티쉐장학금 18,000,000 19,800,000 1,800,000 110%

     꿈나무장학금 26,000,000 26,540,000 540,000 102%

     소나무장학금 95,000,000 76,000,000 (19,000,000) 80%

     H-점프스쿨장학금 153,500,000 153,500,000 - 100%

     청춘start장학금 - 99,406,755 99,406,755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1,303,568,634 1,308,535,690 4,967,056 100%

     기타지정기탁금 - 31,625,000 31,625,000

3.  사업외수입 417,728,450 451,368,850 33,640,400 108%

     이자수입 350,000,000 367,410,283 17,410,283 105%

     전기선급법인세환급 67,728,450 67,728,450 - 100%

     전기장학금 반납수입 - 15,698,190 15,698,190

     기타수입 - 531,927 531,927

4.  전기이월금 3,973,759,893 3,973,759,893 - 100%

합계 16,180,412,977 16,328,392,188 147,979,211 101%

2. 지출지부
단위 : 원

구분 예산(A) 실적(B) 잔액(A-B) 집행율(B/A)

1.  경상운영비 456,500,000 384,174,164 72,325,836 84%

     인건비 224,147,000 201,486,870 22,660,130 90%

     사무관리비 232,353,000 182,687,294 49,665,706 79%

2.  장학사업비 12,286,886,343 11,545,345,097 741,541,246 94%

     고등학교분야 6,000,000,000 5,736,605,550 263,394,450 96%

     하나고등학교분야 324,000,000 324,000,000 - 100%

     대학분야 4,000,000,000 3,951,158,000 48,842,000 99%

     대학원분야 11,500,000 8,500,000 3,000,000 74%

     재능분야 310,000,000 304,514,260 5,485,740 98%

     장학생선발경비, 정보화사업비 97,356,000 79,263,471 18,092,529 81%

     Citi-KOSBI여성CEO장학금 9,389,330 4,000,000 5,389,330 43%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201,970,000 201,970,000 - 100%

     푸른꿈 희망장학금 8,131,000 8,000,000 131,000 98%

     희망파티쉐장학금 18,000,000 19,800,000 (1,800,000) 110%

     청춘start장학금 117,695,789 113,410,780 4,285,009 96%

     소나무장학금 125,423,730 84,327,020 41,096,710 67%

      H-점프스쿨장학금 197,019,230 177,796,988 19,222,242 90%

     꿈나무장학금 26,000,000 26,540,000 (540,000) 102%

     유영아학업장학금 50,000,000 50,000,000 - 100%

     엡손글로벌리더장학금 440,000,000 279,604,570 160,395,430 64%

     해외공익탐방장학금 30,000,000 28,152,688 1,847,312 94%

     재단중장기발전연구 30,000,000 29,100,000 900,000 97%

     멘토링강연사업 23,000,000 13,105,246 9,894,754 57%

     글로벌인재장학금 185,400,000 62,195,800 123,204,200 34%

     공익인재장학생선발경비 17,400,000 14,699,364 2,700,636 84%

     지정기탁사업관리경비 3,676,000 3,542,200 133,800 96%

     홍보ㆍ정보보호 25,850,000 24,839,540 1,010,460 96%

     기타장학사업비 35,075,264 219,620 34,855,644 1%

3.  기본재산편입 1,146,000,000 1,146,000,000 - 100%

4.  차기이월금 2,291,026,634 - 2,291,026,634 0%

합계 16,180,412,977 13,075,519,261 3,104,893,716 81%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강권은  강동연  강동윤  강동희  강등모  강민영  강범식  강범주  강본규  강봉구  강서연  강성규  강성남  강성미  강성진  강성훈  강승중  강신태  강영진  

강우석  강욱모  강운순  강원웅  강정아  강정호  강제희  강종건  강종철  강지혜  강창렬  강창호  강충구  강충서  강태욱  강현규  강현숙  강형석  강호신  

강화남  강희경  경정수  계성민  고경제  고만진  고명준  고미정  고선원  고성규  고승진  고영석  고영환  고운용  고인구  고한민  고현기  고현아  고혜리  

고홍희  공병희  곽기성  곽길보  곽명옥  곽성훈  곽유신  곽윤주  곽정원  곽정훈  곽    찬  구양서  구용환  구일모  구장현  구재훈  국진호  권경신  권기해  

