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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 의료일보(대표이사 김종호), 웰빙코리아뉴스(대표이사 이항범), 환경타임즈(대표이사 유철), 여약사신문(대표이사 김종호), 충북뉴스(발행인 안영록), 제주환경
일보(대표이사 고현준), 월요시사신문(대표이사 한효상), 세계환경신문(대표이사 백종구), 미디어인천신문(대표이사 엄홍빈),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장 이진화), 한국
안경신문(대표 조순선), 예천인터넷방송(대표 황성환), 월요시사신문(대표이사 한효상), 대한식품의약신문(대표이사 김재하), 인터뉴스(대표이사 문정태), 용인아파트
신문(대표이사 최봉수), 줌인코리아(대표이사 서승중), 제이티뉴스(대표이사 강삼)
한국SNS기자협회(회장 박민근),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이사장 장유리),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회장 장유리) (후원사 무순)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The Order of Ceremony

식 순
제 I부

The First Part
Official Opening

오프닝 공연

1. Opening Performances

1. 개회

2. The Pledge of Allegiance

2. 국민의례

•Salute to the flag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재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Signing a national anthem
•Offering a silent tribute to patriotic martyrs for the country and the

3. 내빈소개

deceased patriots
3. Introduction of Guests

4. 대회장 인사말

4. President’s Greetings

5. 조직위원장 인사말

5. Greeting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6. 축사

6. Congratulatory Address

7.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소개

7. Introduction of the Chairman of the Judging Panel and Judging Panel

8. 수상자 전원 인사 및 단체 기념촬영

Members, Acceptance Speeches of All Winners
8. Commemorative Photographing of the Entire Group

9. 시상식

9. Awarding Ceremony

The Second Part

제 II부

Special Performances

축하공연

축하공연

10. 시상식

함정덕 교수와 그의 음악친구들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독일 하이델 베르그-만하임 국립음악 대학원 졸업
수원과학대 뮤지컬과 교수
1. 우정의 노래
2. 푸니쿨리 푸니쿨라
3. 지금 이순간(선생님과 함께)
4. 오 솔레 미오

11. 수상자 전원 단체기념촬영
12. 수상자, 조직위원회, 전체 기념촬영
13.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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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warding Ceremony
11. Commemorative Photographing of the Winners
12. Commemorative Photographing of the Winners, Organizing Committee and Guests
13. Official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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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Philosophy and Values of
Worldyan Media Group Inc.

월드얀미디어그룹 설립 이념 및 가치
월드얀미디어그룹은 21세기 대한민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보도를 선도하
기 위해 2008년 청소년 신문 월드얀뉴스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월드얀뉴스는 일부 비 이성적인 네티즌들에 의해서 확산되는 반인권적 표현이나 악의적 비방은 근절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나서서 성숙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월드얀뉴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 학문 등을 영문과 한글로 발행되는 월드얀뉴스의 공유의
장을 통해서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월드얀뉴스의 설립 이념에 따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청소년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갈 목적으로 2007년 1월
11 일에는 부설연구소인 국제청소년연구소(IYRI)를 설립하여 이산하 대표이사가 초대 연구소장을 겸임했습니다.
국제청소년 연구소는 각 국가간의 문화적 충돌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창의
적인 대안의 필요성에 여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또한 미래를 향한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월드얀뉴스는 제호를 “월드얀”으로 변경하고 월드얀미디어그룹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월드얀미디어그룹은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독자들이 바른 가치판단과 사고에 으뜸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얀미디어 그룹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
학/IT, 국제 등 다양한 분야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독자들의 다
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월드얀미디어그룹은 특히 언론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나가는 일의 선봉에 선 국민 대표 언론사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갈망해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상업주의에 빠진 기성언론의 면모를 철저히 배격하고, 뉴스 보도에 있어서 언제나 투명성, 객관성, 공
정성 등 3대 가치를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국민과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정의
실현을 선도하고, 새로운 대안과 시각을 제안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빛이 되는 언론사로서, 올바른 언론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월드얀미디어그룹은 다음과 같
은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자 합니다.
1) 언론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저널리즘의 실천
2)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 언론사로서의 책임 사수
3) 어떠한 권력이나 자본 등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함.

