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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신축 기공식



해솔의 2019년은 이렇게 밝았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고 있다.

매년 6억 원이 드는 운영경비 조달이 뜻 같지 아니하고, ‘쥐꼬리 월급’에 또 “꼬리꽁지”까지 자르겠다는 직원들

의 결연한 의지에 가슴이 먹먹하고, ‘어디 은행 금고털이 할 곳이 없을까’ 하는 궁리를 했다. 결국 인상동결 수준

으로 막았지만 일 년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아니했다. 

1년이 더 지나 이번 달에 소박한 기공식을 가졌다. 4층이 3층이 되고, 단위면적 120평이 100평으로 재설계됐다. 

이사 및 운영위원, 선생님들,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만 모였다. 오직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해 주신 강원도청과 몇

몇 후원기관의 실무자만 추가로 모셨다. 하늘에서는 고공비행 첫눈이 시간에 맞추어 활강해 주었다. 진정한 축

복이었을까. 이 날이 오기까지의 길은 꽃길이라기보다 혹독한 시련이었다. 아직도 갈 길은 남았지만 다시는 이 

길을 걷지 못할 것 같다. 내년 9월이면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새 교실에서 즐거워 할 모습을 상상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몸과 마음에서 진(盡)을 다 했을까? 아니면 애당초 안 될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왜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온 통일”이

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그들을 위한 말인가? 아직도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 땅이 푸근하지 못하고 행복해 보이

지 않는다. 북한에 계시는 부모들은 오히려 걱정이 많을 것 같다. 4년 전, 영국에 가서 옛날 서울에서의 제자들을 

몇 명 만났다. 난민허가를 받아 런던에서 살고 있었다. 내 가슴이 찡하였다. 이놈들이 이 나이에 돌고 돌아 이곳

에 와 있구나~.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돌아오는 비행기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음은 편하다고 할까. 

지난 15년간, 우리 아이들과 생활하고 돌보면서, 그들의 외로움, 미래의 불안감, 커다란 열등의식 등을 극복하

고 자신들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왔다. 인간은 원래 나약해서 스스로 자발적 의

지에 의하여 생명력을 회복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자립하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님을 절감한다.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온 아이들과 중국등지 제3국에서 태어나 우리말도 잘 모르는 아이들의 적응정도가 좀 차이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요즘은 “reshaping your life” 라는 단어가 자꾸 머

릿속에 맴돈다. “네 삶을 온전히 다시 만들어 봐라” 그런데 정말 힘든 작업이다. 분명 남한의 우리 모두도 북한에

서 태어났다면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솔패밀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똑같은 정성으로 도전한다. 60% 능선정도는 오른 

것 같다. 5년 후에는 80% 능선에, 10년 후에는 정상에 이를 꿈을 가진다. 이 소식지를 보시는 모든 후원자들께 

보답하겠다. 감사합니다~~~

2019. 12. 

학 교 장   김 영 우

프롤로그

“ 올해 저희들 급여는 작년보다 10% 삭감하겠습니다. 

       그 대신 어느 누구라도 퇴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_ 교직원 대표

 

“ 작년 11월에 받은 학교건물 건축허가는 건축비 부족으로 재설계 해야겠습니다 ”_ 김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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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직업사관학교  2019년
하반기 이모저모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경북 안동으로 
문화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제1차 학부모 간담회 기초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친 5명의 수료생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응원합니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의 초청을 받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악기연주 실력을 뽐내며,
남북 평화 기원 버스킹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월광기독학교 학생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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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과 친해질 수 있었던 법률학교
한글날을 맞아 제1회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천`평화의댐'에서 출발하여 
철원`노동당사'까지 120㎞를 
걷는 국토대장정을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무사히 완주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 모두 OK!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구입한 연탄을 직접 배달까지!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연탄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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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포커스

'너의 꿈은 뭐니?'
한국어 반 제3국출신 학생이 해솔에 입학 했을 때였다. 중국에서 태어나 10대가 될 때까지 살다 온 학생이라 한국

어 대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센스가 있는 학생인지 눈치로 이해하려는 듯 했다. “너의 꿈은 

뭐니?” 돌아온 대답은 “몰라요”였다. “하고 싶은 것은 있어?” 역시나 “몰라요”라고 대답을 했다. 이 친구의 대부분의 

대답은 “몰라요”였다. 답답함이 몰려 왔다. 언어의 장벽 때문일까? 어딘가 학생의 깊숙한 곳에 무기력함이 배어있음

을 느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언어의 어려움, 오랜 기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분리불안증 같은 불안함, 한국에

