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솔톡톡!
HAESOL CAREER PREPARATORY SCHOOL NEWSLETTER

I Do, We Dream! 
23호  2021년 겨울

 산업설비과정 기술교육 현장에서



 32  ｜

2013년 4월 중순 어느 날,

가깝지만 아주 생소한 춘천에, 혼자서, 북한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전문대안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1월 학교를 개교하였다.

7~8년에 걸친 기간, 거의 100여명의 20세가 넘는 남자청년들을 만나고, 학교에 초대하곤 하였다. 그중 61명의 청

년들이 소위 "해솔 가족(Haesol family)"이 되었다. 이들 중 절반은 사회에 진출하여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극소수는 아직도 몸부림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절반은 재학생으로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에 매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해솔의 가족이고 해솔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어려울 때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가정

과 같다. 

문제는 해솔에서 끝장을 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떠난 친구들이다. 주로 초창기에 해솔이 온전히 그들을 보

듬어 주지 못한 면도 있어 아쉽기만 하다. 참으로 묘하다. 최근에 입학한 학생들은 퇴교도 아니 할뿐 더러, 하나같이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앞길을 개척하고 있다. 해솔은 그들의 부족한 면을 지원해 주면 된다. 아마도 일류학

교의 전통이 이런게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눈을 감으면 학교를 떠난 그들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 아이들 중 지금껏 제대로 자리를 잡고 생활

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씩 떼어놓고 보면 다들 충분한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다. 

27살에 만나 지금은 34살이 된 A는 울산이다, 거제다,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우리 학생 집을 드나드는 식

객이 되어 있다. 7살에 집을 떠나 20년을 전국 열차털이로 지낸 전문 꽃제비 출신이다. 세상 경험으로 치면 안 다녀 

본 곳이 없고, 다른 사람 주머니는 자기 것이나 진배없다 했다. 남한에서도 오토바이로 안 간 곳이 없단다. 분명 재

주도 많고, 뭐든지 하면 신바람을 내는 친구다.

엄마와 누나와 같이 내려 온 B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 온 가족일까. 엄마

와 누나도 진배없는 가족력을 지닌 것 같다. 우리 학교에 입학 자격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해솔의 도움이 필요한 사

람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고 답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과 알코올 중독자는 예외다. B도 술만 마시면 감당하기 어

려워진다. 

지방 상담사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만나러 간 C군은 벌써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면담마저 한사코 거부하였다. 50

대 중반에 불과한 어머니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어 있고 아들을 위한 헌신은 물거품이었다. 그 어머니를 보고, 하

나님은 진정 역사하고 계신가? 라고 되물었다.

해솔은 7년간 무려 30억의 운영비를 조달하고 30여 명의 직원과 전담 교사들이 힘을 합쳐, 겨우 60명의 청년들

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도록 길을 헤쳐가고 있다. 1인당 경비를 치면 5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우리 

아이들 한 사람씩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건가. 이 청년들은 벌써 취업을 해서 세금을 내고, 기초생활 수급비 대상

이 아니며, 사회통합이 된 거다. 중도탈락한 40여명의 청년들도 다시 만나 의젓한 해솔 식구가 되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언젠가 남북왕래가 되는 날이면 고향에 돌아가 그 사회의 리더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소망을 오늘도 가져 

본다.

2021.  1. 

학 교 장   김 영 우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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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를 돌아보며
강원도지사님 해솔직업사관학교 방문 임정근내과의원 기부금 전달

2020년도 고졸과정 수료식 지역주민과 함께한 하천정화 활동

우리문화바로알기 수업 연탄나르기 봉사활동

해솔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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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김○민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 해솔을 다니고 있었어요.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설명을 듣고 해솔에 가

서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허○남   하나원에 있을 때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학교 

소개를 하러 오셨던 최상준 교육부장님께 좋은 인상을 받아서 

해솔에 오게 되었습니다.

