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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행복에서 시작하는 Global Dream을 지향합니다.”

최경주재단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세계 최고의 꿈을 펼쳐가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PGA투어 선수인 최경주 이사장의 기부 이념과 골프의 가치를 밑거름 삼아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마음을 모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그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7년 11월 출범했습니다.

신한은행  140-008-158958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

후원계좌

Bank                 Shinhan Bank, Shinhan PB Apgujeong Center

TEL                   82-2-546-4422

Branch Address   575 Shinsa-Dong, Kangnam-Gu, Seoul, Korea

SWIFT Code        SHBKKRSE

Account Number  180-004-566864

Account Holder    KJ Choi Foundation

Account Information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가길 바라는 의미

꿈&희망성공한 프로골퍼 최경주를

가능케 한 삶의 자세이자

최경주재단의 출발점이 된 키워드

도전

골프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

건강
재단에 관계된

모든 후원자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해진다는 키워드

행복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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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7 10     설립준비위원회“최경주 프로와 함께하는 밤”

11      창립총회

2008 03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 설립

04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고 유가족 지원금 전달

09     지정기부금 단체 선정 (기획재정부)

        미국 텍사스지역에 아이크로 인한 복구 지원금 전달

11      창립 1주년, 골프꿈나무를 위한 후원의 밤“나눔의 굿샷, 희망의 필드”

2009 05     1318 해피존 신월 건립

11      최경주의 행복한 하루 (KJ골프꿈나무 원포인트 레슨) 

        창립 2주년, 골프꿈나무를 위한 후원의 밤“Everything is Possible”

12     최경주재단 미국 법인 설립

        기빙트리 캠페인 (경상지역 200여 명 아동 지원)

2010 02     제 1기 KJ희망장학생 선발

        강진피해 아이티 모금 캠페인“해피 아이티 프로젝트”실시

03     말레이시아 민간단체 6개 기관에 지원금 전달

05     자원봉사단“시행우”발대식

09     태풍 곤파스 피해지역 복구 지원금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최경주의 행복한 하루 (밥퍼 봉사활동 / KJ골프꿈나무 원포인트 레슨)

        자선골프대회 개최“나눔의 굿샷, 희망의 필드 2010”

        창립 3주년, 골프꿈나무를 위한 후원의 밤“Devotional Heart in Rhythm”

12     기빙트리 캠페인 (충남지역 200여 명 아동 지원)

       KJ골프꿈나무 동계훈련 (미국 달라스)

2011 01     연평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     제 2기 KJ희망장학생 선발

03     [미국법인]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지원금 전달

05     제 2기 KJ골프꿈나무 선발

        [미국법인] 미국 남동부 토네이도 복구 지원금 전달

07     KJ희망장학생 자아성장캠프 내사랑 IU

08     KJ골프꿈나무 하계훈련

10     최경주의 행복한 하루 (밥퍼 봉사활동 / KJ골프꿈나무 원포인트 레슨)

        제 1회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개최

11      1318 해피존 완도 건립

        창립 4주년, 나눔을 위한 후원의 밤“Together We can make it happen!”

12      KJ골프꿈나무 동계훈련 (Saddlebrook Resort, Tampa)

        기빙트리 캠페인 (강원지역 350여 명 아동 지원)



2012 02     제 3기 KJ희망장학생 선발

        KJ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 및 오리엔테이션

03     KJ희망장학생 커뮤니티 모임 실시

04     제 3기 KJ골프꿈나무 평가전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지원

        제 3기 KJ골프꿈나무 정기 라운딩 지원 실시

05    베스트버디스 홍보대사 위촉식 (남영우 프로, 홍순상 프로)

        발달장애 골프선수 지원 기금마련 캠페인

06     EMC와 함께하는 꿈의 도서관 오픈 (일신성화학교지역아동센터)

        창의적 체육교실 10개 기관 지원

07    KJ희망장학생 카네기 교육 및 문화 교육 관람

        제 1차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아마추어 선수 선발전

08     KJ하계캠프“Let’s play golf together”

        제 2차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아마추어 선수 선발전

        EMC와 함께하는 꿈의 도서관 오픈 (금사지역아동센터)

10     완도지역 태풍피해 복구지원금 전달

        베스트버디스 홍보대사 위촉식 (위창수 프로, 박상현 프로, 배상문 프로, 김대현 프로)

        제 2회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개최

        최경주 이사장 자서전 「코리안 탱크, 최경주」출간 (인세 전액 기부)

       KJ희망장학생 멘토 특강“최경주 이사장과의 만남”

        최경주의 행복한 하루 (KJ골프꿈나무 원포인트 레슨 / 도서관 봉사활동)

       EMC와 함께하는 꿈의 도서관 오픈 (여주중앙지역아동센터)

       제 2회 최경주 프로와 함께하는 자선 골프대회

       제 2회 d-cubs 발달장애 청소년 골프대회 지원

11     창립 5주년, 나눔을 향한 후원의 밤“Build a Dream Nest”

12      KJ골프꿈나무 동계훈련 (Saddlebrook Resort, Tempa)

        기빙트리 캠페인 (경기 동부지역 370여 명 아동 지원)