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압박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가족이 되다'
먼저, 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언어는 달라도 표정과 몸짓을 이용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먼저 학생이 좋아

하는 농구로 대화를 시작했다. 전담선생님께서 학생과 수시로 농구를 하며 관계를 형성해 가니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해솔 안으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제3국출신 학생들이 몇 명 더 입학

했다. 이제 선배가 된 첫 번째 학생은 더 이상 “몰라요”학생이 아니었다. 한국어 반 반장도 되었고 반장으로서의 역할

도 곧잘 했다. 그 사이 실력도 점점 늘어갔다. 하지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었다. 부족한 한국어로는 초등검정고시조차 

수능수준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족의 힘은 위대했다! 아니 다른 말로하면 ‘엄마’의 힘이 위대하다는 말이 

맞다. ‘엄마’는 한국어 반 담임선생님의 별명 아닌 별명이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듯 학생들을 다독이고 살피면서 아

꿈..

가
족

        숫자로 보는 2019 해솔

한국어 반의 작은 기적
제3국(주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한국어 반 학생들,
한국어가 외국어인 학생들의 힘겨운 한국살이와 한국인 되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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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셨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

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도 선

생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자라났다. 

'날개를 펼치다'
살면서 기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

난다. 나는 한국어반 학생들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 한

국어도 제대로 못하던 첫 번째 학생이 

이제는 대학을 다니면서 수시로 해솔을 

방문하며 같은 반 친구이자 후배들을 격

려한다. 올해에도 학생 2명은 고졸검정고

시 평균 96점으로 물리치료학과에 합격

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호텔외식조리와 

글로벌학과에 합격을 앞두고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이제 이 학생들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군대에도 자원입대하기로 했다. 높게만 느껴졌던 산이 이제

는 넘을 수 있는 언덕 되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북한출신 선배학생들의 굳건함과 은퇴교사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사랑이 토양이 되어 기적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생각한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부른다. 해솔의 

학생들이 기적의 세대가 되어 누군가의 꿈과 도전이 되길 응원한다.     

- 교육부장 최 상 준 -

        숫자로 보는 2019 해솔

11명
(합격률 84.6%)

53명
(사후관리대상포함)검정고시 합격 학생 수

31개
(응시생 대비 취득률 207%)

453명
(2019년 11월 기준)자격증 취득 개인후원자 수

71%
(응시생 7명 중 5명)

9,483만원
(2019년 11월 기준)대학 합격 개인후원금액

2020년도 대학 새내기가 될 한국어반 친구들(얘들아 화이팅^^;;)

와우~ 
뒷말은 더 안 들어 봐도 되겠다

대학에 가면 
뭐 하고 싶어?

음... 
우리학교는 남학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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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인터뷰

‘해솔’과의 첫 만남
해솔직업사관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친한 친구의 권유였어요. 자신이 해솔에서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면서 네가 꼭 가보면 좋겠다

고 말해주었죠. 사실 오기 전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이미 남한에서 일도 하고 있었고, 이곳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고 있는데 

굳이 북한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었죠. 그렇지만 해솔 교육부장님과 상담을 해보니,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주고 내가 원하는 자격증 공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마음먹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곳은 저에게 딱 맞는 교육환경이었어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해솔에 온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2~3개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야기

를 들었을 때, 욕심이 났어요. 남들 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취득하고 싶었어

요. 그것을 목표로 그 날부터 매일 6시간 정도 꾸준히 학교와 도서관에서 공

부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는 반복해서 풀고, 한자어로 된 용어들은 이

해할 때까지 많이 노력했어요. 공부가 힘들 때마다 선생님들께선 저에게 큰 

응원과 격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어요. 전기기능사 시험 볼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탈락률이 워낙 높아 걱정도 됐고, 전날까지 컨

디션 조절 실패로 코피까지 터지며 초조해했었죠. 후에 응시자들 중에서 최

고성적으로 합격한 걸 알았을 때 너무 뿌듯하고 날아갈 듯 기뻤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따기 시작한 자격증이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전

기기능사, 가스기능사 등등, 세어보니 10개나 되더라고요. 저를 믿고 아낌

없이 지원해주셨던 해솔이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해솔을 응원하고 후원 할래요
내년 2월이 되면 호주에 갈 예정이에요.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곳에 가서, 학교의 도움으로 배울 수 있었던 수많은 기술들