Worldyan Media Group launched as Worldyan News in 2008 to rise as a leader in swift, accurate, and fair
news delivery for 21st century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Since its beginning, Worldyan News has strived to eradicate anti-humanitarian expressions and malignant
vulgarities spread by some irrational netizens and to lead our society in creating a mature online culture.
Furthermore, Worldyan News has worked to create a future-oriented space where teens, both in Korea and
world-wide, can offer wings to their dreams without any limitation and restraint. Through a Korean-English
bilingual platform covering a wide expanse of the world’s values, culture, and academia, Worldyan News has
endeavored to present teens world-wide with new value standards.
Building on Worldyan News’ founding philosophy, the International Youth Research Institute (IYRI) was
established on January 11, 2007 to conduct systematic research on youth issues from a global perspective
with San-ha Lee as its first director.
The IYRI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reasonable and creative measures to address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cultural friction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help of various institutes, the IYRI aims
to provide new value standards for the world’s teens as they move into the future.
In 2015 Worldyan News changes its title to “Worldyan” and resolves for a new beginning as the Worldyan
Media Group.
The Worldyan Media Group is committed to be the first to provide readers with valuable information from
amongst the overflowing ocean of it so as to aid in accurate value judgment and ideals. Worldyan Media
Group will continue to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in-depth analyses on a wide range of issues covering
politics, society, business, culture, science/IT, and international affairs. Worldyan Media Group will be at the
forefront providing readers with the new information and perspectives they crave.
As a representative publication in the Korean market, Worldyan Media Group pledges to lead the movement
to open new horizons for the Korean media. Worldyan Media Group pledges to defend the people’s rights to
knowledge and freedom of speech, both of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yearned for so long as a democratic
nation. Worldyan Media Group pledges to denounce the temptations of commercialization so many media
groups have easily fallen to, and uphold the three major values of transparency, objectivity, and fairness. As
a sentinel of democracy, Worldyan Media Group pledges to lead the march for justice in society and local
communities, and strive to uphold our philosophy in providing new perspectives.
As a media group recognized as the light of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Worldyan Media Group promises to uphold the following values as a leader in the new media era:
We will not forget our fundamental commitment as a media group and conduct fair and transparent journalism;
2) We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the people and uphold our responsibility as the people’s mouthpiece;

4)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 다각화된 컨텐츠 개발로 독자들에게 폭넓은 정보 전달

3) We will not yield to any outer authority or capital and uphold our commission as a light for society;

5)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운동 선도.

4) We will provide readers with a wide array of information with multi-angular content as a general media group;

6) 지역과 국가의 지속적이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사업.

5) We will lead social action to protect democracy and realize social justice;

7) 지역갈등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6)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studies and projects to advance the local and national communities; and

월드얀미디어그룹은 독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서, 독자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을 것
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We will uphold our commitment as a media group to ease regional tensions and protect the socially weak.
As a media group that grows hand in hand with our readers, Worldyan Media Group promises to be where
our readers are. We ask our readers to send us your unwavering suppor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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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인사말

조직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대회장 이치수입니다.
먼저 본 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문희입니다

또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이 뜻 깊은 행사를 위해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명예이사장 문희 전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본
대회장

이치수

월드얀미디어그룹 회장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의 심사를 맡아주신 김운호 심사위원장님과 조동환, 이서원, 김영달, 이규설,

또한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

그리고 박민근 심사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립니다.

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직위원장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열정을 다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한민국 참봉사大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賞은 수상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 드리는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은 그동안 여러분이 펼쳐온 헌신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

한 오늘의 수상자들을 통해 내일의 밝은 희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를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이 깊게 뿌리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신뢰가 충만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이

문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이사장
통일과나눔 후원회 공동대표
제17대 국회의원

오늘 수상을 하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정의구현에 앞장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이 시대의 귀한
등불입니다.

웃들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행복한 사

이렇게 “우리가 함께” 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 내 이웃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밝

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헌신으로 내일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지역과 국가,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나눔과 봉사 정신을

대한민국 참봉사大賞을 통하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의 정신에 따른 따스한 손길로 희망을 전하는 분들

묵묵히 실천해 온 분들입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실천적 삶은 우리 모두가 본받고 이어가야 할 고귀한 정신이며,

을 공유하고 알림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욱 확산시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한층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희망합니다..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수상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어 우리는 더 낳은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상을 계기로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간의 갈등이 없는 보다 아름다운 사회, 소
외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

또한 앞으로도 ‘대한민국 참봉사大賞’이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여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 상의 참뜻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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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 과학, 인권, 법률, 교육, 의약 등 총 9개 부문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과 참석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의 숨은 공로를 축하하는 <2016 대한민국참봉사대상> 시상식 자리를 빛내주신

다.