권도용  권미연  권범순  권봉석  권석락  권선미  권수진  권순기  권순형  권영석  권영준  권영태  권오정  권용길  권은영  권재범  권중혁  권진수  권태성  

권혁신  권혁율  권현진  권희규  금경린  금동근  길연수  길익환  김가희  김강휘  김경난  김경남  김경록  김경민  김경복  김경선  김경수  김경수  김경숙  

김경인  김경호  김    곤  김관섭  김관식  김관호  김광섭  김광순  김국선  김국진  김국훈  김권태  김    규  김규동  김규채  김기련  김기봉  김기영  김기은  

김기응  김기진  김남주  김다영  김다정  김달수  김대경  김대연  김대현  김대현  김대호  김대호  김대환  김덕래  김도금  김도연  김도현  김도희  김동석  

김동식  김동영  김동운  김동일  김동환  김동훈  김동희  김만수  김만수  김만호  김명국  김명중  김문규  김문섭  김문홍  김미선  김미성  김미연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  김미희  김민석  김민숙  김민주  김민철  김민호  김민환  김범준  김병규  김병민  김병수  김병옥  김병탁  김병훈  김보람  김보선  김보수  

김복기  김봉대  김봉수  김봉은  김빛나  김사라  김사문  김삼수  김상규  김상기  김상돈  김상미  김상미  김상용  김석규  김석규  김석호  김선경  김선규  

김설희  김성건  김성국  김성대  김성렬  김성민  김성민  김성범  김성수  김성엽  김성완  김성우  김성윤  김성일  김성태  김성호  김성환  김소영  김수경  

김수미  김수일  김수정  김수정  김수현  김수환  김슬기  김승규  김승욱  김승환  김시영  김시준  김신광  김연각  김연순  김연하  김영기  김영길  김영남  

김영대  김영덕  김영돈  김영미  김영민  김영민  김영선  김영애  김영윤  김영이  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지  김영철  김영현  김영호  김영호  김영훈  

김영휘  김영희  김예경  김용갑  김용수  김용운  김용주  김용호  김운석  김    웅  김원섭  김유경  김유상  김유석  김유선  김유현  김윤미  김윤상  김윤상  

김윤정  김윤호  김은주  김은진  김은진  김은희  김인영  김일동  김일선  김장곤  김재경  김재규  김재룡  김재성  김재윤  김재중  김재찬  김재현  김재현  

김재형  김재훈  김재희  김정무  김정수  김정아  김정아  김정오  김정우  김정철  김정태  김정현  김정호  김정훈  김정희  김제충  김제훈  김조현  김종규  

김종길  김종묵  김종문  김종범  김종복  김종업  김종완  김종인  김종일  김종진  김종한  김종희  김주경  김주식  김주영  김주표  김준성  김준용  김지민  

김지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태  김지향  김    진  김진국  김진섭  김진성  김진식  김진우  김진표  김진호  김진홍  김진희  

김찬수  김찬양  김찬영  김창만  김창순  김창원  김채현  김철수  김태건  김태경  김태균  김태식  김태식  김태식  김태우  김태일  김태현  김태호  김태훈  

김태훈  김택수  김평수  김학선  김한수  김항욱  김해성  김해종  김혁상  김혁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우  김현욱  김현종  김현진  김현철  김형석  김형진  

김형찬  김혜림  김혜미  김혜영  김호정  김    환  김효석  김효진  김훈찬  김흥열  김희경  김희수  나기업  나성춘  나윤정  남경우  남기정  남돈근  남동우  

남승희  남재균  남현진  남희주  노경희  노미영  노병윤  노상현  노소영  노아람  노영미  노진호  노형곤  단영환  도라지  도익한  두영주  류경민  류근현  

류민지  류상희  류숙정  류승언  류양현  류영진  류용석  류원근  류인칠  류재현  류해일  류호석  마해정  명주한  목진희  문문석  문배석  문성민  문성춘  

문세준  문수청  문승환  문영림  문영심  문완식  문장용  문제준  문필재  문현경  문홍성  민병엽  민석원  민은식  민철홍  박경길  박경란  박경정  박경호  

박계식  박관규  박관신  박교용  박교원  박근배  박기영  박기화  박남휘  박대성  박대우  박대진  박동식  박동영  박동일  박만수  박명석  박무용  박문수  