2013 02     KJ골프꿈나무 태국 동계훈련 (Happy City & Resort, Chiang Rai, Thailand)

03     제 4기 KJ골프꿈나무 및 KJ희망장학생 선발

        KJ골프꿈나무 및 KJ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

05     SKTelecom OPEN 홍보부스 모금활동을 통한 제주지역 더럭분교 도서 지원

        베스트버디스 후원자의 날

        경북 한동대 사랑의 마라톤 대회 Make Your Love Flow 지원

06     EMC와 함께하는 꿈의 도서관 오픈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07     창의적 체육교실 중간평가

08     KJ하계캠프“Let’s H.E.A.L together”

        EMC와 함께하는 꿈의 도서관 오픈 (푸른지역아동센터)

09     제 2차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아마추어 선수 선발전

10     제 3회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개최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홍보부스 모금활동을 통한 여주지역 하호분교 도서 지원

        창립 6주년, 꿈의 둥지 기금 마련 위한 자선골프대회 및 후원의 밤

        최경주의 행복한 하루 (KJ골프꿈나무 원포인트 레슨)

        EMC와 함께하는 꿈의 도서관 및 꿈길 오픈 (행복한아이들 지역아동센터)

12      [미국법인] 필리핀 태풍 긴급구호 지원금 전달

        기빙트리 캠페인 (경기 안산지역 110여 명 아동 지원)

        창의적체육교실 최종 평가회

       KJ골프꿈나무 동계훈련 (Emerald Lakes, Guangzhou, China)



꿈의 둥지 프로젝트



Dream Nest 건립계획

베스트버디스 후원자의 날

“Build a Dream Nest”는 최경주재단이 추진하고 있는‘꿈의 둥지’건립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최경주재단이 

꿈꾸는‘꿈의 둥지’는 그립센터와 연습장, 파3 등의 시설을 갖춘 전문 골프 아카데미와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및 학습공간 등이 구비된 러닝센터가 결합된 곳으로, KJ골프꿈나무와 KJ희망장학생을 비롯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교육과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교육 공간입니다. 재단에서는 최경주 이사장의 자서전 

출간에 따른 인세 전액과 베스트버디스에 참여하는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부금 등을 모아‘꿈의 둥지’ 

건립을 위한 씨드머니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위한 꿈의 둥지 건립 프로젝트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꿈의 둥지’건립을 위한 2013년도 베스트버디스에 김세영(미래에셋), 이민영2(LIG손해보험), 배희경(호반건설), 

박현진2(고려신용정보), 김다나(넵스), 김초이(요진건설), 최혜정2, 김대현(하이트) 프로 선수들과 김다빈 아마추어 

선수 등 총 9명의 선수가 새롭게 동참해주셨습니다. 최경주재단의 베스트버디스는 2011년 CJ INVITIONAL 대회를 

시작으로 최경주, 홍순상, 남영우, 박상현, 김대현 등 현재까지 국내 21명의 유명 프로 선수들이 정기후원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약 50여명의 선수들이 개별 대회마다 베스트버디스에 약정을 했습니다. 홍보 대사로는 홍순상, 

남영우, 위창수, 박상현, 배상문, 김대현 선수 등으로 국내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주요 프로 골퍼들이 홍보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최경주 이사장 자서전 발간 및 꿈의 둥지 기금 모금 시작

홍보대사 위촉, 기금마련을 위한 캠페인, 디자인 공모 프로모션

파트너십 협약 마련을 위한 캠페인, 디자인 확정 및 설계

시공, 내부 운영계획 및 커리큘럼 테스트 후 확정

기금마련을 위한 캠페인, “Dream Nest”오픈

준비

계획

모금

발전

설립



골프문화향상사업

KJ골프꿈나무 육성

장애인 골프문화 지원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골프문화향상사업

KJ골프꿈나무 육성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에 재능이 있는 주니어 골퍼들을 발굴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멘토 

최경주 프로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세계 골프산업의 책임감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합니다.

수준별 개인연습 및 대회비 지원

실전을 위한 정기 라운딩 지원

KJ골프꿈나무 하계  동계훈련 진행

최경주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 기회 제공 (최경주의 행복한 하루)

장애인 골프문화 지원

골프에 대한 사회전반적 이해와 인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장애인 

골프선수와 기관을 지원합니다. 열악한 장애인 골프문화를 보다 나은 사회소통 채널의 일환으로 변화시키고자 

장애인 골프선수와 기관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는 물론 사회통합의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스페셜(발달장애) 골프선수 및 기관 지원

시각장애인 골프선수 및 지권 지원

기타 장애인 골프문화 향상 프로그램 지원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는 아시아 최초로 개인의 이름을 따서 개최하는 대회이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포함한 자선대회로, 대한민국 골프문화를 이끌어 갈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 동계훈련에 참가 중인 최경주 이사장과 KJ골프꿈나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명

18명

37명

40명

1곳

4곳

6곳

7곳

1곳

6곳

5곳

5곳

36,835,820원

61,703,240원

70,558,855원

118,877,770원

총 지원 금액 후원 골프장 후원용품 업체개인지원

KJ골프꿈나무들에게 대회비와 연습비 등의 기본적인 지원과 함께 KJ골프꿈나무들이 최경주재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40명의 KJ골프꿈나무들은 

