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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힘든 이웃에 대한 

故 강태원 선생의 깊은 사랑과 

고귀한 뜻에 실천으로 동행해 

주신 기부자,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내가 먼저 나서면 다른 이들도 따라오리라 믿으며 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故 강태원 선생께서 전 재산을 KBS에 맡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17여 년이 지난 오늘, 옷깃 여미며 다시 한번 선생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당시로써 개인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지만, 선생께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불처럼 타오를 

기부문화의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시킬 곳으로 KBS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생래적으로 사회적 약자

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동안 KBS강태원복지재단과 KBS는 그늘에 가려진 힘든 이웃을 찾아내어 선생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부와 성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모임·단체의 이름

으로, 또는 기업의 이름으로 후원과 기부를 이어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선생의 선구적 혜안과 결단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듯 선생의 말씀은 우리 재단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변함없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이 이정표를 따라 지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힘든 이웃에 대한 故 강태원 선생의 깊은 사랑과 고귀한 뜻에 실천으로 동행해 주신 기부자,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KBS강태원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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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KBS강태원복지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은 故 강태원 회장의 기부와 KBS의 출연 기금으로 설립한 사회복지

법인으로 방송과 연계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나눔 정신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CI는 사랑을 의미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세상에 퍼져가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희망이 피어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마음,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 재단 목적 사업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지원 사업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및 

교육·의료 지원 사업

사회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 창달 사업

사회 공익과 사회복지 

분위기 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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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택, 

故강태원 회장

그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들, 오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돕고 싶었다는 그는  

한평생 모은 재산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소리 없이 나눠 주는 아름 

다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KBS강태원복지재단은 그 나눔의 뜻을 이어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람들
‘ㄱㄴㄷ’순

감사

나래회계법인 대표이사

前 D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서민호

이성주

사회복지 전문위원

KBS 시사교양2국 PD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권혁만

김성수

김현미

장연진

기금 전문위원

前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본부장

SK증권 리서치센터장(전무)

김영민

최석원

이사회

이사

강영일

권자영

김석중

남영진

박을종

윤종희

이도경

이영분

정해원

조강래

前 (주)시넥틱스그룹 명예회장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문역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 

KBS시청자센터장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공동대표

정해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에이비즈파트너스 상임고문

이사장

이규환 前 KBS 이사회 이사

“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살이이지만, 

그래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산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세상 남에게 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하며 살림살

이 하나 헛돈 쓰지 않으려고 아껴 살다 보니 남 

들이 부자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식 가르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의 재물이면 충분한 것이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내

가 먼저 나서면 다른 이들도 따라오리라 믿으며 

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故 강태원 회장

(192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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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눈에 보기

<2020 사회복지  

공모 사업> 공고

1월
<KBS강태원복지재단

내·외부 감사> 진행

2월

KBS 1TV <사랑의 가족> 

후원 협약

7월 6월
·  <DC이승기갤러리 기금 사업>  

‘이승기와 함께하는 착한 바람  

일곱 번째’ 진행

· <2020 사회복지 공모 사업> 진행

· 제6대 이규환 이사장 취임

·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 사업  

<12월 손글씨 응원 챌린지> 진행

12월
· 제6대 강상구 국장 취임

· <2020 사회복지 공모 사업> 종료

·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 사업  

<11월 비대면 응원 이벤트> 진행

11월

<2019 연간 보고서> 제작

5월

10월
·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 사업  

<10월 비대면 응원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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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TV <사랑의 가족> 출연자 지원

·  KBS 1TV <현장르포 동행> 출연자 지원

· <2020 사회복지 공모 사업>

·  <KBS매칭그랜트 결연 사업> 진행 

(KBS, KBS 임직원 후원)

·  <KBS미디어 매칭그랜트 결연 사업> 진행 

(KBS미디어, KBS미디어 임직원 후원)

· 아시아케미칼㈜ 기금 사업

·  ㈜엠에스티 기금 사업

· 뉴스레터 <아름다운 선택> 발행(총 12회) 