박미숙  박미영  박미정  박미진  박민균  박민아  박민영  박민우  박병택  박병희  박보희  박삼기  박상규  박상민  박상민  박상배  박상영  박상용  박상준  

박서현  박선령  박설희  박성국  박성득  박성윤  박성조  박성준  박성진  박성호  박성호  박세훈  박소영  박소영  박송이  박수진  박숙정  박연호  박연희  

박영민  박영상  박영선  박영식  박영일  박영호  박영훈  박완석  박용만  박용선  박    원  박원균  박원종  박유선  박유환  박윤미  박윤수  박윤진  박은주  

박은혜  박응수  박응식  박인경  박인석  박일도  박자영  박재순  박재용  박재원  박재일  박재홍  박재홍  박정균  박정근  박정원  박정훈  박제옥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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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섭  박종안  박종영  박종욱  박종원  박종윤  박종필  박주리  박주선  박준기  박준용  박준하  박준형  박지나  박지미  박지선  박지성  박진영  박진원  

박진위  박진힘  박찬영  박찬희  박철구  박치규  박태용  박해익  박현미  박현숙  박현주  박현주  박현준  박형석  박홍규  박홍진  박화성  박효영  박희강  

박희규  박희주  반상우  방형국  배균호  배동석  배연지  배재원  배준화  배진욱  배형식  백동열  백범선  백봉희  백승암  백승화  백온기  백원선  백은혜  

백재은  백종엽  백찬기  백충현  변기복  변윤정  변일성  변태현  복송이  서경석  서관석  서대진  서동원  서동현  서민경  서병완  서성교  서승원  서영진  

서용석  서정빈  서천석  서태식  서한우  서현전  서홍석  성낙정  성용훈  성윤정  성재호  성희진  소대용  손미연  손소희  손완진  손요섭  손원규  손은진  

손정임  손준오  손창준  손칠용  손학선  손혁준  손형숙  손혜민  송강호  송경미  송경한  송광훈  송기상  송기창  송덕만  송두현  송무섭  송봉기  송상범  

송석기  송선민  송순영  송승아  송승용  송애영  송용식  송원지  송재홍  송재환  송제욱  송종화  송지영  송진산  송택주  송해균  송형주  송효근  송희진  

신기성  신동식  신동일  신동준  신민주  신선화  신소영  신승용  신승현  신승호  신용평  신용호  신원근  신원영  신익섭  신재호  신주훈  신지용  신현상  

신현수  신현원  신현호  신형권  신혜원  신홍기  신희수  심광종  심성보  심수현  심우섭  심우재  심원섭  심윤보  심재영  심해선  안광현  안대현  안동수  

안동수  안병국  안병권  안성학  안성효  안영철  안은미  안은형  안정인  안종술  안종호  안지혜  안해영  안    현  안현경  안현석  안호은  안    훈  안희민  

양경춘  양도승  양동남  양미영  양범석  양병찬  양성준  양승복  양승상  양영모  양영춘  양오창  양용식  양우영  양유리  양현동  양현아  양회진  어경호  

엄근식  엄기성  엄제원  엄주훈  엄희영  여인모  여찬국  여찬주  여효동  연세오  연준희  염정호  염정훈  오균세  오남석  오명석  오명현  오상근  오상덕  

오성헌  오승환  오은택  오응수  오재인  오준석  오준선  오준영  오창규  오창근  오창훈  오태균  오태훈  오훈중  옥덕수  왕연준  용혜리  우규명  우다솜  

우상하  우재홍  우제현  우현규  원기원  원용구  원은숙  원혜진  위돈곤  유광선  유광훈  유남기  유대현  유범균  유병준  유병혁  유병현  유상용  유성용  

유성조  유승석  유승호  유연동  유   영  유영선  유영재  유용근  유웅희  유재명  유재상  유재찬  유정수  유종훈  유주상  유지형  유창현  유철원  유철환  

유충조  유태석  유필상  유한종  유현민  유현석  유현종  유호원  유홍식  유효진  육배수  윤광석  윤기용  윤동수  윤동식  윤병만  윤상수  윤석원  윤석희  

윤선미  윤선응  윤성진  윤성훈  윤소연  윤승강  윤여준  윤여혁  윤인선  윤정도  윤종혁  윤주만  윤주영  윤주현  윤지순  윤찬미  윤천웅  윤철록  윤태근  

