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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원 기본사업 산출물 목록

2017년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한 기본사업의 산출물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총 133개이다(표 1). 

ID 게재일 사업분야 제목 보고서 칼럼
회원

사업

공지&

후기

19979 2017-01-04 사회담론 위클리펀치(541) 촛불시민혁명, 긴 항해를 이끌 좌표는 무엇인가? ○

19993 2017-01-04 일반경제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

20010 2017-01-09 회원사업 [무료초대:1월확!新!광장] 2017 한국과 세계 경제 전망 ○

20020 2017-01-09 노동 2017 전망보고서 (1) 노동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

20044 2017-01-11 마을공동체 위클리펀치(542) 달란트와 카르마 ○

20067 2017-01-12 일반경제 이슈진단(155)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

20092 2017-01-16 사회복지 2017 전망보고서 (2) 복지: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

20100 2017-01-18 사회담론 위클리펀치(543) 보수의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다 ○

20113 2017-01-20 회원사업 2016 연구&활동 보고서 ○

20127 2017-01-20 일반경제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의 한계와 과제 ○

20147 2017-01-25 노동 위클리펀치(544) 대못주자, 불통정권의 오마주 ○

20166 2017-01-25 사회담론 2017 전망보고서 (3) 정세: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

20182 2017-01-25 회원사업 [후기&강연자료] 확!新!광장 Vol.14_세계경제 <2017경제전망> 후기 ○

20205 2017-01-31 일반경제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⑦ ‘공정한 노사질서’토대 만들자 ○

20209 2017-02-01 사회담론 위클리펀치(545) 역사는 한계를 딛고 전진한다 ○

20233 2017-02-03 일반경제 2017 전망보고서 (4) 세계경제: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

20252 2017-02-06 마을공동체 2017 전망보고서 (5) 마을: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 마을살이의 운명은? ○

20262 2017-02-08 노동 위클리 펀치(546) 개혁과 혁신 뒤의 ‘바른’ 보수? ○

20266 2017-02-10 사회주택 2017 전망보고서 (6) 부동산: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

20311 2017-02-13 보건의료 2017 전망보고서 (7)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287 2017-02-14 회원사업 새사연 신서 '청춘의 가격' 발송 안내 ○

20282 2017-02-15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47) 죽음에 이르는 병, ‘자만’ ○

20322 2017-02-22 사회복지 위클리 펀치(548) 유아 공교육, ‘유보통합’ 말고 이번엔 ‘학제 개편’? ○

20334 2017-02-22 사회종합 2017 전망보고서 (8) 종합: 2017년 7대 분야를 전망하다 ○

20349 2017-03-01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49)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① ○

20366 2017-03-07 사회주택 이슈진단(15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

20363 2017-03-08 인문문화 위클리 펀치(550)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

20386 2017-03-10 사회주택 이슈진단(15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

20396 2017-03-13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51) 촛불시민혁명, 대변혁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다 ○

20399 2017-03-13 일반경제 새사연 Insight(1) 미리 보는 2017년 중국 양회(两会) ○

20408 2017-03-14 회원사업 [탄핵기념] 신서 <청춘의 가격> 서평단 모집! ○

20423 2017-03-16 사회주택 이슈진단(15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

20436 2017-03-17 회원사업 [무료초대:3월확!新!광장] 2017 청춘시장 ○

20442 2017-03-17 일반경제 콕짚지표(1) 갈수록 갚기 힘든 가계부채 구조 ○

20456 2017-03-20 노동 현안브리핑(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20485 2017-03-21 사회복지 새사연 Insight(2) 시민을 국정의 중심에 세운 애플비의 행정론: 촛불과 탄핵 이후의 과제 ○

표 1. 2017년 연구원 산출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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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게재일 사업분야 제목 보고서 칼럼
회원

사업

공지&

후기

20451 2017-03-22 사회주택 위클리 펀치(552) 가난 청년 취향 저격?! -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 그리고 셰어하우스 ○

20525 2017-03-23 사회주택 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

20533 2017-03-29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53) 가계부채 총량 증가 관리 대책, 문제 원인은? ○

20545 2017-04-03 노동 새사연 Insight(3) 이기심과 공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