김○현   이전에 해솔을 다녔었던 친구를 통해 해솔을 알게 되었고, 홈페

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새로 지어질 학교가 너무 멋져 보여 이 

학교에서 꼭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일   하나원에 있을 때 해솔에 대한 소개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기초

교육과 취업 교육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해솔이 저에게 딱 필요

한 곳이라 생각했어요.

김○혁   하나원에 있을 때 여러 학교의 소개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해솔

이 제일 끌렸어요. 가족들은 집 근처 서울에 있는 학교를 권유했

지만, 여기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제○경   올해 여름 하나원에 있을 때 해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알게 되

었고, 나가서 이 학교에는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솔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김○민   학교보다는 ‘집’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부모님처

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기숙사 밥도 맛있고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받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허○남   남자 학생들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공

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김○현   학교가 바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가지

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연스레 나도 뭐든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일   또래 친구들이 별로 없어 처음에는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형들

과도 많이 친해지고 정도 많이 들어서 편해졌어요.

김○혁   솔직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좋지는 않았어요. 낡은 곳

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곧 새로운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다

고 생각하니 벌써 기대가 돼요.

제○경   학교가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어요(웃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지금은 만족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쉽고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요.

해솔에서 배우거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김○민   내년에 자격증을 여러 개 따고 싶어요. 딴 자격증을 바탕으로 취

업할 수 있는 곳도 찾아보고 싶고요. 해솔에 온 이유도 그런 것

이 가능하기 때문이니까요.

허○남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남들보다 기초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솔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져 검정고시

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요.

김○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이○일   우선은 전기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

히 공부해서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김○혁   어려서부터 일찍 돈을 벌어야 했기에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기초를 열심히 다져 제가 좋아하는 분해하고 조립하

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제○경   내 능력이 되는 한 많은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선생님들께 열심

히 배워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가고 싶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은 무엇인가요?

김○민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한다

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허○남   교육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작은 것이라

도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현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사회구성

원으로 잘 정착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지만, 목표를 하나씩 이루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일   제가 좀 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 할머니도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제 꿈이에요.

김○혁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잘 정착하

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촌 동생도 데려와

서 같이 살고 싶어요.

제○경   배운 기술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개인사업장을 차

리고 싶어요. 내 가게를 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 어려운 사

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름 : 제○경

나이 : 25세

입국년도 : 2020년

관심사 : 영화

이름 : 김○민

나이 : 25세

입국년도 : 2020년

관심사 : 음식(요리)

이름 : 허○남

나이 : 23세

입국년도 : 2020년

관심사 : 공부

이름 : 이○일

나이 : 17세

입국년도 : 2019년

관심사 : 운동 이름 : 김○혁
나이 : 17세
입국년도 : 2019년관심사 : 게임

이름 : 김○현

나이 : 27세

입국년도 : 2011년

관심사 : 상상(공상)

신입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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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알아보는 해솔

해솔은 지금

북한출생 제3국출생 총인원

44 17 61

총 인원

구 분 2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계

인 원 10 21 16 14 61

연 령

북한 출생

구 분 기초교육 기술교육 취업 취업준비 계

인 원 4 19 16 5 44

교육 및 진로과정

제3국 출생

구 분 기초교육 기술교육 군복무 계

인 원 12 3 2 17

년도 ‘14 ‘15 ‘16 ‘17 ‘18 ‘19 ‘20 계

인 원 8 8 11 7 10 8 9 61

연도별 입학 인원

대한민국 주소지

주소지 춘천 서울 경기(인천) 충청(대전) 경상(부산/대구) 전라(광주) 계

인 원 17 11 16 6 9 2 61

지 역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중국 모름 계

인 원 20 13 4 2 1 1 18 2 61

출생지

구 분 부모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무연고 계

인 원 10 30 6 4 11 61

가족사항 (대한민국 내)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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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교사	현황은	어디까지?

2019년 11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신축 공사가 지난 9월, 3층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제, 

기숙사(4층)를 증축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지어진 새로운 보금자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현재 건물 모습

건물 전경

3층 교실 앞 복도 3층 교실 4층 기숙사 공간

건물 후측면 / 주차장 1층로비 / 중앙계단 2층 식당

기숙사가 완공되면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은 

물론 생활·면학 여건이 개선되어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의 요람이자 

직업교육의 진정한 메카가 될 것입니다.