연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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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1TV <사랑의 가족> 출연자 지원 사업

· 사업 소개

   지상파 유일의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KBS 1TV <사랑의 가족>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출연자를 지원하고 시청자 후원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7월~12월

· 사업 협약

   2020년 7월 3일(금), KBS 1TV <사랑의 가족> 후원 협약

· 지원 대상

   <사랑의 가족> 출연 저소득 장애인 지원

2020 
사업 보고

· 지원 결과

※ 출연자 지원 회차: 2825회·2829회·2831회·2836회·2842회·2843회·2845회·2847회·2849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출연자 총 9명 지원 총 23,000,000원

· 시청자 후원 결과

   총 3명 정기 후원 연계

구분 후원 내용 후원 시작일

2812회 월 10만 원 2020년 4월

2822회 월 2만 원 2020년 6월

2836회 월 2만 원 2020년 10월

방송 복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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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개

   KBS 1TV <현장르포 동행> 출연 가정을 위한 후원금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출연자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10월 19일 259화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나, 시청자분

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출연 가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지원 대상

   <현장르포 동행> 출연 가족 총 5가정

·  지원 금액

   총 30,120,000원

※  <현장르포 동행>의 출연자 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에 

매월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강태원복지재단에서는 프로그램 폐지 이후에도 

후원금 관리를 희망하는 출연자에 한해 지속해서 후원금을 관리·지급하고 있습니다.

2. KBS 1TV <현장르포 동행> 출연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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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사회복지 공모 사업사회 복지  
지원 사업 · 사업 소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지원 대상

   전국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 신청 현황 및 선정 결과

주제 신청 기관 선정 기관 지원 금액

미디어 복지 112건 6곳 51,500,000원

청소년 복지 218건 3곳 27,000,000원

어르신 복지 142건 3곳 20,300,000원

합계 총 472건 총 12곳 총 98,800,000원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2곳은 <사회복지 공모 사업> 진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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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관 및 사업 안내

주제 기관명 사업명

미디어

1.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 대상 미디어 교육을 통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공익광고 

제작단 양성 프로젝트 <미(디어로)소(통하는 사람들)의세상>

2.  서울시립서대문 

청소년센터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 <마인드브릿지(MindBridge)>

3.  서초구립중앙 

노인종합복지관

정보소외계층 어르신 대상 스마트 문화확산 프로그램 

<시니어 랜선라이프를 위한 ‘3共 프로젝트’>

4.  안양시만안 

종합사회복지관

내 아이와 올바른 미디어 소통을 위한 엄마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스마트한 육아 생활>

5. 한마음의집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제작

< 한마음으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찾기 

- 한마음소확행 인식개선 vlog>

청소년

6.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건강관리 

프로그램 <영(Young)양제>

7.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아동 대상 한국사 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프로그램 <스마트한 역사탐험대>

8.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문화디자인 Creative Project NO.1 

 <두드리면 더 커져가는 지역 청소년 문화 ‘두더지놀이터’>

어르신

9. 구립신사노인복지관
노년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 

교육 <포노사피엔스시대의 당당한 노년 즐기기>

10.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 노르딕워킹과 인지자극훈련을 중심으로

<보(통의)행(복)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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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BS 매칭그랜트 결연 사업특별 기금 
사업 · 사업 소개

   KBS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KBS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Matching)한  

기부금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결연하여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후원

   KBS 및 KBS 임직원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유치부~고등학생)

   *선정된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아동 지역별 분포 현황(총 280명)

(단위: 명)

·  연령별 지원 현황

· 지원 결과

지원 기관 연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비고

사회복지 기관  

총 70곳
3,588명 총 189,240,000원

매월 1인당  

최대 6만 원

7

강원

15

경남

8

대전

31

인천

14

경기

3

대구

5

경북

37

부산

11

광주

94

서울

24

전북

6

충남울산

4

전남

13

제주

5

충북

3

53%

20%

27%

17세 이상 14세~16세 7세~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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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BS미디어 매칭그랜트 결연 사업