내빈과 수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뜻깊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문희 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과 소외문제 등 도움의 손길이 필

장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

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늘어만 가는 극심한 경쟁과 대립 그리고 분열은

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새누리당

김무성

정체된 고리들은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奉仕)는 ‘존중’, ‘배려’입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거나 애씀’입니다. 한자로 풀어보
면 ‘받들 봉(奉)’에 ‘섬길 사(仕)’입니다. 단순히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들고 섬기는 ‘존중’과 타인에 대

하지만 이웃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열립니

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다. 재능을 기부하고 물품을 나누며, 발품과 목소리로 때로는 작은 눈 맞춤과 대화를 통한 소통까지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奉仕)는 ‘영예’입니다. 일찍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사회지도층이 먼저 나서 국민 앞
에 섰으며, 국가에 대한 봉사를 ‘영예’(Honor)로 여겼습니다. 서구사회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노블레스 오블

오늘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시상식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참된 의미를 한 데 모아 확산시킬 수 있

레주’(Noblesse Oblige)입니다.

는 계기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영글게 하는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행사가 앞으로도
어둡고 찬 곳에 온기를 전하는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봉사(奉仕)는 ‘주고받음’입니다. 우리네 전통인 ‘십시일반, 품앗이, 두레’에는 ‘내가 먼저 봉사를 하면 반드시 봉
여러분의 훌륭한 헌신과 묵묵한 봉사정신, 책임감과 진취력이 나비효과가 되어 더 넓은 곳으로 뻗어나가길 기

사를 받는다’는 선조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합니다. 새누리당도 여러분의 행보를 본받아 우리 사회의 행복을 더욱 키워나가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을 수상하신 36분의 공적과 모범된 행동을 본받고 자부심과 보람

하겠습니다.

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제도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눔과 공생 이라는 봉사분위기가 사회곳곳에 널리 퍼질 수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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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듬어 사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들의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수상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의 참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 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 수상자와
다음 상을 기약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심심한 축하인사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자는 “한국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대기업에게 해당되는

박지원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과

헬조선, 이생망, 수저계급론 같은 말이 일상어로 자리 잡은 요즘 현

정의당 상임대표

실입니다. 그만큼 불평등과 그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심상정

로봇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살
아남을 수 있고,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
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상 계급사회로 변해버린 현실을 겨냥해 분노와 냉소도 급속도로 번
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내일의 희망을 기약하기 버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식아동, 한부모 가
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그리고 실업과 미취업,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 문제로 숱한 고민
과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지역갈등과 계층갈등 또한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좋은 정치’가 필요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는 우리에게 깊은 절망과 실
망만 거듭해 안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곳곳에서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 덕에 우리사회

국민 대부분이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나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득권 계층만
이 성장과 변화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
도록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봉사와 헌신, 배려와 나눔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이웃들에게