과 경험들을 펼쳐보고 싶어요. 벌써 영어공부도 시작했죠. 사실 익힌 기술들로 내년에 학교가 새로 지어지면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보

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이 커요. 하지만 당분간 그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이번에

는 제가 해솔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싶어요. 해솔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하게 돼요. 해솔선생님들

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밤하늘의 희망의 빛으로 그렇게 오래오래 저와 같은 북한이탈청년들을 위해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솔직업사관학교는 

나에게 딱 맞는 곳이었어요.”
_ 한철남 학생

해솔직업사관학교에 온 지 1년도 안 되어 자격증 10개를 취득한 

해솔 최다자격증보유자 한철남 군,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의 이

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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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멋·소(해솔의 멋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허대영 선생님 
이사 / 사회 교사

허대영 선생님은 3년 전 해솔 자원봉사자분의 소개로 해솔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강원도 춘천교육장까지 역임하셨던 터라 해솔의 과목별 최고의 교사진 구축에 앞장서 주셨

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해솔만의 탄

탄한 기초교육과정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상록드림자원봉사단 단장으로서 강원공무원연금공단과의 MOU체결에 큰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

고 홍천군에서 주최한 한서대상 수상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최한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시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한결같은 겸손한 자세와 학생사랑에 존경을 보내며, 바쁜 와중에도 해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큰 기쁨으로 삼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 창 선생님 
합기도 지도사

학생들의 합기도 수업을 지도해주시는 허 창 선생님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이자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시절 합기도 사범 일을 하시다 목사

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으로 피곤도 하고 쉬고 싶

은 마음도 들 수도 있는 저녁시간에 결석 없이 계속 합기도장을 

가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의 매력에 푹 빠진 듯합니다. 그만큼 선

생님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계시다는 반증

이 아닐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생활용품을 챙겨 주

시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 같으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합기도국

제컨퍼런스로 중국합기도연합회에서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학생 중 한 명이 중국어 통역을 하면서 훗날 사범이 되어 국제무

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신의 건강을 넘

어 미래의 꿈을 꾸게 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허 창 선생님!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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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정보고

재정보고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결산내용입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수입합계 219,267,987   35,087,491   18,680,597   10,966,645   20,682,872   59,396,327   20,895,410   74,290,175   10,416,824   12,110,070   54,092,035  535,886,433 

후원금수입   10,067,335     7,957,780     7,160,597     8,687,685     5,882,002     8,299,161     9,171,310     7,727,135     9,896,824   11,317,870     8,951,125    95,118,824 

지원금수입 209,200,652   27,129,711     1,520,000     2,278,960   14,800,870   51,097,166   11,724,100   66,563,040         520,000         792,200   45,140,910  440,767,609 

지출합계  35,226,580  41,986,978   39,541,687   55,871,759   45,702,858   44,905,873   46,748,271   42,306,993   53,851,988   56,519,287   43,806,047     506,468,321 

인건비   15,279,201   15,280,649   15,214,729   15,180,369   15,230,689   15,210,594   15,353,099   15,393,189   15,369,609   15,379,969   15,407,881     168,299,978 

급여   14,242,500 14,242,500   14,242,500   14,242,500   14,242,500   14,242,500   14,385,000   14,385,000   14,385,000   14,385,000   14,385,000     157,380,000 

4대보험료     1,036,701     1,038,149         972,229         937,869         988,189         968,094         968,099     1,008,189         984,609         994,969     1,022,881       10,919,978 

일반관리비     9,549,679   10,322,419     6,097,598   16,814,544     7,945,989   11,218,769   10,055,662     6,215,574   15,380,879     8,279,398     7,990,146 109,870,657 

학교관리비     3,241,959     3,026,169     2,546,968     2,396,294     2,201,459     2,185,289     2,246,499     2,286,804     2,230,279     1,236,968     3,173,566       26,772,254 

기숙사관리비     1,735,820     1,823,100         125,240     3,298,220     1,500,820         153,680     2,555,690         310,260     2,332,930     1,451,020         323,860       15,610,640 

인건비성경비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9,800,000 

복리후생비 -     1,000,000 -  - - - - -     4,597,500 -        5,597,500 

여비교통비         301,350         517,080         255,800         464,500         319,500         429,640         296,400         141,000         478,800         303,200         618,600        4,125,870 