· 사업 소개

   KBS미디어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KBS미디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Matching)

한 기부금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결연하여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후원

   KBS미디어 및 KBS미디어 임직원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유치부~고등학생)

   *선정된 이후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 결과

지원 기관 연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비고

사회복지 기관  

총 2곳
99명 총 3,820,000원

매월 1인당  

최대 5만 원



매칭그랜트 결연 사업

후원자님께 전하는 따뜻한 감사 편지

성연이(가명) 보호자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 여건이 되지 않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후원자님 덕분에 성연(가명)이에게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연이한테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하린이(가명)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많은 변화를 느낄 만큼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접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후원자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그 힘을 얻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

성운이(가명) 옛날부터 KBS강태원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받는 성운(가명)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저와 제 주변은 모두 변하고 있는데, KBS강태원복지재단만큼은 변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단만 알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성함과 얼굴을 알지 못해 매일 아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보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도움을 받은 만큼 주변에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열정적으로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KBS강태원복지재단만큼은 변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요!

“ ”

14



후원자님과 결연을 끝마치며 보내는 편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인이 되어 결연 종료됨)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마음대로 외출도 못 하고 학교도 자주 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후원자님의 관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행히도 취업에 성공하여 

이제 사회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에게 받은 만큼 

저도 사랑을 나누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에게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 ”
사랑이(가명)

다을이(가명)부모님 모두 장애가 있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입학을 망설였었습니다.

하지만 매칭그랜트 후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원금의 일부는 저축했었는데, 이번에 대학 진학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정기적인 후원으로 응원해 주셔서 꿈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훗날 돈을 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짧지 않은 오랜 기간 동안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매칭그랜트 후원금 덕분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

18살 수현(가명)이는 교통비가 없어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을 걸어서 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그랜트 결연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후원금으로 

교통비와 학습 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어 수현이와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수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을 내보이며, 

책임감을 갖고 ‘부사관’이라는 꿈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나눔은 수현이에게 즐거운 하굣길을 선물하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현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마음 따뜻한 나눔을 선물해 주세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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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승기가 전하는 <착한 바람 일곱 번째>

· 사업 소개

   2020년 6월 5일 가수 이승기 님의 데뷔 16주년을 맞아 이승기 팬 커뮤니티(DC이승기 

갤러리)의 지정 후원 기금으로 선풍기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선풍기 1대씩을 지원

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6월

· 후원

   DC이승기갤러리

· 지원 대상

   충청남도 지역의 선풍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 지원 결과

지원 인원 지원 내역 지원 기관

총 160가정
 선풍기 총 160대 

(총 8,160,000원 상당)
30곳

· 지원 현황

2곳
4가정

계릉시

1곳
6가정

금산군2곳
11가정

논산시

지원 기관

지원 가정

부여군
2곳

7가정

태안군
3곳

8가정 3곳
12가정

공주시

3곳
17가정

당진군

천안시
4곳

32가정

아산시
4곳

23가정

서산시
1곳

7가정

4곳
31가정

보령군

1곳
2가정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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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금사업

아시아케미칼㈜ 기금 사업

· 사업 소개

   아시아케미칼㈜의 후원으로 KBS 1TV <현장르포 동행> 출연 가정을 비롯한 저소득 

10가정의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 총 10가정

· 지원 금액

   총 12,000,000원

저소득 가정 결연 후원 사업

· 사업 소개

   개인 후원자와 결연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게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의 결연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12월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총 15명

· 지원 금액

   총 6,820,000원 

㈜엠에스티 기금 사업

· 사업 소개

   ㈜엠에스티의 후원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1월~8월

·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 총 2명

· 지원 금액

   총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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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 사업 <비대면 응원 이벤트>홍보 사업
· 사업 소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코로나 블루’ 발생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인스타그램(SNS)을 활용