최경주재단과 연계된 6개의 골프장에서 매월 1회, 연간 27회의 정기적인 라운딩을 진행하였으며, 골프용품 

업체들의 후원으로 꿈나무들에게 골프연습의 환경개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골프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닌, 심리교육과 멘토링, 부모교육과 같은 인성교육과 함께 골퍼가 지녀야 할 

자세와 더 나아가 자아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J골프꿈나무 육성

지원내용

[인원 추이]

구 분

2010 8 76 03 7 74 14

2011 12 96 54 4 95 18

2012 25 1812 54 13 1915 37

2013 29 1711 31 20 16 23 40

총 원
성 별

남 여 초 중 고 기타 수도권 지방

지 역연령층



[골프 용품 업체]

구 분

슈페리어

데니스골프

식스골프

미우라기켄 코리아

타이틀리스트

협약

협약

협약

협약

동계훈련 볼 지원

연중 K.J. CHOI 브랜드 의류 지원

연간 1억원 용품 지원

연간 1,000만원 용품 지원

연간 1,500만원 용품 지원

1,000만원 상당 용품 지원

후원 물품 비 고

[동계훈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949,220원

19,661,015원

71,000,000원

12,370,000원

미국 달라스

미국 템파

미국 템파

태국 치앙라이

Emerald Lakes G.C

2명

4명

6명

3명

KJ골프꿈나무 11명,

중국주니어 3명
59,682,966원

2주

6주

8주

4주

8주

참가인원 기간훈련장소 운영 비용

[연계 골프장]

구 분

SKY72 G.C

포천힐스 C.C

군산 C.C

파인힐스 C.C

파인비치 G.L

Emerald Lakes G.C

월 정기라운딩 2회

월 정기라운딩 2회

월 정기라운딩 2회

월 정기라운딩 2회

월 정기라운딩 2회

동계훈련 장소 후원 약 8주간

2010.5

2011.6

2011.9

2012.7

2012.7

2013.10

총 8회

총 6회

총 7회

총 2회

총 1회

-

16팀

12팀

8팀

2팀

7팀

3팀

64명

48명

32명

8명

28명

12명

지원내용협약일시 라운딩횟수 참가인원참가팀수



신규 KJ골프꿈나무 지원서 접수

서류 심사 후 가정방문을 통한

인터뷰 실시

KJ골프꿈나무 선정 및 공고

KJ골프꿈나무 선정

01월 02일 ~ 02월 08일

KJ골프꿈나무 갤러리 참여

지역 분교 교육적 지원에 대한 홍보

여주지역 더럭분교 도서 전달

2013
SKTelecom OPEN

05월 16일 ~ 05월 19일

KJ골프꿈나무들을 위한

최경주 이사장의 특별한 레슨

최경주 이사장의 골퍼 자세 강의

KJ골프꿈나무 멘토링 시간 진행

행복한 하루

10월 17일

신규 KJ골프꿈나무 선발 평가전

필기시험과 실전 라운딩 통해 선발

심리교육 / 부모교육 실시

장학증서 전달식 및 장학생 서약

평가전 및 OT

03월 08일 ~ 03월 09일

카네기 교육 및 심리교육을 통한

인성발달

KJ희망장학생들과 관계형성

골프를 통한 소통의 장

하계캠프
Let s H.E.A.L together

08월 06일 ~ 08월 09일

인도네시아 한인 교민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한국 골프문화발전 기금 마련

자카르타 자선골프대회

11월 07일

정기라운드 실시

정기 라운드

04월 ~ 12월

CJ INVITATIONAL 아마추어 선수 

선발 및 참가

KJ골프꿈나무 갤러리 참여

대회 홍보부스 자원봉사 참여

KJ골프꿈나무 봉사정신 발달

2013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10월 04일 ~ 10월 07일

최경주 이사장과 함께하는

중국 광저우 동계훈련

중국 Emerald Lakes 에서의

8주간의 훈련

중국 광저우 동계훈련

12월 18일 ~ 02월 07일

행사 일정



최경주재단은 2013년 10월 29일 중국 광동 불산시에 위치한 Emerald Lakes Golf Club과 동계훈련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Emerald Lakes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최고의 코스관리와 시설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Emerald Lakes는 최경주재단 동계훈련에 그린피, 숙소, 식사, 연습장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그에 관한 협약을 최경주프로가 직접 방문하여 사인을 하였습니다. 

Emerald Lakes와 최경주재단은 한국 주니어 골퍼 육성뿐만 아니라 중국 주니어 육성사업 발전에도 함께 

힘써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전체의 골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5년간의 계약 체결로 앞으로 최경주재단 골프꿈나무들은 이곳 Emerald Lakes에서 체계적인 동계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Emerald Lakes 또한 중국 유일의, 아시아 최초의 최경주재단 동계훈련 장소로서 

발전을 거듭해 나아갈 것입니다.