가 지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상자 분들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
립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모인 참리더들의 뜻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말로
만 하는 민생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노력에 따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개혁, 사회개혁, 산업구조
개혁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거친 밤바다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도 책임 있는 정치
로 우리 사회 곳곳을 비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오늘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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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제정
주관: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주최: 월드얀미디어그룹(WORLDYAN MEDIA GROUP INC.) (www.worldyan.com)
후원: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발행인 이치수), 60여 언론사 및 단체
○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제정 목적 및 취지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현안인 지역갈등 문제 해결과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 '더불어 함
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장이다. 따라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
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지역갈등 및 계층과 세대 간의 간극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시니어 문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 등 청소년 문제, 비 생산적·비경제적인 요소임에도 경쟁으로 치
닫는 취업 등을 포함한 청년 문제, 가늠조차 어려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처 문제 등 우리 사회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
하기에 앞서 그 해결 능력을 의심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과 실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과
아픔,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에 대한 분노 등 어두운 단면(斷面)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명하고 나눔과 봉사정신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 비추고 그로 인해 쌓
인 기적 같은 힘을 확산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본 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소리, 따뜻한 생각과 행동하는 양심들을
적극 지지한다.
○ 시상 회수 및 시상 일자
① 시상 회수: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시상식: 매년 11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시상 부문(총 9개 부문)
경제부문, 과학부문, 인권부문, 법률부문, 교육부문, 의약부문, 지역발전부문, 사회공헌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 수상 후보자 심사 및 선정
1.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소속 심사선정위원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경제계, 과학계, 법조계, 교육계, 의학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시민사회단체계 등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2. 심사 선정 원칙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② 각 부문별 수상 후보자 선정은 본 상의 취지에 맞는 후보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각 부문별로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는다.
④ 수상자 선정 이후에도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3. 심사 선정 평가 항목 등
① 수상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주요 평가항목
각 부문별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공헌도를 기초로 하여 경제발전 기여도, 과학발전 기여도, 인권개선 기여도, 법률발전 기여
도, 교육발전 공헌도, 의약발전 기여도, 지역발전 공헌도, 사회공헌 기여도, 문화예술체육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② 심사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기타 항목
각 부문별 특성에 따라 국정분야도 심사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또한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추천된 각 분야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위원 3분의 2 찬
성 의결로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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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True Service Awards of Korea (TSAK)
Supervised by: True Service Awards of Korea Organizing Committee
Hosted by: WORLDYAN MEDIA GROUP INC. (www.worldyan.com)
Sponsored by: 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 of Korea (Chairman: Lee Chee-soo)
and Internet Newspaper of Korea (publisher: Lee Chee-soo)
and approximately 60 media companies & others
The Purpose and Intent of ‘ True Service Awards of Korea’
'True Service Awards of Korea' is prepar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ociety where we share our lives together’ by
solving the regional conflicts, a problem pending in our society, and giving hope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hus, the
award is aimed to find out the people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make their devoted
lives known throughout the nation.
There are numerous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in our society including the regional conflicts and the disparity between
classes and generations.
Facing the problems invol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senio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and the problems in adolescents including the education, and the youth problems including that they brace for tougher competition in job
market, and the problems in preparation for uncertainty our society is at the crossroads in terms of its capacity to solve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before suggesting various solutions.
Numerous new policies have been proposed action plans to deliver the desired outputs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culture. Nonetheless, we often witness the dark aspects of our society, and leading to the buildup
of rage towards our society where the principles are often/ conveniently abandoned.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set out opportunities to place spotlight on various problems of our society and spread the sprit of
sharing and serving.
Korea’s True Service Awards’ aims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shed light on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our society and
disseminate the miraculous power collected accordingly to build a ‘happy society where we share our lives together.’ The present award is willingly endorsing the voices of fairness and justice, heartwarming thoughts and acting on conscience. ?
Awarding Time & Date
① Once a year
② Held in every November (may be chang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warding Sections (Total 9 Sections)
Economy, Science, Human Rights, Law, Education, Medicine, Regional Development, Social Contribution and Cultural Art and
Physical Education
Judgment and Selection of Nominees
1. Judging Committee of Korea’s True Service Award organizing committee
An advisory panel for the judging committee shall be composed for a fair and objective judgment.
The advisory panel shall consist of professionals from each field of eco
nomy, science, law, education, medicine, media, culture, arts, physical education and civic groups.
2. Principles of Judgment and Selection
① The judgment of each nominee shall follow fair and objective judgment criteria.
② The selection of nominees for each section shall aim to find one who suits the intent of the present award.
③ When there is no suitable nominee for each section, the number of winners shall be reduced or excluded from selection.
④ The one who degrades oneself by evoking much criticism, etc. shall forfeit the award even after he/she is awarded.
3. Assessment Criteria for Judgment and Selection
① Major assessment criteria regarding the selection of nominees Based 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scientific development, human rights improvement, legal development, educational development, pharmaceuticals,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society and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culture, art and physical education shall be considered.
② Other criteria that may be included in the judgment catego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the aspect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can also be considered for judgment process, and for this process, the present status of
the proposal of approved legislative bill, activities in standing committee and several media reports shall be set as major
assessment items. Also, referring to the official reports and submitted materials regarding the candidates in each field, the
final awardees shall be selected by the support of 2/3 of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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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수상자
심사위원 소개
문주현

경제부문

MDM그룹 회장

경제발전공로대상

한국자산신탁 회장, 문주장학재단 이사장

심사위원장

김운호

심사위원

경희대 교수(前경희대부총장)