하여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

· 사업 기간

   2020년 10월~12월

· 사업 대상

   인스타그램(SNS) 이용자

· 진행 결과

구분 주제 참여 기간 당첨 발표 진행 결과

10월 응원 

이벤트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을 위한 커피 

응원 이벤트

10월 12일(월)

~14일(수)

10월 16일(금), 

10명 선정

· 133명 참여

    좋아요 147명

    팔로워 95명 증가

11월 응원 

이벤트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을 위한 치킨 

응원 이벤트

11월 23일(월)

~25일(수)

11월 27일(금), 

10명 선정

· 98명 참여

    좋아요 131명

    팔로워 68명 증가

12월 응원 

이벤트
손글씨 응원 챌린지

12월 16일(수)

~21일(월)

12월 24일(목), 

10명 선정

· 146명 참여

    좋아요 207명

    팔로워 160명 증가

너무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집콕 중인 여러분 

모두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thank_you_cheer_up

you_are_a_worthy_person

요즘 일감도 적어 불안하고, 집콕하느라 힘들지? 힘내서 전진하자! 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힘내자구!

sunsets_coming

자영업하는 친구들아!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해 뜰 날 올 거다!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 사업 <비대면 응원 이벤트>

코로나 블루(우울), 서로 응원하며 극복해요!

#코로나19극복하기 #KBS강태원복지재단

_kbskt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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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응원 이벤트
12월 손글씨 응원 챌린지

2020년 12월, <KBS강태원복지재단> 창립일(12월 21일)을 기념하여 아이들에게 

전하는 <손글씨 응원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 <손글씨 응원 챌린지>를 통해 저소득 가정 아이들

에게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강태원복지재단> 인스타그램에서(@_kbsktw_)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글씨_응원_챌린지

게시물 10개 이상

최신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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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인연, 
후원자 명단

아시아케미칼(주)   (주)엠에스티   DC이승기갤러리
기업 및 
단체 후원

가을하늘  강상구  강영일  강재호  강호명  고영일  고혜정  권자영  긱　님  길기철  김미선  김미숙  김석중  김성삼   

김수복  김수진  김수한  김수홍  김순심  김순옥  김시영  김유진  김인환  김재신  김재연  김종근  김주홍  김준년   

김진수  김현수  남명우  남영진  따브류  루어맨  맛있는빵  망미미  문선숙  밀크초코  박세리  박을종  박인택  백종숙   

별　명  빈대떡  빛과소금아름다운세상  서민호  서　이  설현숙  성승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종욱  숨은천사  심진섭   

아 닉넴 뭐하지  아　냐  양경승  양종찬  엄효빈  오문근  오상윤  우희정  유명숙  유점봉  육지연  윤영해  윤정길   

윤종희  이도경  이민수  이성주  이소라  이순미  이신형  이영분  이원식  이유혁  이은주  이재용  이종철  이종학  

이주연  이춘광  임병규  임수희  임인선  임재영  임지희  장석진  장성욱  장영진  전은희  전정훈  정미닛  정연민   

정태양  정해원  조강래  조용일  청포님  최수정  최지윤  춘　희  커넥더닷츠  코난이상윤  클로바  트리니티  하선영   

하선주  한상문  핫땅콩  aaa  FY805  Google Good  gracegrace  greenslow  hyhy  hyu  JY  karis  kimsu1020  nhi  

pinmingxun  rdfr  Summer  sys2525  tladpa  with seoi 

개인 후원

<사회복지 지원 사업> 후원자

(‘ㄱㄴㄷ’순)

KBS 1TV <사랑의 가족> 후원자
강정향  김수홍  지주현  한혜정

KBS 1TV <현장 르포 동행> 후원자
곽문용  김승태  김영임  김태은  김한희  문병호  배인수  안상모  여인수  유윤정  윤다영  윤태열  이소정  이종원  정경희  정고운  정혜선  

KBS 1TV <우리말 겨루기> 후원자
고은영(833회 달인)  권기현(824회 달인)