20560 2017-04-04 회원사업 [후기&강연자료] 확!新!광장 Vol.15 <2017 청춘시장> 후기 ○

20552 2017-04-05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54)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까? ③ ○

20584 2017-04-10 일반경제 새사연 Insight(4) 미국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20578 2017-04-10 회원사업 영화 '어폴로지' 상영회! 함께 보아요! ○

20598 2017-04-12 사회종합 위클리 펀치(555) 세월호의 기억 ○

20614 2017-04-12 사회주택 [현장보고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3년을 버티며 남긴 고민들 ○

20623 2017-04-17 사회복지 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

20639 2017-04-18 정치 이슈진단(160) The Plan : 민주주의 깨트리기 ○

20680 2017-04-18 일반경제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경제편 ○

20676 2017-04-18 정치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남북관계편 ○

20667 2017-04-18 농업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농업편 ○

20658 2017-04-18 사회주택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부동산편 ○

20650 2017-04-18 노동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노동편 ○

20792 2017-04-20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56) 대선 정국,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 있는가? ○

20798 2017-04-24 회원사업 <모집>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Season 2. ○

20807 2017-04-26 사회복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

20819 2017-04-27 노동 콕짚지표(2) 도시근로자의 상대적 빈곤율 ○

20835 2017-04-27 사회복지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

20846 2017-04-29 정치 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

20841 2017-05-02 보건의료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

20902 2017-05-02 보건의료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

20862 2017-05-03 노동 위클리 펀치(557) 노동 밖의 노동을 상상하며 ○

20911 2017-05-04 정치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전체 모음집 ○

20923 2017-05-09 정치 위클리 펀치(558) 19대 대선, 정치참여 불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

20931 2017-05-10 사회주택 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

20952 2017-05-16 노동 현안브리핑(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20941 2017-05-17 인문문화 위클리 펀치(559) 드라마 [역적] 과 80년 광주 ○

20971 2017-05-24 사회주택 위클리 펀치(56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매칭'의 기술 ○

20987 2017-05-25 마을공동체 이슈진단(16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

20999 2017-05-31 노동 위클리 펀치(561)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박수와 우려 ○

21012 2017-05-31 사회주택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① ○

21017 2017-06-07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62) 선진국 벤치마킹 시대는 끝났다 ○

21026 2017-06-14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63) 미국, 탐욕스러운 금융 다시 돌아오고 있다. ○

21038 2017-06-20 회원사업 [공지] 새사연 사무실 이전 안내 ○

21042 2017-06-21 사회주택 위클리 펀치(564) 신뢰와 연대는 협동조합의 경쟁우위가 될 수 있을까? ○

21047 2017-06-21 일반경제 콕짚지표(3) GDP대비 국내총투자율, 지난 20년 중 최악 ○

21054 2017-06-23 사회주택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② ○

21061 2017-06-27 회원사업 [모집] 2017 여름아카데미 - 세계 혁명 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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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게재일 사업분야 제목 보고서 칼럼
회원

사업

공지&

후기

21068 2017-06-28 마을공동체 위클리 펀치(565) 마을에서 연구하기 ○

21075 2017-07-04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66)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성공의 열쇠는? ○

21122 2017-07-12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67)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번영: 우리시대에 상영되기 힘든 대본 ○

21135 2017-07-13 마을공동체 이슈진단(166)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

21146 2017-07-14 사회주택 [새출간]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

21149 2017-07-14 회원사업 [모집] 자본론 강독 시즌 2 ○

21156 2017-07-17 사회주택 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

21163 2017-07-19 노동 위클리 펀치(568)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다리며 ○

21181 2017-07-26 노동 위클리 펀치(569) 당신의 공공활동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

21199 2017-08-01 일반경제 현안브리핑(3)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더 나은 나라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 ○

21191 2017-08-02 인문문화 위클리 펀치(570) 할인의 추억과 도서정가제 ○

21215 2017-08-04 회원사업 [후기] 새사연 여름 아카데미 <세계혁명기행> 회원 후기 ○

21210 2017-08-09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71) 북핵 해법, 미국은 협상카드 내밀까? ○