[동계훈련 - 중국 Emerald Lakes 협약식]

골프장명   Emerald Lakes Golf Club

주     소   University Road ,Yun Dong Hai Street, 

              Sanshui District, Foshan, Guangdong

코스안내   18홀 회원제

겨울온도   10°C ~ 15°C

연습환경   드라이빙레인지, 숏게임장, 벙커연습장 보유

홈페이지   www.fsemeraldlakes.com



구 분

장애인

골프팀

장애를 가진 골프선수들이

함께 골프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한 골프연습장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복지관

골프용품지원

환경개선

지원기관 지원내용사업내용

구 분

스페셜

골프팀
03월 15일 ~ 11월 23일

정기 라운딩 지원

스페셜, 골프대회 참가 시 물품 지원

골프 연습 물품 및 공 지원

세부지원기 간

최경주재단은 장애인 골프문화 향상과 인식변화를 위해 스페셜골프팀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골프를 

통하여 자신과 소통하며 더 나아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총 4개 기관에 직접적인 후원과 물품 전달과 정기라운드 등의 간접 후원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골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골프 문화 지원

지원내용

[세부 지원 내용]

구 분

SKY72 G.C

포천힐스 C.C

합계

2회

3회

5회

16명

24명

40명

4팀

6팀

10팀

참가 인원참가 팀 수라운딩 횟수

[연계 골프장]



▲ 2013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아마추어 선수 염은호 학생

구 분

1차 CJ INVITATIONAL 아마추어 선수 선발전

2차 INVITATIONAL 아마추어 선수 선발전

CJ INVITATIONAL 1라운드

CJ INVITATIONAL 2라운드

2013.08.07

2013.09.16

2013.10.11 해슬리 나인브릿지 1,2라운드토탈+7

2013.10.10

-

-

-

포천힐스 C.C

군산 C.C

해슬리 나인브릿지

비 고장 소일 시

이미 한국의 명품 골프대회로 자리잡은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가 2013년에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휴대폰과 담배연기 근절문화를 선도하였던 대회는 3회 대회에서 감사(Thank You)를 

모토로 갤러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뜻 깊은 대회를 이어나갔습니다. 발전된 갤러리문화와 인식 

속에서 대회는 조용하면서도 깨끗하게 진행되었으며, 선수와 갤러리 모두 골프문화 발전에 힘쓰며 어떠한 

대회보다 수준 높은 대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CJ INVITATIONAL 대회를 통하여 갤러리 문화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프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

2013 CJ INVITATIONAL Hosted By KJCHOI에 KJ골프꿈나무 신성고등학교 염은호 학생이 아마추어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최경주재단에서는 한 명의 아마추어 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총 2차전의 

아마추어 선수 선발전을 진행하였으며 염은호 학생이 최종 1위를 차지하여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CJ 

INVITATIOANL 아마추어 선수로서 염은호 학생은 본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재단의 꿈나무뿐만 

아니라 재단을 빛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KJ골프꿈나무 CJ INVITATIONAL 아마추어 출전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KJ희망장학생 육성

지역아동센터 지원

창의적 체육교실 지원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KJ희망장학생 육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는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비와 학습지원비를 

지원하고, 개개인의 재능과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해당학기 학비 전액지원

개별적 학습성과를 위한 학습지원비 지원

장학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 및 온라인 카페 운영

진로적성 검사 및 자아성장 캠프 참여 기회 제공

최경주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대사회의 사회적 위기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서와 교육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건립 및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가족문화공연행사 지원

산타프로젝트를 통한 연말연시 행사 실시

창의적 체육교실 지원

스포츠를 통한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육활동 모델 개발 및 배움터 단위별 창의적인 체육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창의적 체육교실 지원사업 실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지원

▲ 하계캠프에 참가 중인 KJ골프꿈나무와 KJ희망장학생



최경주재단은  지난 4년 동안 KJ희망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KJ희망장학생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50명의 장학생을 포함하여 그 동안 총 145명의 장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들이 올바른 인격 형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J희망장학생 

지원사업은 단순한 학비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성 및 진로교육, 하계캠프를 통한 활동 프로그램, 봉사활동 기회제공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KJ희망장학생 육성

지원내용

인재상

▲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선서문을 읽고 있는 장학생 대표

예   체능

미래 아티스트 양성

문화예술계 지원연계
ex. 하티스트

의학계 지원연계
ex. 자생한방, 밝은세상

멘토링 지원

공연, 전시회 지원

재능기부 자원봉사

미래 사업가 양성 미래 과학자 양성 미래 닥터 양성

인문사회 이공계열 의학계열

어학연수 기회

멘토교육 진행

기업 인턴쉽

-

이공계 지원연계

멘토교육 진행

발명 프로젝트 진행

특별 연구비 지원

멘토교육 진행

현장실습 지원

지역의료봉사 연계



[인원 추이]

최경주재단은 배우 하지원의 이름을 딴 ‘하티스트 

(하지원+아티스트)’ 장학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예체능계에 꿈과 끼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의 에세이집 ‘지금 이 순간’의 

인세 전액 기부로 이어진 이번 첫 아티스트 분야의 

장학금 지원 시작으로 미래의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후원하는 장학금을 보다 확대하며 차후 