건축개요

건축면적 : 312㎡

수용인원 : 27명

주요시설 : 기숙사실(7), 세탁실, 샤워실, 휴게실 등

총사업비 : 4억 원
4층까지 완공 모습(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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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인터뷰

“해솔직업사관학교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_ 서정림 군

해솔을 거쳐 간 학생 중 처음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서정림 군,

그의 이야기를 해솔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

▨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 받은 해솔

저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14살 되던 해에 탈북하여 중

국에서 9년을 생활하다 23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

다. 입국 후 춘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해솔에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했던 터라 공감대가 많았

고, 그러다보니 금방 친해져 해솔에도 자주 드나들게 되

었습니다. 해솔은 저에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학금과 교재비용은 물론 상담을 통

한 심리적 안정까지 배려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해솔을 만났던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 자신감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하니 없던 자신감도 

생겨났고, 그 자신감은 새로운 삶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성공을 맛보다보니 

예전이라면 꿈꿀 수 없었던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에 수험생

으로서 가져야할 몇 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

나갔습니다. 하루 최소 1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고, 졸

리더라도 책상에서 잠깐씩 졸았습니다. 무조건 주6일을 

위에처럼 공부하면서 항상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모색했

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감

사하게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

로나 대응 TF팀에서 자가격리자들을 돕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 도전을 통해 멋진 미래를 그리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

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건 나의 소신을 지키

면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 고향 주

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기 위

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혀야겠지

요. 해솔에 있는 후배님들도 꿈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

하길 바랍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

지씩 찾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해보면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9 해솔톡톡!

감동과 감사

지난 9월 29일, 고졸과정수료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감사 인사’를 낭독하였던 박명성 학생

의 글을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해솔에서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새 훌쩍 성장한 학생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이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학위수여식 감사의 글

선배님들의 수여식을 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 수여

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여식을 준비하시

느라 고생하셨을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랑스러운 후배들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우리를 대신해 학교의 여러 행사에 참석해주

고 농사일도 많이 해주고 학교 청소도 많이 도와주고 감사한 마음뿐

이란다. 부족한 선배들이지만 그동안 믿고 따라주어서 정말 고마웠

다.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너무 그리울 나의 친구들아!

처음에는 서로의 단점만 보며 서먹서먹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알아

가면서 하나가 되어 갔었지. 국토 순례를 하며 서로 보듬고 극한 상

황을 이겨냈던 일, 문화 수업을 간 이박삼일 동안 함께 자고 떠들었

던 기억들, 친구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편의점에서 몰래 마시던 

맥주 한잔, 힘든 일일수록 함께 부둥켜안고 감격했던 일들, 정말 행

복했잖아. 기억나지?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

만 그 끝에 다다르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별이 되어 있겠지? 우

리 모두 그 별이 되어 만날 날을 기약하자. 파이팅~

사랑하는 최고의 선생님들!

나무가 얼마나 크게 될지 미리 벤다면 알 수가 없다는 말처럼 선

생님들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셨습

니다. 마음을 닫고 있던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믿음으로 간섭해주신 

선생님. 학교를 떠나는 날까지 하나라도 더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선생님. 언제나 저희를 '최고의 학생'이라고 부르신 선생님. 한결같

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들, 존경하

고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후원자이신 교장 선생님!

저희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항상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

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의 눈물도 많이 흘리셨

을 교장 선생님. 너무 사랑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설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졸업생 대표 박 명 성

제3국출생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국어 반의 1기 멤버였던 김병수 학생

이 지난 10월,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고 한 달 뒤, 반가운 편

지가 해솔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리라 믿으며, 건강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봅니다! 