윤현아  윤형노  윤혜정  윤호철  은홍기  이가연  이강민  이건우  이건준  이건호  이건화  이경진  이경진  이경태  이경희  이계세  이관엽  이관우  이관주  

이관헌  이광성  이광식  이광영  이광호  이광희  이규완  이근수  이근우  이근일  이금오  이기민  이기석  이기성  이기웅  이기호  이길용  이나영  이남민  

이남하  이대인  이대한  이대희  이덕수  이덕종  이도연  이도원  이동영  이동우  이동희  이명재  이명준  이명진  이무늬  이문길  이미선  이미영  이미진  

이민경  이민령  이민영  이민우  이민우  이민지  이민희  이범석  이범윤  이병갑  이병권  이병만  이병문  이병승  이병재  이보현  이복윤  이부형  이삼혁  

이상규  이상균  이상길  이상만  이상문  이상민  이상배  이상보  이상수  이상열  이상열  이상엽  이상욱  이상준  이상진  이상진  이상출  이상필  이상혁  

이상호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석민  이석범  이    선  이선규  이선민  이성균  이성민  이성수  이성열  이성오  이성우  이성우  

이성윤  이성철  이성호  이성호  이성훈  이세선  이세영  이세일  이소연  이수구  이수빈  이수정  이수현  이순형  이승근  이승식  이승열  이승엽  이승옥  

이승용  이승원  이승재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시은  이신영  이아연  이안나  이연배  이    영  이영곤  이영구  이영권  이영덕  이영만  이영석  이오영  

이용대  이용우  이용주  이용준  이용훈  이우승  이우영  이우진  이운용  이원준  이원진  이유나  이유미  이유화  이윤배  이윤복  이윤석  이윤영  이윤재  

이은별  이은아  이은이  이은정  이은진  이은호  이응봉  이    인  이인규  이인혁  이일영  이재경  이재경  이재광  이재근  이재명  이재석  이재설  이재성  

이재수  이재순  이재익  이재정  이재형  이재형  이재훈  이재훈  이재희  이점호  이정관  이정근  이정근  이정기  이정민  이정수  이정아  이정애  이정원  

이정원  이정주  이정혁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종관  이종국  이종만  이종명  이종묵  이종선  이종성  이종순  이종진  이종현  이종훈  이주열  이주영  

이주헌  이주현  이주현  이주형  이주형  이    준  이준길  이준민  이준수  이준언  이준연  이준우  이준일  이준철  이준형  이준호  이준호  이중헌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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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규  이진규  이진섭  이진옥  이진용  이진우  이진원  이진원  이진희  이찬호  이창호  이    철   

이    철  이철종  이    청  이춘섭  이충호  이충희  이태경  이태근  이태현  이택열  이택영  이학준  이    한  이한수  이한호  이현삼  이현성  이현송  이현우  

이현종  이현훈  이현희  이형석  이형호  이혜수  이혜향  이호열  이호정  이홍기  이화섭  이화정  이화종  이효술  이후락  이희광  이희근  이희정  이희종  

이희철  인희재  임경래  임경묵  임광빈  임규홍  임기준  임기진  임동선  임동진  임동환  임무성  임성기  임성묵  임성민  임성빈  임세철  임소윤  임연주  

임영배  임요택  임용득  임은정  임인영  임장수  임정철  임정훈  임정희  임종필  임종혁  임지윤  임진영  임진유  임채경  임채준  임태호  임표재  임학순  

임학환  임현우  임형배  임형종  임혜미  임혜원  임효경  임효성  임효용  임희민  장경원  장광수  장광호  장규남  장금배  장동규  장동혁  장상만  장성규  

장수경  장수정  장순식  장승용  장신규  장영봉  장영자  장은석  장정식  장준영  장지춘  장태욱  장호연  장    훈  장희준  전규찬  전명곤  전봉언  전상용  

전상현  전성영  전영수  전용진  전용철  전윤구  전장현  전제경  전종근  전태중  전학배  전해진  전현렬  전혜정  전호석  전효량  전희수  정가경  정경태  

정광교  정규련  정규칠  정규헌  정규현  정규호  정근영  정근욱  정근종  정기업  정길용  정대호  정대훈  정도훈  정동화  정명애  정미화  정민호  정병복  