21233 2017-08-16 사회주택 위클리 펀치(572) 2017년 ‘역세권2030’ 청년주택과 1987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

21249 2017-08-21 사회주택 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

21265 2017-08-23 사회주택 위클리 펀치(573)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

21287 2017-08-29 사회담론 [기획] '사람중심경제'란 무엇인가? ○

21284 2017-08-30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74) 중국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나쁜의미에서. ○

21301 2017-09-04 회원사업 [무료초대: 9월 확!新!광장]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

21296 2017-09-06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75) 우리들의 시지프스 바위 '성장' ○

21314 2017-09-06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 ○

21319 2017-09-11 마을공동체 이슈진단(168) 마을에서 연구하기 :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서울) ○

21332 2017-09-12 노동 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21341 2017-09-12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2. 근대혁명의 빅뱅, 프랑스대혁명 ○

21328 2017-09-13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76) 금융적폐, 키코 사태로 다시 보다 ○

21349 2017-09-20 사회종합 위클리 펀치(577)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

21359 2017-09-20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3. 노동자 계급의 진출과 마르크스주의 ○

21364 2017-09-26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4. 냉혹함의 극치를 보여준 러시아혁명 ○

21371 2017-09-27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78) 다시 보는 2012년 리보 금리 사기 사건 ○

21383 2017-09-29 노동 이슈진단(170)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

21380 2017-10-11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79) 온전한 노동권 실현의 두 가지 길 ○

21391 2017-10-11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5. 중국혁명, 대륙에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 ○

21395 2017-10-18 사회주택 위클리 펀치(580)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 ○

21399 2017-10-19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6.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 ○

21408 2017-10-24 회원사업 [무료초대: 11월 확!新!광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Biz모델과 일자리 ○

21414 2017-10-24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7. 20세기 최고의 충격사건, 소련 붕괴 ○

21405 2017-10-25 사회종합 위클리 펀치(581)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

21424 2017-10-31 사회주택 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

21428 2017-10-31 사회종합 [현장보고서] 2017 성차별 보고서 ○

21420 2017-11-01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82) 86세대, 가장 성공한 세대에서 가장 실패한 세대로 ○

21439 2017-11-02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8. 중국, 새로운 길을 가다 ○

21456 2017-11-07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9. 세계를 집어삼킨 광기,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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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업 분야별 산출물 집계

2017년 기본사업 산출물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표 2>와 같다. 

ID 게재일 사업분야 제목 보고서 칼럼
회원

사업

공지&

후기

21444 2017-11-08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83) 트럼프 대통령의 새 연준의장 지명자 제롬 파월, “지식도, 이해도, 능력도 없는 사람” ○

21462 2017-11-15 노동 위클리 펀치(584)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학생에게 학습권을! ○

21470 2017-11-15 사회주택 [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③ ○

21476 2017-11-15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0. 수명이 다 된 복지국가 모델 ○

21480 2017-11-22 인문문화 위클리 펀치(585)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

21486 2017-11-22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1. 황혼녘에 이른 '노동 대 자본' 프레임 ○

21491 2017-11-28 사회주택 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

21494 2017-11-28 사회담론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2. 혼돈의 시대를 밝힌 촛불시민혁명 ○

21500 2017-11-29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86) 우리 안의 신자유주의 ○

21506 2017-12-06 사회담론 위클리 펀치(587) 지겨운 그 밥에 그 나물 ○

21512 2017-12-12 마을공동체 위클리 펀치(588) 마을공동체 vs 신자유주의, 괴물을 사이에 둔 세기의 대결 ○

21518 2017-12-19 일반경제 위클리 펀치(589) 비트코인, 언제까지 승승장구 할까? ○

21525 2017-12-26 사회종합 위클리 펀치(590) 청년정책, 보상 아닌 기반조성으로 ○

사업분야 보고서 칼럼 회원사업 공지&후기 도서출간

노동 7 8

농업 1

마을공동체 4 3

보건의료 3

사회담론 14 13 1*

사회복지 3 3

사회종합 2 4

사회주택 16 6

인문문화 4

일반경제 9 13

정치 4 1

회원사업 8 7

소계 63 55 8 7 1

* 한국혁명

표 2. 2017년 기본사업 분야별 산출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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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사업 산출물

우리 연구원은 2017년 다음과 같은 특별(수익)사업을 진행하였다.