통신비(우편발송)         157,200              4,850           20,790           47,800 -         199,100          61,010          13,290          34,230             2,770          12,050           553,090 

업무추진비         190,000         531,100         248,800         254,700         198,000         438,100         171,000         199,500         248,500         611,600         331,000        3,422,300 

세금과공과           56,500 - - - -         155,200 -          54,850         264,640 - -           531,190 

보험료         685,470 -         202,600           23,250 -         618,240 - -            3,610     1,152,740 -        2,685,910 

사무용품외         185,680     1,186,520         396,800         823,040         901,610     1,321,920     1,007,220         315,670     2,524,790         633,500         917,170       10,213,920 

도서인쇄비         792,900              7,000              7,000     7,007,140            7,000         958,000            7,000            7,000            7,000             7,000            7,000        8,814,040 

차량유지비           76,500         226,000         170,000         380,000         700,000         480,000         465,000         340,000         535,000         759,000         485,300        4,616,800 

지급수수료         326,300         200,600         323,600         319,600         317,600     2,479,600     1,445,843         747,200         323,600         321,600         321,600        7,127,143 

목적사업비   10,397,700   16,383,910   18,229,360   23,876,846   22,526,180   18,476,510   21,339,510   20,698,230   23,101,500   32,859,920   20,408,020     228,297,686 

학생생활지원비     1,895,000     2,270,000     3,400,000     4,100,000     2,760,000     3,955,000     2,600,000     1,800,000     2,200,000     2,870,000     2,210,000       30,060,000 

교육경비     3,401,530   10,690,970   10,682,320   14,904,526   15,254,410     9,611,990   13,358,940   16,541,130   17,362,200   26,056,370   11,734,150     149,598,536 

 - 강사비       1,60,000     8,365,000     8,215,000     8,975,000     8,635,000     6,695,000   10,630,000     9,625,000     5,620,000   13,000,000     8,005,000       89,365,000 

 - 교재구매비     1,321,330         701,170     1,572,920     1,201,800     3,166,200     1,567,630     1,353,700     1,083,520     2,373,300     1,541,610     1,341,850       17,225,030 

 - 자격응시료           20,000         110,000           95,800 -          1,514         110,000          89,700         358,600          78,500         828,900         417,800          19,000        2,126,786 

 - 기타교육지원비 -         880,000         693,000         290,000     1,995,000     1,097,000         860,000         400,000     3,660,000     2,660,000         323,700       12,858,700 

 - 프로그램운영비         460,200         634,800         105,600     4,439,240     1,348,210         162,660         156,640     5,354,110     4,880,000     8,436,960     2,044,600       28,023,020 

급식비     2,203,070     3,382,440     4,096,500     4,240,220     4,306,670     4,839,520     5,320,570     2,300,100     3,493,100     3,905,850     4,224,470       42,312,510 

회의비         218,800           40,500           47,000         352,100         105,100          70,000          60,000          35,000 -           27,700         144,400        1,100,600 

홍보비     2,679,300 -              3,540         280,000         100,000 -          22,000          46,200 -     2,095,000        5,226,040 

수입지출내역서

수  입 지  출

43%
외부지원금

39%
정부·지자체보조금

18%
후원금 43%

사업비

33%
인건비

10%
일반운영비

8%
시설운영비

6%
학생복리비



 11 해솔직업사관학교

해솔과 함께해주신 분들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정성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1) 시설후원(15)

강원랜드(차량), 삼익가구(기숙사침대), 신한은행(교실집기일체), 신한카드(도서관설치), 외환은행(차량·컴퓨터·악기), 지혜안전(피아노), 
KCC(바닥재), KT(학교TV), 한국마이크로소프트(컴퓨터), 한국토지주택공사(기숙사시설임차), 한샘가구(기숙사캐비넷), 김일영(기숙사TV),        
박선엽(냉장고), 박정규(전자렌지), 염현수(김치냉장고)

2) 기관후원(79)