부대에서 온 편지

해솔학교에게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누가 볼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15사단 승리부대 신병교육대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낯설고 어색했

는데, 지금은 훈련소 동기들과 많이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소는 총 6주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격을 배우고 있습니

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구급법(지혈법, 흉부압박, 운반) 경계(수하요령, 관찰요령, 포박요령), 제식, 도수체조

까지 배웠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도수체조를 배우고 군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훈련소를 가든지 다 필요할 테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체력측정을 했어요. 저는 팔굽혀펴기 125개, 윗몸일으키기는 65개를 기록했어요. 기본 체력이 있다 보니 별로 어렵지는 않았

어요. 훈련은 괜찮은데 강의 들을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옆에 훈련병들이 시끄럽다며 앞에 교관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정렬할 때도 

너무 시끄러워서 벌을 받았어요.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저는 그냥 서 있었는데 갑자기 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ㅠㅠ 그

리고 선크림이 없어서 얼굴이 좀 탔어요. 근데 매일 마스크 쓰고 훈련받은 거라서 마스크 가린 데는 괜찮았어요. 안 가려지는 데는 그냥 까

매졌어요. ㅠㅠ 그리고 저는 운전병으로 뽑혔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 나가면 운전병교육을 3주에서 5주 정도 더 훈련을 받아야 합

니다. 저녁때가 되면 동기들이 편지를 받는 것을 보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에게 손 편지나 인터넷 편지 꼭 쓰라고는 하지 마세

요. 저는 아마 18일에 수료식을 하고 19일에 자대로 배치됩니다. 12일 이후에는 가능하면 편지를 안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앗! 그리

고 편지나 택배 보낼 때 우표 몇 개 사서 보내주세요. 가끔씩 편지 보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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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정보고

월별	수입지출내역서

수		입 지		출

45.1%
지원금

29.6%
보조금

25.1%

후원금

0.2%
기타

44.2%
사업비32.4%

인건비

23.4%
운영비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입합계 156,695,041 30,703,781 59,907,945  3,691,862 10,857,430 17,421,690 53,342,322 96,524,110 49,747,803 23,143,000 49,523,920 71,547,639 623,106,543 

후원금수입  15,991,000  10,640,280  14,319,000  5,860,000  8,452,000  8,398,000  24,497,322  9,925,000  9,234,000  22,441,000  7,164,000  19,215,555  156,137,157 

지원금수입  140,744,280  20,102,011  45,520,000 -2,168,138  2,405,430  8,310,141  28,705,000  86,599,110  40,450,000  702,000  42,359,920  51,950,000  465,679,754 

기타수입 -40,239 -38,510  68,945  -  -  713,549  140,000  -  63,803  -  -  382,084  1,289,632 

지출합계  49,790,550  41,056,237  40,072,543 38,998,058 58,617,577 48,196,728  53,951,900  44,321,457  46,892,377  65,845,521  54,843,659 111,556,629 654,143,236 

인건비  16,094,639  16,096,006  16,241,835 16,244,390 17,983,730 17,958,745  18,161,748  18,254,550  18,313,290  18,846,855  17,924,785  19,733,610  211,854,183 

급여  15,105,000  15,105,000  15,105,000  15,105,000  16,995,000  16,995,000  16,995,000  16,995,000  16,995,000  16,995,000  16,995,000  18,495,000  197,880,000 

4대보험료  989,639  991,006  1,136,835  1,139,390  988,730  963,745  1,166,748  1,259,550  1,318,290  1,851,855  929,785  1,238,610  13,974,183 

퇴직급여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15,377,831  7,145,951  9,293,906  7,582,118  19,985,217  7,931,453  7,268,962  5,851,127  9,715,857  8,893,496  8,603,714  45,293,369  152,943,001 

학교관리비  2,365,019  2,771,321  2,591,581  2,238,147  2,202,717  2,205,407  2,286,897  2,294,767  2,271,307  2,444,671  2,701,919  2,820,559  29,194,312 

기숙사관리비  1,980,670  353,790  3,300,680  322,150  1,587,640  2,788,730  1,451,200  1,500,250  392,020  1,252,430  3,346,220  2,095,570  20,371,350 