고유번호 진행시기 사업명 발주(관련)기관

특별2017-01 2017년  6월 ~  9월 SH공사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 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특별2017-02 2017년  9월 ~ 11월
서로 듣고 뽑아서 풀어본다 – 지속가능한 따복공동체 정책을 위한 

집담회형 이슈분석 실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특별2017-03 2017년  9월 ~ 12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조합설립 지원 용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표 3. 2017년 특별(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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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입⋅지출

2017년 우리 연구원이 얻은 수입은 다음과 같다. (전년 대비)

【2016년 이월금】

○ 이월금 : 67,389,050원 (51,743,235원)

【기본사업수입】

○ 기부금 : 158,827,320원 (△36,086,553원)

○ 도서판매 및 인세, 회원참가비 등 : 1,949,879원 (△742,121원)

【특별(수익)사업수입】 (용역수입 합계) 38,516,602원 (△34,123,398원)

○ 특별2017-1 : 14,250,000원

○ 특별2017-2 : 5,006,602원

○ 특별2017-3 : 19,260,000원

【정부보조금 등】

○ 시간제일자리보조금 : 9,580,630원

【기타】

○ 이자수입, 취소⋅환불 등 잡수입 : 434,006원

○ 기타(보증금 반환) : 15,000,000원

○ 수입합계 : 291,263,481원 (△4,150,786원)

○ 수입합계 – 이월금 : 223,874,431원 (당기수입) (△55,894,0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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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 연구원이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본사업지출】 (기본사업지출 합계) 114,857,033원 (△24,912,773원)

○ 상근인건비(실수령액. 이체수수료 포함) : 107,912,440원 (△27,973,960원)

○ 기타인건비(실수령액. 이체수수료 포함) : 851,500원 (99,000원)

○ 기타 비용(인쇄비, 대관료, 출장비, 우송료 등) : 6,093,093원 (2,962,187원)

【특별(수익)사업지출】 

(2016년 이월분) (이월분 합계) 19,674,656원

○ 외부인건비(실수령액. 이체수수료 포함) : 16,662,316원

○ 기타 사업고유비용(인쇄비, 조사비, 회의비 등) : 3,012,340원

(2017년 사업분) (합계) 5,006,602원

○ 외부인건비(실수령액. 실수령액. 이체수수료 포함) : 3,501,000원

○ 기타 사업고유비용(인쇄비, 조사비, 회의비 등) : 1,505,000원

【전체사업 공통지출】 (공통지출 합계) 45,636,737원 (△13,633,427원)

○ 사무실임대료 : 22,072,800원 (△11,745,600원)

○ 복리후생비(식대 등) : 10,894,780원 (△91,800원)

○ 비품비(전산소모품 등) : 3,714,700원 (847,730원)

○ 기타비용(공과금, 네트워크 비용 등) : 8,954,457원 (△2,140,697원)

【기타 지출】

○ 제세공과금(원천징수, 국민연금, 법인세, 기타 공과금 등) : 21,150,140원

○ 퇴직급여(실수령액. 이체수수료 포함) : 33,557,679원

○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 지출합계 249,882,847원 (△33,647,205원)

○ 지출합계 – 특별사업지출 2016년 이월분 : 230,208,191원 (당기지출)

○ 수입합계 - 지출합계 : 41,380,634원 (연말잔액) (△26,008,416원)

○ 당기수입 - 지출합계 : -26,008,416원 (당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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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원현황

2017년 우리 연구원에 기부금을 후원한 회원은 총 676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화 강기탁 강대웅 강대준 강대진 강명욱 강방권 강성진 강세진 강영건 강예원 강위원 강윤중 강재성 강주석 강철 강충