예체능 맞춤 지원과 아티스트들의 재능 기부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구 분

2010 4 414 143 15 16 11 7 18 120,997,810원2

2011 8 1122 197 23 28 11 19 30 158,753,566원2

2012 14 2133 269 38 45 21 26 47 197,630,530원2

2013 14 1636 345 45 49 22 28 50 275,994,720원1

총 원 지원금액
성 별

남 여 중고 대학 일반 장애수도권 지방 기초수급 차상위

지 역 건 강 경제상황연령층

[지원 규모]

하티스트 Heartist

구 분

고등학생 5명 11,280,400원

등록금

학습지원비 (인터넷 강의 및 수능대비 학원수강료)

교재비 및 교복비

대학생 45명 264,714,320원

등록금

학습지원비 (외국어 및 자격증 획득을 위한 강습비)

교재 및 교구 구입비 (실습 및 실습자재 구입비)

지원내용 금 액인 원

▲ 배우 하지원, 최경주재단 피주환 상임이사



행사 일정

신규 장학생 지원서 접수

서류 심사 후 가정방문을 통한

인터뷰 실시

KJ희망장학생 선정 및 공고

KJ희망장학생 선정

01월 07일 ~ 02월 08일

한국 EMC와 함께하는 지원사업

안산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진행

도서관 건립 및 도서 지원

드림캠페인
꿈의 도서관 봉사활동

06월 05일

대구문화재단과 협력

연극‘잇츠유’,‘파티’

콘서트‘딕펑스’,‘이승철’, 

‘브라운아이드소울’

문화공연 관람

10월

KJ희망장학생 OT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비전교육 및 커뮤니티 모임

부모교육 (건강한 자녀 양육)

장학증서 전달식 및 장학생 서약

장학증서 전달식 및 OT

03월 08일 ~ 03월 09일

1학기 성적표, 전공리포트

상반기 성장 에세이, 포토갤러리

자원봉사 활동보고서, 교수 평가서

상반기 포트폴리오
제출 및 평가

08월 02일

한국EMC와 함께하는 드림캠페인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성탄 

파티 진행

지역아동센터 110명 아동들에게 

선물 전달

산타프로젝트 봉사활동

12월 13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커뮤니티 

모임 실시

영문법에 관련한 장학생 스터디

학생들이 주축이 된 자율적 모임

커뮤니티 모임 - 영어스터디

04월

청소년 8대 약량 강화 및 전인적 

성장 도모

KJ골프꿈나무들과 관계형성

나와 너,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교육

하계캠프
Let s H.E.A.L together

08월 06일 ~ 08월 09일

2학기 성적표, 전공 리포트

하반기 성장 에세이, 포토갤러리

자원봉사 활동 보고서, 교수 평가서

하반기 포트폴리오
제출 및 평가

12월 30일



KJ희망장학생 감사편지

저는 협성대학교 성악과 4학년에 재학 중인 KJ희망장학생 1기 이혜영입니다.

최경주재단 그리고 많은 후원자 분들과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후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은 저희 

가정형편으로 감당이 안될 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 집 가정형편으로는 레슨 하기도 힘들었고, 또 

전공을 하여 졸업 후 성악가가 되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 뿐더러 취업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시 직전 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렵게 성악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등록금으로 저의 

꿈을 위한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는 힘든 시련을 준건 아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기적같이 최경주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재단과 함께한 4년 동안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최경주재단과 후원자 분들은 저에게 등록금 뿐 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소중한 것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소중한 후원을 통해 그리고 재단을 통해 저는 4년 

동안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친구와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주는 것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어떻게 해야 보답을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덧 졸업을 앞 둔 저는 졸업 후 성악을 좀 더 공부해서 꼭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이 저의 꿈을 키워준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목소리, 노래로 상처 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경주재단을 통해

받은 나눔의 소중함을 이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최경주재단과

후원자님들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저희 장학생 100명의

꿈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희망장학생 1기 이혜영
협성대학교 성악과 졸업예정



지 역

경기 안산

총 3개 기관 110명 아동 지원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푸른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기관명 비 고

한신 대표(보부상)

인테리어 약 2,400만원 후원

김재권 회장(안산 7079) 100만원 후원

정재환 대표(미스터피자) 피자 후원

㈜오리온 초코파이 후원

2013년 한국EMC와 함께 진행한 Dream Campaign은 지역의 문화소외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산타프로젝트’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센터 

안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꿈의 도서관’ 건립 캠페인을 통합한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안산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면서 드림캠페인의 대상 기관으로 총 3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110명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였고,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2012년 1~3차 도서관에 이어 4~6차 꿈의 

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드림캠페인 Dream Campaign

2013년에는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아 총 3개 110명 아동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를 전달받았고, 한국EMC 봉사단과 시행우와 함께 추운 날씨였지만 산타프로젝트 행사를 통해 멋진 

성탄절 파티도 즐기고 선물도 전달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타프로젝트



[지원 현황]

구 분

꿈의 도서관

6.5 8,985,270원

4차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미화

책장 등 도서관 관련 가구 비치

학습, 소설, 역사 등 다양한 도서 다량 비치

산타프로젝트 12.13 6,318,390원

산타프로젝트 실시 (안산‘와~스타디움’)