인건비성경비  1,890,000  1,890,000  1,890,000  1,890,000  -  -  -  -  -  -  -  -  7,560,000 

복리후생비  4,827,500  300,000  200,000  400,000  -  100,000  -  -  1,800,000  100,000  -  -  7,727,500 

여비교통비  311,900  141,600  43,200  297,600  314,100  416,200  395,300  397,600  211,600  235,300  365,200  207,900  3,337,500 

통신비(우편발송)  89,330  6,530  48,990  41,140  5,900  45,690  225,470  17,410  15,800  14,750  13,930  23,410  548,350 

업무추진비  35,000  250,000  155,000  167,000  388,500  586,000  599,200  461,100  374,000  320,700  748,700  200,000  4,285,200 

세금과공과  -  -  -  40,800  -  123,200  -  54,850  32,000  1,472,400  -  -  1,723,250 

보험료  375,380  -  146,600  -  -  -  -  -  -  860,790  -  3,216,940  4,599,710 

사무용품외  340,800  385,600  278,740  684,880  14,794,060  649,520  454,940  182,680  3,833,150  43,850  612,680  29,238,200  51,499,100 

도서인쇄비  2,407,000  49,200  25,000  25,000  25,000  25,000  7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925,000  6,306,200 

차량유지비  430,632  380,000  210,000  410,471  230,000  546,000  503,000  510,000  360,000  560,000  380,000  551,000  5,071,103 

지급수수료  324,600  617,910  404,115  1,064,930  437,300  445,706  627,955  407,470  400,980  1,563,605  410,065  4,014,790  10,719,426 

목적사업비  18,318,080  17,814,280  14,536,802  15,171,550  20,648,630  22,306,530  28,521,190  20,215,780  18,863,230  38,105,170  28,315,160  46,529,650  289,346,052 

학생생활지원비  2,360,000  2,200,000  3,226,510  6,639,510  7,093,000  2,866,500  3,280,000  1,957,000  2,803,700  3,530,000  4,080,000  3,321,600  43,357,820 

교육경비  12,253,150  8,496,500  7,611,452  5,117,600  7,574,030  14,457,000  19,369,350  13,714,340  11,209,040  29,882,310  18,834,860  34,309,600  182,829,232 

급식비  3,670,400  4,468,780  3,153,840  3,414,440  5,924,100  4,911,530  5,849,840  4,478,440  4,778,990  4,692,860  5,400,300  8,898,450  59,641,970 

회의비  92,500  9,000  45,000  -  57,500  71,500  22,000  -  -  -  -  -  297,500 

홍보비 -57,970  2,640,000  500,000  -  -  -  -  66,000  71,500  -  -  -  3,2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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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과	함께해주신	분들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1)	기관후원(138)

강남비전교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시가스 강원도청 강원랜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겨레얼학교 경도기술 경신67회목요회 교보생명    
구세군서울지방 구세군춘천교회 국가비전포럼 굿리더 그린앤조이 기쁜소식교회 남북교육개발원 남북하나재단 노루홀딩스 다비육종 대림판금 대
한한돈협회 더불어함께새희망 도밍고청소년센터 동남 동남마트 동남식자재 동남유통 동남케미칼 동신교회 동아기업 러쉬코리아 명성교회(평화통일
기도회) 명신정유 민산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범죄예방춘천협회 법사랑위원춘천지역연합회 봉화즐거운사과밭 부자농원 브레드원 BBWA 사
랑을나누는사람들 사회연대은행 사회적협동조합무하 살림에너지 삼성꿈장학재단 삼익가구 삼척CCC(윤춘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서울광염
교회 서울신사로타리클럽 석사감리교회 석사동봉사단 석사동주민센터 설외환센터 성만교회 성부상사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 소양제일교회 수연
산악회 수표교교회 수표교마리아선교회 스마투스 스무숲성당 신림신양교회 신일환경 신한은행 신한카드 쌤쌤모 아동복지실천회세움 아산나눔재
단(파트너십온) 양지말화로구이 어린이도서연구협회 에이미션 HT코리아 F&K 열매나눔재단 예닮교회 예담교회 예수마음교회(안동규) 예수촌교
회 온누리교회 외환은행74입행동기회 우진하니벨 원익그룹 월광기독학교 월비통상(이정근) 인생이모작연구회 일가재단 1-1company 1-5디자인
랩 임정근내과의원 재춘호남향우회 춘천청년회의소 주향교회 중앙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혜안전 춘천경찰서 춘천기독교장로연합 춘천남부새
마을금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립도서관 춘천시청 춘천시푸드뱅크 춘천아이쿱생협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춘천연탄은행 춘천효자종합복지
관 KB금융그룹 KCC KT 코엠리소시스(최병혁) 태성장학재단 통일과나눔 파주열쇠교회 피델리스자산운용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나눔재단 하손푸
드 한국소비자보호원춘천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문인협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여자수도자장상연합회 
한국폴리텍대학춘천캠퍼스 한샘 한샘키친춘천대리점 한아름축산 함포럼 해피빈 헬싱키국제경영대학원 헵시바합창단 현대차정몽구재단 호순이애
플 희망리본