석 강현신 강황선 고광덕 고병수 고병찬 고수일 고영철 고은현 고창영 공정경 곽노은 곽진혁 구문회 구본홍 구영준 구자덕 

국윤주 권보경 권순형 권영환 권영훈 권유진 권장희 권지웅 권혁범 길혜민 김갑봉 김경일 김경학 김경희 김관희 김광유 김규

태 김기언 김기환 김남근 김남진 김다희 김대윤 김대중 김대훈 김도년 김동근 김동수 김동운 김란수 김량남 김력균 김명곤 

김미경 김미림 김미정 김미현 김민규 김민수 김민식 김민철 김병구 김병진 김보형 김봉준 김상협 김석산 김선태 김선호 김성은 

김성은 김세진 김솔아 김수동 김수진 김수현 김순석 김승중 김승호 김시연 김영삼 김영석 김영숙 김영실 김영옥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지 김온누리 김용섭 김용일 김용재 김우용 김원준 김은경 김은곤 김은하 김의석 김이종 김

익태 김인근 김인선 김인숙 김인영 김일영 김일현 김잔디 김장순 김재선 김재열 김재학 김재환 김정보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환 김종민 김종현 김주석 김주학 김준호 김중기 김중식 김중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형 김진규 김진리 김진운 김창근 김창