조동환

약사공론 총괄국장

심현철

과학부문

KIST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과학발전공로대상

前 Maxtor Corporation, USA, Staff Engineer

민홍철

인권부문

국회의원

인권공로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이서원

심사위원

여의봉정책연구원 원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 협회 회장

오병주

법률부문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

법률공로대상

경기도당 화성을 당협위원장

권오규

교육부문
심사위원

이규설

심사위원

대한언론인연맹 사무총장

박민근

경북대 교수

교육발전공로대상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세종대 교수

이범진

의약부문

아주대 약대 교수

의약발전공로대상

前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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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수상자
김태흠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공로대상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수상자
이용호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혁신대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

장석춘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공로대상

前 국무총리실 공보정책 비서관

오호석

사회공헌부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사회공로대상

前 대통령 고용노동 특별보좌관

윤상현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공헌대상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송창영

사회공헌부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사회안전공로대상

前 대통령 정무특보

이장우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창조대상

행정자치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탁일천

사회공헌부문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회장

사회안전혁신대상

새누리당 최고의원

함진규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혁신대상

한국화재소방학회 이사

이윤희

사회공헌부문

서울시의회 의원

사회공헌창조대상

前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이언주

지역발전부문

국회의원

지역발전혁신대상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편진호

사회공헌부문

(주)유일통운 대표이사

사회공헌창조대상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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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일물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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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수상자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수상자

안용진

사회공헌부문

김희만
사회공헌부문

안용진내과의원 원장

사회공헌창조대상

前 광주시 서구청 경제과장

사회복지발전대상

대한축구의학회 초대회장

이준홍
사회공헌부문
(주)마이파이낸셜 대표이사

사회공헌혁신대상

사회공헌부문

100원회 회장

김재훈

사회공헌부문

(주)트렌차이즈 대표이사

사회복지발전대상

(주)MJ SYSTEM 사내이사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이사

곽명수

문동진
사회공헌부문

원주MBC MC

사회공헌혁신대상

(주)지앤비자산운용 대표이사

사회복지혁신대상

서원대 강사

이상수
사회공헌부문
의약품투명거래 실천네트워크 사무총장

사회공헌혁신대상

세종대학교 CEO 부동산과정 주임교수

주문희

사회공헌부문

(사)달구벌복지회 이사장

사회복지혁신대상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사무총장

사회공헌부문

대구자원봉사단 대표

이성호

사회공헌부문
(사)천사보금자리(이사장 최만호)

사회복지공로대상

사회복지혁신대상

(주)은설 대표이사

조중생

사회공헌부문

경희대 의대 교수

사회복지공헌대상

前 제11대 ARSR 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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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수상자
탁계석
문화예술체육부문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

문화예술공로대상

K-클래식조직위원회 회장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후원사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발행인 이치수)
시선뉴스(회장 김광웅), 아시아타임즈(회장 조용하), 뉴스컬처(대표이사 이훈희), Tnews(대표
이사 김종주), 한국요양신문(대표이사 김영달), 용인인터넷신문(대표이사 손남호), 뷰티TV(대
표이사 박형록), 용인시사투데이(대표이사 최재은), 스파크뉴스(대표이사 박민근), IBN한국방

김봉열

송(대표이사 송종호), 휴먼TV(대표이사 이서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대표이사 고재철), 전국
뉴스(대표이사 김진구), KJtimes(부장 견재수), 구미뉴스(대표이사 임양춘), 경북IT뉴스(대표이

문화예술체육부문
(사)한국야생화협회 회장

문화예술공로대상

국회부패방지저널 편집국장

사 박명숙), 인터넷한국뉴스(대표이사 송기만), 충청뉴스(대표이사 김거수), MsEGTV(대표이
사 이재한), 여수인터넷뉴스(대표이사 신장호), 데일리전북(대표이사 이대성), 경남뉴스라인
(대표이사 석순용), 국제i저널(대표이사 여홍), 시사우리신문(대표이사 안기한), 서울문화IN(대