정병은  정상욱  정상철  정서윤  정석정  정석철  정석환  정석환  정선영  정성문  정성민  정성원  정성진  정소영  정수용  정수현  정순재  정승우  정승우  

정연길  정영기  정영덕  정영학  정용석  정용헌  정용현  정우천  정우철  정운덕  정운태  정원균  정원선  정유진  정윤환  정은정  정응훈  정의연  정인규  

정인수  정인원  정일택  정자영  정재관  정재균  정재우  정재학  정재환  정종택  정종헌  정주희  정지국  정지호  정지훈  정진권  정진우  정진욱  정진한  

정진환  정진희  정차섭  정찬교  정찬송  정찬진  정창교  정창수  정창일  정춘화  정치운  정태균  정태민  정태삼  정태일  정하영  정해기  정해미  정현옥  

정혜숙  정호욱  정홍관  정화민  정효정  정희재  제갈승  제갈승규  조강희  조관희  조구현  조국현  조규봉  조기훈  조백순  조범준  조병갑  조병학  조부관  

조상필  조상휘  조성근  조성란  조성빈  조성수  조성옥  조성욱  조성제  조성철  조성환  조수정  조순제  조승연  조신환  조아라  조영원  조옥준  조용만  

조우철  조원래  조원진  조원혜  조유완  조유종  조윤기  조은정  조은지  조재주  조정연  조정욱  조정현  조정희  조종수  조준성  조준영  조지영  조진욱  

조철현  조태경  조태희  조필영  조현명  조현주  조현지  조형설  조    훈  조희영  조희종  주광찬  주동휘  주석호  주숙정  주신후  주용준  주원규  주재준  

주태성  주형윤  지면호  지병관  지상옥  지유진  지화용  진동락  진선애  진용면  진익훈  진치양  차근탁  차기붕  차기정  차봉진  차상민  차승환  차승희  

차재옥  차점진  채문선  채영병  채재욱  채종미  채진아  천세영  최경수  최경용  최계원  최관회  최광식  최광주  최규호  최근식  최금호  최기섭  최기호  

최길용  최나리  최나리  최동길  최동열  최동헌  최문형  최미선  최병길  최병필  최병학  최봉영  최상민  최상열  최상운  최석곤  최석웅  최선호  최설희  

최성규  최성아  최성우  최소영  최신규  최영석  최영순  최영식  최영완  최영우  최영철  최영현  최영호  최요한  최용해  최용호  최우섭  최우정  최우진  

최우혁  최유림  최윤경  최윤종  최은선  최은주  최은주  최의곤  최인수  최재준  최재철  최재혁  최재혁  최정문  최정우  최정호  최종삼  최종수  최종우  

최종운  최주한  최지연  최지영  최진구  최진국  최진석  최진순  최진우  최진일  최찬욱  최창순  최철호  최철훈  최태석  최현옥  최현화  최형조  최형희  

최혜영  최홍준  최희진  추건호  추교명  추병호  추지은  추창일  표명선  하경수  하경준  하두호  하문기  하유리  하정목  하태광  한규숙  한규필  한기영  

한대룡  한도나  한동일  한동호  한민수  한병훈  한상범  한상준  한상진  한상회  한영은  한영주  한운석  한은숙  한재성  한재혁  한종석  한치우  한칠석  

한현규  한홍근  한화진  함광용  허광민  허덕명  허수정  허영태  허원영  허윤무  허    찬  허창구  허형석  현제용  현종호  현준석  현지민  현홍택  호동기  

홍건표  홍미혜  홍석란  홍석표  홍성우  홍성욱  홍승표  홍신남  홍신표  홍영대  홍영상  홍우표  홍은경  홍응남  홍재학  홍주의  홍준기  홍진기  홍진우  

홍진호  홍호준  황경원  황규봉  황규수  황규하  황대영  황명일  황병철  황상현  황선영  황성구  황성미  황세년  황    용  황우채  황윤재  황의식  황인백  

황자영  황정일  황준하  황태기  황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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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선물합니다.

미래세대 배움의 꿈을 키우는

서울장학재단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304(운니동, 가든타워)
Tel_02.725.2257   Fax_070.4133.2258

 홈페이지   http://www.hiss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