강남비전교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시가스, 강원도청, 강원랜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보생명, 구세군서울지방, 구세군춘천교회, 
국가비전포럼, 그린앤조이, 기쁜소식교회, 남북하나재단, 대림판금, 더불어함께새희망, 동남, 동남마트, 동남식자재, 동남유통, 동남케미칼, 동신
교회, 명성교회(평화통일기도회), 명신정유, 목요회, 민산회, 범죄예방춘천협회, 법사랑위원(춘천지회), BBWA,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 살림에
너지, 삼성전자, 삼척CCC(윤춘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석사감리교회, 설외환센터, 성부상사, 소양제일교회, 수연산악회, 수표교교회, 수표
교마리아선교회, 스마투스, 아산나눔재단(파트너십온), 에이스휴먼파워(황종근), F&K, 예닮교회, 예담교회, 예수마음교회(안동규), 예수촌교회, 외
환은행74입행동기회, 우진하니벨, 원익그룹, 월광기독학교, 월비통상(이정근), 임정근내과의원, JCI춘천청년회의소, 주향교회, 지혜안전, 춘천기
독교장로연합,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청, KB금융그룹, 코엠리소시스(최병혁), 태성장학재단, 통일과나눔, 파주열쇠교회, 피델리스자산운용,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소비자보호원춘천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한국폴리텍대학춘
천캠퍼스, 한샘키친춘천대리점, 한아름축산, 함포럼, 해피빈, 헬싱키국제경영대학원, 현대차정몽구재단

3)물품후원(72)

겨레얼학교, 굿리더, 남북교육개발원, 대한한돈협회, 도밍고청소년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법사랑위원(춘천지회), 봉화즐거운사과밭, 
부자농원, 브레드원, 서울광염교회, 석사동봉사단, 석사동주민센터, 신림신양교회, 신일환경, 어린이도서연구협회, 예담교회, 온누리교회, 
1-1company, 재춘호남향우회, 춘천경찰서, 춘천남부새마을금고, 춘천시립도서관, 춘천시푸드뱅크, 춘천아이쿱생협, 춘천연탄은행, 춘천효자
종합복지관,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샘키친춘천대리점, 호순이애플, 희망리본, 김건원, 김두중, 김문부, 김병수어머니, 김영걸
어머니, 김진성어머니, 김진식, 김일란, 김택희, 김혁, 김현우어머니, 남정모, 박명성어머니, 박숙희, 박유신, 선은성, 성진양, 신난희, 엄용진, 윤덕순, 
이규선, 이재영, 이종훈, 장선미, 장호어머니, 정영숙, 주경배, 주조중어머니, 차성목, 차용만, 천현숙, 최문기, 최상인, 최희숙, 탁창식, 하병규, 한귀숙, 
한철남어머니, 황태근, 홍금혁

4) 개인후원(453)