강유기  권오중  권정민  김석건  김영석  김웅종  김형진  문원용  박상욱  박용준  변광호  안근정  안병산  유재근  이의연  

이정학  이호영  임형은  장성희  장형화  정규식  조연희  최　민  최상길  최선희  최영수  최인혁  편영철  현혜원 KBS미디어 

KBS

미디어 

<매칭그랜트 결연 사업>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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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일상  강경아  강명수  강명호  강상구  강성실  강창석  강태훈  강태흥  강　혁  강희정  고상수  고인재  고찬수  고칠성   

구경하  구용훈  구형모  국은주  권미수  권민상  권성은  권영위  권예지  권오대  권정의  권태훈  권해중  금혁준  김가순  

김강수  김강천  김강호  김강훈  김건희  김경은  김경환  김광영  김광일  김근식  김근영  김길웅  김대양  김대한  김대현   

김덕훈  김도준  김동주  김동휘  김득수  김만철  김명남  김명숙  김명우  김미균  김　민  김민정  김민중  김민회  김배진  

김병수  김봉만  김상명  김상우  김상인  김상훈  김석민  김성균  김성태  김성하  김성호  김세경  김수경  김수진  김순자   

김승하  김시곤  김양구  김영신  김영종  김영중  김영진  김영태  김영호  김영희  김완수  김용호  김용환  김운태  김유미  

김윤창  김윤혜  김은비  김은주  김장현  김정규  김정균  김정덕  김정록  김정미  김정택  김정희  김제욱  김종모  김종순   

김종일  김종희  김준년  김준호  김지연  김진규  김진홍  김진화  김진희  김창훈  김춘길  김태길  김태형  김태환  김학겸  

김학수  김학순  김해천  김현대  김형원  김혜영  김호기  김휴동  김희수  김희열  나은정  남상원  남승우  남승진  노남종  

노태완  류석민  류성관  류영희  류종열  류호석  마기현  문경환  문광수  문성훈  문아미  문희세  민일홍  민호배  박광명   

박근수  박근하  박기석  박기호  박복용  박상용  박상태  박석수  박석심  박성근  박성우  박세화  박소라  박승찬  박　연  

박영식  박영춘  박　완  박용석  박인수  박일엽  박일해  박정수  박종윤  박종진  박주경  박주아  박준형  박찬수  박찬희   

박철호  박태현  박한길  박혜령  박황태  박효진  박희현  방석준  배관태  배선정  배소영  배수영  배안철  배종철  배중훈  

배창복  백성철  백수종  백승민  백정기  백정원  백종희  백행선  변예린  변진석  봉진영  서강원  서병철  서승재  서정주  

서정현  서정협  서현희  성준해  소우성  손연석  손현수  송석진  송선옥  송재헌  송현숙  송현주  신기진  신석용  신승호   

신용정  신재웅  심도섭  심보름  안성진  안영록  안우용  안정문  안정훈  안태진  양정훈  양천호  양희용  어수선  엄배성  

엄주영  엄태규  엄태민  여동성  여인회  염동빈  염정동  염지웅  예미란  예종훈  오광철  오규인  오별나라  오성일  오영진  

오원섭  오　준  옥유정  용수진  용순문  원미화  위청준  유경호  유민정  유민철  유성주  유승영  유영선  유영준  유　용   

유원규  유의정  유창호  유철웅  유혁근  유현성  윤　상  윤　혁  윤경인  윤기범  윤동률  윤민아  윤선원  윤수희  윤영식  

윤원섭  윤원주  윤주성  윤진모  윤한용  은경수  은문기  은탁기  이강현  이계창  이광호  이규봉  이규승  이규원  이근희  

이낙선  이도경  이도원  이동운  이만규  이명준  이명희  이미경  이병태  이상경  이상구  이상준  이상훈  이석주  이석진  

이선일  이성철  이송희  이　숙  이순령  이승준  이승현  이승훈  이안교  이양노  이연경  이연희  이옥이  이용우  이용준   

이욱동  이은숙  이은희  이인성  이일영  이일우  이재영  이재원  이재하  이재호  이정민  이정봉  이정숙  이정우  이정윤  

이정주  이정훈  이준희  이진욱  이창룡  이창호  이충언  이태우  이학상  이한나  이혁휘  이현정  이형선  이후삼  임동원  

임상빈  임순출  임장원  임종윤  임주영  임태근  임혜선  장　웅  장영주  장일남  장주홍  장진영  장호진  전경숙  전성규  

전성상  전성호  전영선  전제연  전진아  전효숙  정강진  정구봉  정국진  정다진  정병한  정석철  정석환  정성민  정성훈   

정승용  정영직  정용래  정운서  정은희  정인균  정일서  정일영  정창식  정충환  정태웅  정택수  정하영  정혜경  정혜승  

정화섭  정　환  정환욱  정효영  조경숙  조규형  조만형  조성택  조수진  조순미  조순이  조용희  조윤정  조정현  조하룡  

조휴정  지병현  지성찬  지용수  진우석  진향운  차청문  채광진  최대희  최도명  최미경  최미라  최성민  최수오  최영구  