수 김창주 김창현 김춘석 김치윤 김태경 김태열 김태영 김태용 김택용 김하중 김한종 김헌택 김현경 김현기 김현석 김현수 김

형섭 김형수 김형숙 김형택 김혜승 김혜진 김호균 김홍석 김홍석 김홍진 김효상 김휘동 김희연 나옥석 남광우 남기포 남상오 

남원석 남윤용 남재욱 남정윤 남춘우 남희웅 노승미 노승일 노영선 독고경환 류미숙 류영문 류은화 류재준 류현진 명훈 문

대영 문미자 문영록 문진수 문창수 문학선 민성환 민호기 박경준 박고은 박관성 박내현 박동승 박래군 박미영 박미정 박병

원 박병윤 박복남 박상우 박상천 박상훈 박상훈 박석용 박선우 박성우 박성준 박성진 박세길 박송이 박송호 박수기 박숙미 

박순태 박승두 박승복 박승준 박승하 박신영 박신호 박영민 박영욱 박영태 박영호 박용용한의원 박유미 박유원 박은희 박인

호 박재희 박종률 박종선 박종연 박종호 박종화 박중권 박지원 박진확 박창우 박청진 박태만 박하비 박한영 박현주 박현주 

박현태 박훈덕 박휘석 박희대 방기홍 백근관 백성주 백은형 백희원 변창흠 봉인식 부장원 서기호 서순환 서유미 서준섭 서진

영 서현주 성기안 성기태 성은혜 소태웅 손광현 손용구 손용석 손주화 손현주 송기홍 송동철 송동흠 송민정 송원규 송인성 

송정만 송종운 송종원 송현곤 송형진 신경렬 신관식 신귀애 신규철 신동선 신동하 신윤정 신재민 신종화 심소영 심전호 심증

식 심형보 안미향 안수정 안은선 안재영 안정화 안정희 안중선 안진현 안홍균 안홍석 양준 양하승 양현정 엄미정 여경훈 예

병남 예상한 오미란 오민웅 오보영 오세제 오영길 오우석 오원주 오재현 오정규 오중산 오탁근 오현주 오형율 왕준연 우보

영 우승관 우탁 우현주 원선희 유기현 유득종 유영창 유왕기 유용식 유재석 유종성 유호근 육인농장 윤광섭 윤대영 윤미연 

윤민호 윤봉란 윤선영 윤성노 윤승백 윤인수 윤정란 윤정선 윤진 윤찬영 윤태환 윤형혁 윤혜경 은정민 이건민 이건우 이경란 

이경래 이경민 이경상 이경석 이규하 이기원 이기종 이대성 이도형 이동영 이동호 이두행 이명균 이명진 이문규 이미금 이미선 

이미연 이민욱 이병렬 이병찬 이복용 이봉석 이상범 이상열 이상훈 이상희 이석주 이석환 이선구 이선장 이성목 이성재 이성

찬 이성호 이세민 이세현 이세호 이소정 이수연 이수환 이숙희 이순향 이순혁 이숭재 이승은 이승재 이승준 이승태 이승훈 

이승휘 이아영 이연지 이영출 이영탁 이영훈 이용규 이용연 이용중 이용호 이우승 이웅희 이원경 이은경 이은영 이은호 이인

선 이인웅 이장원 이재모 이재성 이재희 이정모 이정식 이정아 이정원 이정한 이정화 이정훈 이정희 이종관 이종제 이종탁 이

종필 이주영 이준훈 이지형 이진영 이진영 이찬일 이창건 이철수 이철호 이태호 이한샘 이한응 이한진 이항규 이현 이현수 이

형민 이형신 인태연 임경진 임규빈 임병권 임석우 임성열 임소라 임영태 임은경 임정호 임지숙 임현준 장경운 장경주 장경호 

장동엽 장동영 장미진 장미희 장삼열 장상석 장성두 장성민 장영혜 장우연 장정열 장창기 장춘봉 전기환 전부순 전상현 전승

훈 전인성 정경섭 정경윤 정규호 정기환 정달현 정동만 정란수 정명영 정문수 정상훈 정상훈 정성국 정성기 정성용 정성인 정

세령 정수경 정수철 정순영 정승일 정연의 정연훈 정옥진 정운진 정원순 정유경 정인태 정재욱 정재형 정재환 정재훈 정제영 

정준모 정찬수 정태인 정태호 정한별 정헌열 정현미 정형기 정혜영 정화영 정효 정희석 정희윤 조규호 조남선 조미현 조민환 

조병준 조병준 조상호 조성용 조성주 조숙영 조아영 조영주 조영호 조은주 조인희 조재근 조재석 조재천 조태영 조태희 조

현수 조호상 조흥식 좌석훈 주수원 주진희 주철영 주현술 진영호 진욱 진현정 진현주 진홍범 차보경 차옥경 차정화 채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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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희 천진숙 최경호 최광남 최국태 최근민 최낙성 최동근 최민선 최상진 최상천 최상천 최선웅 최선희 최성욱 최승묵 최승

희 최영민 최영수 최영화 최용준 최원경 최은식 최은영 최은주 최은혜 최이성 최인숙 최정국 최정은 최종윤 최주희 최지선 최

진열 최현영 추석 탁용달 태선정 (주)편한하우징 하병용 한경 한경례 한규석 한기형 한동석 한만수 한문호 한상범 한상욱 한

상표 한선경 한성연 한영선 한원형 한유미 한일수 한정숙 한정운 한지현 한지혜 허안숙 허창옥 허환 현우영 호준환 홍건표 

홍안나 홍영국 홍현주 황광연 황서연 황선미 황성수 황인성 황인철 황정욱 황해평 황현철 황홍렬 (가나다 순)

기부금을 후원한 회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276명, 부산 22명, 대구 9명, 인천 28명, 광주 30명, 대전 9명, 울산 6명, 세종 3명, 경기 165명, 강원 12명, 충북 9

명, 충남 14명, 전북 24명, 전남 18명, 경북 19명, 경남 13명, 제주 14명, 미상 5명. (행정구역코드 순)

기부금을 후원한 회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 35명, 30~39세 134명, 40~49세 288명, 50세 이상 217명, 미상 2명.

기부금을 후원한 회원을 후원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개월 미만 52명, 12~23개월 54명, 24~35개월 32명, 36~47개월 46명, 48개월 이상 492명.

2017년 가입한 신규회원은 54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길혜민 김경희 김대윤 김도형 김미정 김솔아 김순석 김영실 김예지 김용일 김은곤 김은하 김이종 김현석 김홍석 문창수 박경

준 박신영 박영욱 박종률 박휘석 손현주 신재민 심소영 안수정 오보영 우보영 유기현 유왕기 윤성노 윤정선 은정민 이건민 

이경석 이도형 이석환 이용호 이인선 이종관 장미진 전상현 정제영 정태호 정한별 정혜영 진현주 최경호 최선웅 최주희 추석 

하서윤 한규석 현우영 홍현주 (가나다 순. 재가입 자 포함)

2017년 탈퇴한 회원은 81명이었다. 이중 4명은 2017년 가입자였다. 가입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개월 미만 4명, 12~23개월 10명, 24~35개월 5명, 36~47개월 5명, 48개월 이상 5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