강민석 강성구 강성철 강신웅 강영애 강훈석 강희수 계운영 계창옥 고갑남 고금년 고기숙 고용석 고은명 고지영 공영희 공윤섭 곽경애 곽윤섭 구본용 
구흥모 권매희 권복희 권순화 권영신 권영옥 권오순 권오훈 권익성 권종순 권혁승 김강석 김경섭 김경숙1 김경숙2 김경태 김계숙 김계하 김광종 
김광훈 김귀현 김기영 김기옥 김기택 김년수 김대영 김덕수 김동권 김동석 김동우 김동춘 김명지 김명훈 김무용 김문기 김문부 김문수 김문현 김미선 
김미애 김민서 김병석 김상민 김상철 김서봉 김석우 김선례 김선숙 김선영 김선호 김성우 김성주 김세훈 김수현 김수호 김수환 김숙자 김순생 김순선 
김순옥 김순회 김승성 김승철 김신종 김신환 김연수 김영국 김영록 김영미1 김영미2 김영산 김영자 김영준 김영태 김영호 김영희 김옥선 김용구1 
김용구2 김윤 김윤수 김윤재 김은성 김은옥 김은진 김인명 김인상 김일수 김일영 김장민 김정경 김정대 김정우 김정은 김제종 김준표 김지연 김지
영 김진권 김진범 김진식 김찬규 김창섭 김창현 김청규 김춘식 김평국 김학성 김향숙 김현종 김호순 김효종 김희상 김희철 나금자 나웅주 나윤재 나
윤진 나이준 나평균 남성건 남훈 노태구 동배영 류건주 마상기 마이클·레기나 문국자 문보현 문현영 민들레봄 박갑선 박경제 박광민 박남철 박덕
제 박명광 박명희1 박명희2 박미숙 박병철 박상균 박선배 박수잔 박수환 박순향 박승범 박시영 박영광 박영만 박영선 박영헌 박영호 박옥자 박우
희 박윤옥 박은희 박의순 박재경 박재범 박재현 박재호 박재훈 박정국 박정혜 박정희 박종규 박종면 박종순 박준성 박지원 박철영 박현빈 박희
정 반재혁 배길원 배순옥 백운철 백윤주 백종성 변동걸 변양균 변희삼 서규태 서길원 서봉미 서순옥 서연우 서영숙 서예영 서정순 서정영 서충석 
서현 서현숙 석균쇠 석정란 선은성 선은성(단체) 성경희 성낙순 성미희 성윤모 성진양 손광국 송무숙 송수옥 송정란 스티브수 신난희 신무섭 신성희 
신영희 신재철 신주미 신현승 신혜정 신환철 심사이먼 심소피아 심유미 심칼레브 안병현 안수빈 안수연 안수지 안영환 안욱영 안종숙 안종순 안종
욱 안중석 안창혁 안태현 앤김 앤박 양경석  양동춘 양임 양지은(양문병) 양태규 엄주희 연제진 염정호 염현수 오경진 오부금 오상영 오유진 오종연 오
해정 옥정스텐키 왕계자 왕수복 왕한석 우정희 유근호 유성숙 유성영 유영진 유은경 유인식 유재후 유전무 유종관 육동한 윤계순 윤기웅 윤미숙 윤세
영 윤현집 윤호선 이갑현 이경민 이경훈 이계남 이계송 이광열 이광현 이군호 이규선 이기승 이기재 이낙근 이남규 이달용 이동국 이동섭 이동주 이
문재 이미숙 이병석 이보은 이상대 이상식 이상옥 이상필 이상현 이상호 이세진 이순옥 이양림 이연수 이영숙 이영희 이옥경 이용식 이용주 이용헌 
이우철 이은희 이음새 이인 이인숙 이인순 이재국 이재기 이종훈 이지호 이찬웅 이철우 이평자 이현락 이현주 이형식 이혜란 이혜순 이홍석 이화영 
이효영 이희정 임복순 임상훈 임앤춘 임양진 임재규 임종순 임헌재 임현정 장명기 장상아 장시원 전경희 전계숙 전만수 전승규 정기순 정명순 정민
환 정성호 정영성 정인호 정진 정흥식 조기복 조기안 조두현 조상욱 조선희 조은현 조인묵 조일형 조화자 조흥숙 조희영 주원태 주재중 진민용 진판
숙 차용만 채은미 천충경 최경수 최경식 최경희 최동숙 최민숙 최복금 최상민 최석원 최성규 최승환 최시복 최연희 최영자 최영환 최영흡 최옥경 최유
선 최인선 최장기 최재호 최정기 최종인(박동훈) 최진선 최해원 최현숙 최희수 최희숙 추정한 추현식 추화순 카일페리 킴벌리윤 하연수 하천봉 하평
완 하희임 한귀숙 한기영 한상아(예림) 한영자 한영재 한옥선 한유나 한인규 한재복 한채연 한현우 함인철 홍성길 홍은주 홍정애 홍태화 홍혜전 황
경희 황다영 황동혁 황선종 황영주 황영호 황태근 황학중



후원안내

지금 결심하신다면, 희망을 찾아 이곳에 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가 보내주신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181-890308-01605

 예금주 사단법인 해솔직업사관학교

·신용카드 / CMS자동이체 / 직접이체 및 무통장입금 후원가능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해솔직업사관학교 | ADD. (24396)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38번길 37 3층
TEL. 033-263-2878 | FAX. 033-262-2878 | E-mail. haesolschool@naver.com
H.P. http://haesolschool.org

오늘은 해솔직업사관학교에 온지 3달 보름 되는 날이다.

학교에 와서 제일 기쁜 날이기도 하다.

한 달 동안 공부한 에너지 기능사에 합격되었다.

누구에게는 너무도 쉬운 공부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외래어가 많이 들어간 교과서가 너무도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에 합격하게 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이었고 사랑이었다.

어느 날 교육부장님께서 두꺼운 책을 가져다주시더니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힘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글만 보였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된 것은 교장 선생님과 주고받은 주말 인사 문자였다.

“교장 선생님~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현우야 고맙구나, 너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모양이구나.

해 뜨는 아침을 사는 사람은 삶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란다. 

찬란한 태양이 뜨는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그 시간에 일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이제 집에 왔어.  주말 잘 보내거라~”

한 줄도 안 되는 인사를 보내고 거꾸로 너무도 큰 것을 받았다.

내가 선생님들의 믿음에 정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나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있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많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서

우리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보답하고 싶다.

- 해솔 홈페이지 ‘우리들의 이야기’ 내용 중 발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