이정남
문화예술체육부문

체육공로대상

표이사 허중학), 로봇신문(대표이사 조규남), 남동뉴스(대표이사 안영환), PTB국민방송(대

뉴질랜드 태권도협회 회장

표이사 류광봉), 충청제일뉴스(대표이사 오세광), 환경법률신문(총괄본부장 김헌수), 동포투

(사)뉴질랜드 노인회 회장

데이(대표이사 정경화), 사이언스MD뉴스(대표이사 김영길), 레이디타임즈(대표이사 유혜련),
기술IN신문(대표이사 조제학), 민주일보(대표이사 한효상), 남동뉴스(대표이사 안영환), 강원

김희철

화예술체육부문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체육발전창조대상

태백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경제신문(회장 박현식), 의회신문(대표이사 김대의), 토요신문(대표이사 한효상), 글로벌뉴스
통신(대표이사 권혁중), JMB방송(대표이사 김은해), JMB시사메거진(대표이사 김은해), 스쿨
itv(대표이사 장현덕), 의료일보(대표이사 김종호), 웰빙코리아뉴스(대표이사 이항범), 환경타
임즈(대표이사 유철), 여약사신문(대표이사 김종호), 충북뉴스(발행인 안영록), 제주환경일보

안창영

문화예술체육부문

천안FC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체육발전혁신대상

전 천안FC 구단주

(대표이사 고현준), 월요시사신문(대표이사 한효상), 세계환경신문(대표이사 백종구), 미디어
인천신문(대표이사 엄홍빈),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장 이진화), 한국안경신문(대표 조순선),
예천인터넷방송(대표 황성환), 월요시사신문(대표이사 한효상), 대한식품의약신문(대표이사
김재하), 인터뉴스(대표이사 문정태), 용인아파트신문(대표이사 최봉수), 줌인코리아(대표이
사 서승중), 제이티뉴스(대표이사 강삼)

양기하
문화예술체육부문

한국SNS기자협회(회장 박민근),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
(주)코원하우스 대표이사

체육발전혁신대상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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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사장 장유리),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회장 장유리) (후원사 무순)

21

2016 대한민국 참봉사大賞

The Rock of the Beach

바위돌
거세게 휘몰아치던 파도가 밀려가고

시류(時流)의 거센 파도 앞에

곳곳에 드리워진 휘갈긴 자국들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어느 시대의 아픔이기에

외마디 원통함도 토해낼 수 없이.

이치수

Cruel scars tracing all over the body
Against violent, howling waves
I wonder, which pains of a certain era
Caused such deep cuts!

You, who are grieving and crying over
The world shutting off its eyes to injustice
Have become a breath of wind
Transcending time and space
Blowing into my heart.

이토록 깊이 베어 있나!
불의(不義)에 눈 감은 오늘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태(世態)를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뼈대만 남아

비통해하며 울부짖는 너는

거칠게 몰아치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저 검붉은 파도에 맞서

한 오라기 바람이 되어

너 홀로 의연(毅然)히 서 있어.

내 가슴속 깊이 파고든다.

번쩍이는 이빨 드러낸

실낱 같은 희망 하나

포악한 상어처럼

멀어져 간 뒤에 불어 닥친

파도가 또 다시 거세게 휘몰아 치면

견딜 수 없는 슬픔

그것은 숙명(宿命)이라고.

어찌 너의 아픔에 견줄 수 있으랴!

뜯기고 또 뜯기어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살점마저 흩날릴 때에도

한 맺힌 너의 절규(絶叫)는

지켜내고자 하였던 너의 고귀한 정신은

궤변(詭辯)이 난무(亂舞)하는

오직 하나...

이 어둠의 바다에서
더욱더 구슬피 들려 온다.

한(恨)이 서려 눈물이 마르지 않는

Little by little
Pieces of your flesh were cut out, leaving only the skeleton
But you alone are bravely standing.
Against the dark red wave
Fiercely crashing over you.
When the waves brutally bump against you
Like a ferocious shark
Baring its teeth it is the fate
You say.

Your screaming full of sorrows
Toward the world
Sounds even more mournful
In this ocean of darkness
Where sophisms are rampant.

While being beaten off again and again
Until the last piece of flesh was scattered in the air
The noble spirit you wanted to preserve
was alone...
You alone are keeping your place
amid the dark ocean
Where the tear never dries
because of the deep sorrow.
Cannot even make a single cry of resentment
That has fallen down toward
the wild waves of trend.

저 암흑의 바다에서
너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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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unbearable sorrow
That has found me
After a faint hope flied out
Cannot ever be compared to your ag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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