2)	개인후원(508)

강민석 강봉순 강성구 강성철 강신웅 강영애 강훈석 강희수 계운영 계창옥 고갑남 고금연 고기숙 고용석 고은명 고지영 공영희 공윤섭 곽경애 
곽윤섭 구본용 구흥모 권매희 권복희 권순화 권영신 권영옥 권오순 권오훈 권익성 권종순 권혁승 김강석 김건종 김건원 김경섭 김경숙1 김경숙2
김경태 김계숙 김계하 김광우 김광종 김광훈 김귀현 김기영 김기옥 김기택 김년수 김대영 김덕수 김동권 김동석 김동우 김동춘 김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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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김일수 
김일영 김장민 김정경 김정대 김정우 김정은 김제종 김준표 김지연 김지영 김진권 김진범 김진식 김찬규 김창섭 김창현 김창회 김춘식 김택희 
김평국 김학성 김향숙 김혁 김현종 김호순 김효종 김희상 김희철 나금자 나웅주 나윤재 나윤진 나이준 나평균 남성건 남정모 남훈 노순옥 노태구
동배영 류건주 마상기 마이클·레기나 명민준 문국자 문보현 문현영 문형준 박갑선 박경제 박광민 박남철 박덕제 박명광 박명희1 
박명희2 박미숙 박병철 박복신 박상균 박선배 박선엽 박수잔 박수환 박숙희 박순향 박승범 박시영 박영광 박영만 박영선 박영헌 박영호 박옥자 
박우희 박유라 박유신 박윤옥 박은희 박의순 박일주 박재경 박재범 박재현 박재호 박재훈 박정국 박정규 박정혜 박정희 박종규 박종면 박종순 
박준성 박지원 박철영 박현빈 박희자 박희정 반재혁 배길원 배순옥 백운철 백윤주 백종성 변동걸 변양균 변희삼 서규태 서길원 서봉미 서순옥 
서연우 서영숙 서예영 서정순 서정영 서충석 서현 서현숙 석균쇠 석정란 선은성 성경희 성낙순 성미희 성윤모 성진양 손광국 송무숙 송수옥 
송정란 스티브수 신난희 신무섭 신성희 신영희 신재철 신종웅 신주미 신현승 신혜정 신환철 심사이먼 심소피아 심유미 심칼레브 안병현 
안수빈 안수연 안수지 안영환 안욱영 안종숙 안종순 안종욱 안중석 안창혁 안태현 안효선 앤김 앤박 양경석  양동춘 양임 양지은 양태규 
엄용진 엄주희 연제진 염정호 염현수 오경진 오병갑 오부금 오상영 오유진 오종연 오해정 옥정스텐키 왕계자 왕수복 왕한석 우정희 유근호 유성숙 