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 성탄파티 진행

시행우 공연과 한국EMC 산타 자원봉사 활동

기빙트리 선물 전달 및 다과 파티 진행

8.14 9,076,640원

5차 푸른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미화

도서관 벽면 페인트

학습, 소설, 역사 등 다양한 도서 다량 비치

10.17 9,365,300원

6차 행복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및 환경미화

책장 등 도서관 관련 가구 비치

학습, 소설, 역사 등 다양한 도서 다량 비치

학교와 센터 사이 하교 길에‘꿈길’벽화 조성

지원내용 금 액인 원

한국EMC는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꿈의 도서관 건립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2년부터  최경주재단과 

함께 꿈의 도서관 건립사업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주.이천 지역 3곳 아동센터에 1~3차 도서관을 오픈했으며 올해는 안산지역에 4차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5차 푸른 지역아동센터, 6차 행복한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지역의 나눔이 더해져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학교와 

센터를 오가는 골목에 ‘꿈길’ 벽화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까지 생각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뿐만 아닌 한국EMC임직원들과 최경주재단의 봉사단체인 시행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함께 도서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꿈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조주희입니다. 

저희 센터에 멋진 꿈의 도서관을 지어주시고 책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의 도서관이 생긴 

다음부터는 매주 있는 독서교실 시간이 재미있어졌어요. 그 전에는 책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읽을 

것도 없고 지루한 책만 있었는데 이제는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마법천자문이나 와이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동훈이 오빠는 밥도 안 먹고 책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요.

저희는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교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독후화도 그리고, 

토론도 하고, 한줄 감상문도 씁니다. 지난번에 산타프로젝트 때 저의 제일 친한 친구 김시내가 

독후화 그리기로 상을 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상을 타고 싶었지만 뽑히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줄 감상문도 열심히 쓰고 독후화 그릴 때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최경주 재단 선생님들이랑 한국 EMC선생님들이랑 파주 DMZ 갔을 때랑, 또 산타프로젝트 때 

만났을 때랑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한테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십니다.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운동화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맨날 신고 다녀요. 

저는 아직 꿈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책 많이 읽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도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들 또 놀러 오세요. 최경주 아저씨도 보고 싶어요. 

  

2014년 1월 10일 (금)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조주희 올림

저도 좋은 책을 선물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Dream Campaign 감사편지



No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성장학교 별

그리스도 지역아동센터

노아 지역아동센터

세림 지역아동센터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흥 이노베이션

오예스 지역아동센터

인하대 스포츠과학연구소

희망세상 지역아동센터

얘들아 놀자

재활용 체육교실

마음을 여는 심리운동

음악은 줄을 넘어

Everyday Healthy

건강증진 음악줄넘기

흥 체조

하늘빛 꿈나래

Sport Start

Do it yourself

상호소통을 주목적으로 함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육교실

활발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킴

음악을 활용한 신체움직임 발달

민첩성과 리듬감 교육

다양한 스포츠 종목 체험

흥 체조를 통한 창의적 체육수업
및 공연 연계

체험식 교육을 통한 단결력 고취

장애우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체육활동

지적장애우의 활발한 체육활동

공동체 놀이

재활용 체육

다양한 종목

음악 줄넘기

움직임 활동

음악 줄넘기 및
뉴 스포츠

흥 체조

다양한 종목

다양한 종목

뉴스포츠/골프

12

20

20

20

20

20

15

20

15

24

1

2

4

3

5

6

8

7

10

9

세부사항영 역인원프로그램 제목기관명

 ‘창의적 체육교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 따라 체육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아동꽉청소년들에게 

신체의 발달만이 아닌 건강한 정신을 배양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인 체육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2012년 6월부터 새롭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2013년 창의적 체육교실은 보다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스포츠교육 모형의 큰 틀 

안에서 재단의 핵심가치인 G.O.L.F와 맞물려, 수업마다 목표(Goal)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Opportunity)를 주어 강사나 몇몇 학생이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리더(Leader)가 되어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료와의 친밀도(Friendship)를 

높이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적 체육교실 지원

[지원 기관]



행사 일정

2013 창체 지원기관 모집 및 선정

오리엔테이션 실시

창체 지원기관 선정

01월

상반기 지원금 지원

사전 체력 측정(PAPS)

사전 심리검사

상반기 지원금 지원

03월

기관 방문 및 현장 평가서 작성

강사 및 담당자 설문지 제출

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

상반기 기관 방문

05월

상반기 기관 방문 평가

기관별 중간보고

하반기 사업 계획 및 공지

중간보고 및 간담회

07월 24일

하반기 지원금 지원

하반기 사업 변경내용 반영

하반기 지원금 지원

08월

하반기 현장 방문 및 평가

사후 체력 측정(PAPS)

사후 심리검사

하반기 기관 방문

09월

기관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사업 결산 보고

창체 최종 평가회

12월 19일



후원개발사업

후원 초청 행사

특별모금 프로모션



후원개발사업

최경주재단은 국내외 아동꽉청소년 육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재단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여 다양한 

재단사업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와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공동사업 프로모션, 정기후원, 옥션참여, 

물품기증, 캠페인 동참, 재능 기부 등으로 언제나 최경주재단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초청 행사

최경주재단만이 제공하는 특별한 후원 초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진국형 기부 문화에 

동참하시는 기회이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된 프로모션 등으로 특별한 후원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 자선골프대회 및 후원의 밤

특별모금 프로모션

다양한 형태의 모금 캠페인, 인터넷 옥션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쉽고 친근하게 기부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한 

후원을 진행합니다.