최용수  최용찬  최원석  최원정  최유진  최윤경  최윤진  최인섭  최인희  최일호  최진아  최창영  최희석  탁재택  하동섭   

한대희  한미숙  한상욱  한의수  한준서  한지원  한태호  한혜경  함정완  허국회  허용석  허　진  허진이  허진태  현주희  

홍대일  홍미소  홍석명  홍성근  홍소연  홍순영  홍종만  홍종현  홍진석  홍채의  황권일  황병택  황보영근  황봉주  황성훈   

황신자  황유정  황은주  황준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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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살림살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1 2



2020 결산

 복지 지원 사업비  358,497 

 홍보 사업비  7,966 

 후원 사업비  1,074 

 운영비  331,582 

 사업준비비  803,537 

 지정후원금  243,140

 비지정후원금  19,519

 수익사업 전입금  540,000

 전년도 이월금  608,569

 기타수입  91,428

(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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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502,656천 원

6.08 %

1.30 %

16.18 %

40.50 %

35.94 %

0.08 %

53.47 %

23.86 %

22.07 %

지출

1,502,656천 원0.52 %



1. 재단 사업에 후원하고 싶어요!
KBS강태원복지재단의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에 후원금이 사용되길 원하시는 분은 후원 안내에 따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2. 특별한 나눔으로 후원하고 싶어요!

특별한 나눔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KBS강태원복지재단은 후원자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의미 있는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해드립니다. 특별한 나눔을 원하시는 분은 재단으로 문의해 주세요. (Tel. 02-781-2940)

KBS강태원복지재단과 
SNS 친구해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_kbsktw_

@KBS강태원복지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

어디에 후원할까요?

STEP 1

나눔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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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CMS(자동 이체)를 통해 재단의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일시 후원

홈페이지 후원 계좌 입금 후원

신용카드와 실시간 계좌 이체로 

재단 사업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계좌에 직접 입금해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예금주명: KBS강태원복지재단

신한은행 100-018-800963

국민은행 067537-04-000229

우리은행 1005-500-899425

KEB하나은행 106-910005-29704

신한카드(포인트 후원) 네이버(해피빈 콩 후원)

신한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의 콩을 이용해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아름인’ 홈페이지 방문  

‘기부처 찾기’에서 <KBS강태원복지재단> 검색 

 <KBS강태원복지재단>에 포인트 기부

네이버 ‘해피빈’ 방문 

 <KBS강태원복지재단> 검색 

 <KBS강태원복지재단> 모금함에 콩 기부

* 자세한 사항은 KBS강태원복지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 후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후원할까요?

STEP 2

25



발 행 인　이규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4, KBS연구동 4동 401호

연 락 처　02-781-2940 

팩　　스　02-781-2945

홈페이지　www.kbskt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