유성영 유신애 유영진 유용태 유은경 유인식 유재후 유전무 유종관 육동한 윤계순 윤기웅 윤덕순 윤미숙 윤미옥 윤세영 윤현집 윤호선 이갑현 
이경민 이경훈 이계남 이계송 이계호 이광열 이광현 이군호 이규선 이기승 이기재 이낙근 이남규 이달용 이동국 이동섭 이동주 이문재 이미숙 
이병석 이보은 이상대 이상식 이상옥 이상필 이상현 이상호 이성재 이세진 이순옥 이양림 이연수 이연주 이영숙 이영희 이옥경 이용식 이용주 
이용헌 이용희 이우철 이원규 이은희 이인 이인숙 이인순 이재국 이재기 이재영 이종훈 이지호 이찬웅 이철우 이평자 이현락 이현주 이형식 
이혜란 이혜순 이홍석 이화영 이효영 이희정 임복순 임상훈 임앤춘 임양진 임용석 임재규 임종순 임춘조 임헌재 임현정 장갑순 장명기 장상아 
장시원 장철균 전경희 전계숙 전만수 전승규 정기순 정명순 정민환 정성호 정영성 정영숙 정인호 정진 정흥식 조기복 조기안 조두현 조상욱 
조선희 조은현 조인묵 조일형 조화자 조흥숙 조희영 주경배 주원태 주재중 진민용 진판숙 차선주 차성목 차용만 채은미 천충경 천현숙 최경수 
최경식 최경희 최동숙 최문기 최민숙 최복금 최상민 최석원 최성규 최승환 최시복 최연희 최영자 최영환 최영흡 최옥경 최유선 최인선 최장기 
최재호 최정기 최상인 최종인(박동훈) 최진선 최해원 최현숙 최희수 최희숙 추정한 추현식 추화순 카일페리 킴벌리윤 탁창식 하병규 하연수 
하천봉 하평완 하희임 한귀숙 한기영 한만호 한상아 한선주 한영자 한영재 한옥선 한유나 한인규 한재복 한정남 한채연 한현우 함인철 
홍금혁 홍성길 홍은주 홍인표 홍정애 홍태화 홍혜전 황경희 황다영 황동혁 황선종 황영주 황영호 황종근 황태근 황학중



후원안내

지금 결심하신다면, 희망을 찾아 이곳에 온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가 보내주신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후원계좌ㅣKEB하나은행		181-890308-01605

예	금	주ㅣ사단법인	해솔직업사관학교

·신용카드 / CMS자동이체 / 직접이체 및 무통장입금 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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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의 고향

  나 홀로 어둠에 깃든 창밖을 보니

  그리운 고향의 못 잊을 추억들이 떠오르는구나

  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땅 

  그리운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굽은 축축이 젖어 들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몸부림을 친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면 항상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친구들

  서로가 갈 곳 없는 고아들이어서

  누구보다도 설움도 많았고

  정도 많았지만 성격도 꼴통이어서

  다툼도 많았던 친구들

  하지만 한잔 술에 모든 설움과 

  시름을 털어 넣고 철없는 아이처럼 

  좋아라 웃던 그 어두운 골목의 초라한 

  주막집도 있었지 

  그리고 인간의 궤도에서 벗어나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던

  나에게 친누이와도 같은 사랑으로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나를 이끌어

  인간의 궤도에 세워준

  내 인생의 잊지 못할 그녀

  그 자그마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젖어 

  함께 걷던 오솔길

  과연 그 시절은 다시 올 수 없을까

  아~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들

  언제면 나도 갈 수 있고 

  그들도 올 수 있을까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구나

  언제면 갈 수 있으려나 

  내 고향 땅아

  아~ 한반도를 갈라놓은

  저 장벽은 무정도 하구나

  오랜 세월 형제들을 갈라놓고

  서로에게 냉기를 뿜는 

  저 분단의 장벽은 언제면 무너지고

  오랜 세월 그리움과 눈물로 

  그리던 고향으로 통일의 기쁨을 안고 

  그 언제면 고향 땅으로 가랴!

                    - 자작 시  허○남 학생 -
             (23세, 2020년 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