국내 프로 골프대회 모금 캠페인

베스트버디스

인터넷 옥션

▲ 창립 6주년, 꿈의 둥지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및 후원의 밤



2013년 10월 14일‘꿈의 둥지’기금 마련을 위한 최경주재단 <자선골프대회 및 후원의 밤>이 개최 

되었습니다. 메인 후원사로 시티카드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2015년 아시아 최초의 프레지던트컵 개최지로 

확정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약 200여명의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6년째를 맞은 최경주재단은 이날 행사에서‘꿈의 둥지’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후원 

약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 최경주 이사장이 직접‘꿈의 둥지’사업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GA투어 10년 이상의 국내 최고의 선수로부터 듣는 골프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는 물론 그 

만이 가진 나눔의 철학과 정신, 골프 에티켓 등을 배우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국내외 유명 메이저 골프대회 참가권 및 파3 이벤트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 스포츠인, 

연예인들이 기증한 애장품으로 라이브 옥션 및 사일런트 옥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3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이 금액은 2014년 재단 사업과 꿈의 둥지 기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 초청 행사

꿈의 둥지 기금 마련을 위한
최경주재단 자선골프대회 및 후원의 밤



SKTelecom OPEN 2013 : 2013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나흘간 열린 <2013 SKTelecom 

OPEN> 기간 중 최경주재단 홍보부스에서는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제주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 도서 후원을 

위한 라플티켓(Raffle ticket)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색체로 각광받는 더럭분교에 마음의 양식인 

도서를 기부함으로써 50명 남짓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채워가는 기회이자 그동안 아동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돕고자 하는 최경주재단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에게도 나눔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CJ INVATATIONAL Hosted by KJ CHOI : 2013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던 <2013 CJ 

INVATATIONAL HOSTED BY KJ CHOI> 기간 중 최경주재단 홍보부스에서는 재단 모토에 따라 우리 지역 

사회를 더욱 돕고 발전시키고자 여주 하호분교 도서 후원을 위한 라플티켓(Raffle ticket) 행사를 진행하여    

4일간 약 400여장의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골프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단체 등을 후원해온 최경주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기부와 

도움의 손길을 이어나갈 것 입니다. 

특별모금 프로모션

국내 프로 골프대회 모금 캠페인

최경주재단의 베스트 버디스(Best Budies)는 버디를 통해 나눔을 만들어 나가는 캠페인 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골프를 통한 나눔의 행복을 만들어 주며 

나아가 “Build a Dream Nest(꿈의 둥지 만들기)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버디스(Best Budies)는 PGA 최경주, 찰리위(위창수), KPGA 박상현, 배상문, 김대현 홍보대사와 함께 

KLPGA 김세영, 김다나, 배희경, 이민영 프로 등 여러분들이 활동 하고 계십니다. 

베스트 버디스(Best Budies)를 통한 십시일반 뜻을 모아 ‘꿈의 둥지’ 프로젝트에 점차 많은 선수들이 

동참해 주신 것은 국내 골프계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와 골퍼로서 남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베스트버디스(Best Budies)

꿈의 그린, 마스터즈 대회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2주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터즈특집 인터넷옥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옥션을 통해 얻어진 모든 

수익금과 재단에서 매칭한 금액을 더한 총 1,730,000원의 후원금으로 경상북도 포항 한동대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마라톤’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아 Make Your Love Flow 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마라톤 행사는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한동대학교로 초청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흥해읍을 달리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옥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옥션



특별지원사업

국내   외 긴급지원

시행우



특별지원사업

국내   외 긴급지원

국내 외 여러 지역에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신속하게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며, 이러한 활동은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돕습니다.

시행우 [최경주재단 자원봉사단]

“시나브로(조금씩 조금씩의 순우리말) 행복해지는 우리들”의 줄임말.

나눔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은 작은 것에서 비롯한다는 뜻으로, 각자가 

느끼는 작은 행복이 물결처럼 퍼져 더 큰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2013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에서 나흘간 열린 <2013 SKTelecom OPEN> 기간 중 최경주재단 

홍보부스에서는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제주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 도서 후원을 위한 라플티켓(Raffle ticket)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색체로 각광받는 더럭분교에 마음의 양식인 도서를 기부함으로써 50명 남짓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채워가는 기회이자 그동안 아동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돕고자 하는 최경주재단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에게도 나눔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금 10만 달러 전달

3월 KJ희망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시작으로 시행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9건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된 첫 번째 도서관에 이어 8월과 10월에 걸쳐 세 개의 도서관 건립봉사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나눠주고 시행우 스스로에게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경주이사장님이 출전하시는 국내 대회 홍보부스에서 최경주재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시골 분교 학생들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여 나눔 문화 선도에 앞장서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시행우 활동

장학증서전달식

2

4

6

8

10

12(명)

SKT OPEN 4차 꿈의도서관 5차 꿈의도서관 하계캠프 6차 꿈의도서관 CJ Inv. 후원의 밤 기빙트리



수 입

분 류 내 용

고유목적

사업수익

56,359,000원

134,323,096원

438,303,332원

284,878,000원

수익사업수입 8,370,000원

기타수입

전기이월액

특별후원(지정)

특별후원

후원모금

모금사업

도서매출

기타수입

전기이월액

31,492,769원

343,308,389원

합     계 1,297,034,586원

금 액

재정보고

지 출

분 류 내 용

고유목적

사업지출

371,921,120원

325,593,850원

14,136,100원

170,831,450원

수익사업지출 4,588,500원

운영지출

아동청소년지원사업

골프문화향상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매출원가

운영비

기타지출

415,091,075원

5,127,509원

합     계 1,297,034,586원

금 액

후원모금

34%

전기이월액
27%

모금사업
22%

특별후원
10%

특별후원
(지정)
10%

기타수입
2%도서매출

1%

특별지원사업
1%

매출원가
0%

기타지출
0%

운영비

32%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29%

골프문화
향상사업

25%

홍보사업
13%



재능기부

후원보고

고정용 권재식 김민서 김보민 김태우 류현진 문경준 박인비 박지성 손연재 신미리

베스트버디스

PGA 최경주 배상문 위창수 이동환

이인우 홍순상 황인춘

KLPGA 김다나 김세영 박현진 배희경 이민영

KPGA 강욱순 김기환 김대현 김성용 남영우 문경준 박상현 박주혁 박준원 송영훈

개인 김병준 김종우 류인재 박병준

이동민

장미란 전미자윤혜선 이경규 전태화 추신수 하지원 한신 한정

신지애

개인후원

강길수 강래희 강길수 강성훈 고광현 고미현 곽윤찬 권영란 권진희 길용현 김기억 김동우

김동현 김명현 김병기 김병준 김병효 김봉성 김상철 김선민 김성자 김세민 김세창 김용석

김우행 김은아 김은자 김일주 김재혁 김정식 김정진 김종우 김주이 김지연 김지철 김진아

김철순 김평 김필호 김현철 김홍기 김희영 남궁준 남지현 노천균 류기장 류인재 류현진

문용철 문철근 민동수 박기철 박선옥 박소영 박영민 박영석 박영환 박용갑 박은정 박인비

박정규 박지성 박찬석 박태준 박해균 박해옥 배형순 백우림 백준형 백진형 서인귀 서현주

손명국 손연재 손정순 송강희 송관석 송복순 송영태 신미리 신봉수 신봉태 신장희 신지애

신철우 신현주 심지현 안길전 안병정 안종호 안희태 양동희 양송렬 양정모 양창원 양희만

엄정래 염승섭 오경자 오영수 오원재 오희정 유대선 유시훈 윤재현 윤태훈 이다혜 이말연

이명구 이민자 이병연 이병훈 이상룡 이성재 이성희 이소일 이수형 이수홍 이순용 이슬기

이승규 이시하 이여민 이영희 이원희 이윤미 이은정 이인훈 이장수 이장엽 이정일 이정전

이지영 이진영 이형실 이효숙 임성찬 임승욱 임은경 임진욱 임하영 임효은 장광수 장대환

장동호 장미경 장미란 장세충 장순주 전이양 전인우 전해림 전행수 전혜숙 정관영 정금섭

정순옥 정시원 정한주 조경봉 조남순 조성은 조은총 조재호 조종훈 지미정 진혜성 진훈

차민석 차우 채동수 최나연 최상호 최석진 최승현 최은석 최은송 최진영 최학용 최효재

최흥섭 추신수 피은경 피은희 하몽란 하지원 한성규 한신 한지영 한진규 홍경자 홍순일

황지민홍영준 황영식 황재규 황준하



기업후원

블루콤 CJ 커핀그루나루 데니스코리아

EMC 에매랄드 레이크 포천힐스 임페리얼팰리스

오리온 파인비치 파인힐스 식스골프

스카이72 SK텔레콤 스릭슨 슈페리어

슈페리어홀딩스 군산CC 금호아시아나 밝은세상안과

삼정CW 서울버스TV방송 자생한방병원 한승공영

IMG 미우라기켄 엠세트 MJ엔터프라이즈



온누리교회

코카콜라

건웅신호산전

박지성재단

솔트베이CC

정선참숯골

하트하트재단

보르바

완도대성병원

SBS Golf

BMW

광주요

모바일원홀딩스

아이유엔

중앙종합주류

타이틀리스트

미샤

BS관광개발

그린웍스

SH오일

보부상

안산시

인천공항공사

참안산사람들

팔도

기아대책

오디세이

코브라

바다모아

JPNC

강남와인스쿨

서흥

피치픽스

여주시농협조합

코리아하트

미스터피자

Citi

STC

금봉건설

비노테크

장미란재단

퍼플프렌즈

홈페이지   www.kjchoifoundation.org

이 메 일    kj@kjchoifoundation.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kjchoi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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