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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장애,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가족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핵심가치 

사랑

존중

나눔

더불어 사는 삶

주요전략

전문성

창의성

미래지향

투명성

역량강화

독특성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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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더불어 함께 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트하트재단은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으로 창립 25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의 시작은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의미 있는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오프닝 기념식에 초청받아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장애인의 재활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펼쳐

보였습니다.

특별히 연말에는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HEART to HEART CONCERT’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나아가 전국의 장애인 기관들과 연계하여 더 많은 발달

장애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하트하트오케스트라에서 시작된 문화복지의 꿈을 더욱 넓은

영역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해외 실명예방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로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였고, 현지 의료인력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양질의 안과 서비스지원, 인지강화, 현지 정부연계 정책활동 등 통합적인 안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한걸음 더 도약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트하트재단은 나눔문화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25주년을 기념하는 나눔

마스코트 “심장 뛰는 하트베어” 등 다양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운영을 통해 후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하트하트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하트하트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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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오케스트라 

Heart to Heart Orchestra

인식개선공연

Public Awareness Concert

하트앙상블 육성 

Heart Ensembles

음악교육

Music Education  

음악인재양성

Music Advancement Program

아동개발사업 

Child Development 

문화복지

Cultural Welfare

교육지원 

Education Support

장애이해교육<하트해피스쿨>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위기아동지원

Support for Children in Crisis

국내사업 
Domestic Programs

주요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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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실명예방사업 

Blindness Prevention 

방글라데시 

Bangladesh

캄보디아 

Cambodia

필리핀 

Philippines

탄자니아

Tanzania

부룬디 

Burundi

지역개발사업  

Community Development 

필리핀

Philippines

태국 - 미얀마 

Thailand - Myanmar

태양광램프 지원

Solar Lamp Project

Programs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하트클라리넷앙상블의 협연

‘장애인식개선을위한HEART to HEART CONCERT’예술의전당단독 콘서트

국내사업  

하트하트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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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하트하트재단 2013 연차보고서07

인식개선공연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국내외 300여회의 공연을 통

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장애인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100분의 단독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와

수준 높은 무대의 초청공연, 세계적인 연주가들과의 협연을 통해

35,000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전문화된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감

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HEART to HEART CONCER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오프닝 (알펜시아 콘서트홀)

-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 초청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창립 60주년 기념식 초청공연 (콘래드서울)

- 에쓰오일과 함께하는 햇살나눔콘서트 (에쓰오일 대강당)

- 예원학교^서울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등 기업 및 단체 초청공연 (총 13회)

하트앙상블 육성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각 악기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고 음악적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앙상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미라콜로앙상블을 비롯하여 5개의 앙상블이

학교, 기업, 단체 등의 초청으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중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주로 감동을 전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연주자로 구성된 ‘하트

미라콜로앙상블’은 장애이해교육의 예술강사로 활약하며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트미라콜로앙상블  

- 국내 최초 발달장애 직업 연주자 앙상블

- 음악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 연주자로 구성

- 활발한 연주활동 및 장애이해교육 예술강사로 활동

금관앙상블, 클라리넷앙상블, 현악4중주, 윈드앙상블 등

- 악기별 특성을 살린 앙상블 교육

- 다양한 연주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 기반 구축

초청공연활동

- 리처드 용재 오닐 SALON 음악회-CIELOS CONCERT

- 이화여자대학교 채플 초청 공연

- SK케미컬, 대원제약, 올림푸스, CTS TV 등 기업 및 단체 초청 공연 (총 20회)

음악교육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음악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발달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수준별 맞춤 음악교육과 뛰어난 교육환

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강사진을 섭외하여 전문적인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뮤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하여 장학지원의 규모를

꾸준하게 확대하고 악기후원을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합주교육

- 지휘자, 전문 음악강사진의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합주연습 지도 (주 4회)

- 현악, 관악 파트 집중연습 실시

- 집중교육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여름 캠프 개최

악기 기초교육‘하트뮤직아카데미’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 기초교육 클래스 운영

- 1:1 레슨 병행 앙상블 합주교육 제공, 향상음악회 실시  

- 연주회 초청 등 문화체험 기회 제공, 진학상담

장학지원

- 저소득 가정 발달장애청소년에게 대학등록금 및 음악교육비 지원 (총 28명)

- 악기후원 (바이올린, 플루트, 튜바 등)

2006년에 국내 최초로 창단된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합주연습과

파트별 지도, 다양한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을 개발하고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한 수준 높은 연주와 감동적인 선율로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으며 장애인의 권리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지적장애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

다.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응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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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Music Advancement Program)
- 전문 클래식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 음악대학 진학 및 음악콩쿠르 출전, KBS교향악단 협연, 리사이틀 지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삼육대학교 등 음악대학 진학 지도

- 한음음악콩쿠르 등 유수의 음악콩쿨 총 16명 입상

음악가 초청 마스터클래스
- 비올리스트 김상진, 바이올리니스트 최재원, 첼리스트 이숙정

위드 콘서트 시리즈
- 전문 연주자로 발돋움하는 신예 발달장애 연주자의 단독 데뷔 리사이틀

- 유명 연주자가 발달장애연주자의 멘토로 참여

- (피아니스트 조재혁ㆍ박진우, 바이올리니스트 김주현, 

- 트럼피터 성재창, 더블베이시스트 성민제)

- 발달장애연주자의 수준 높은 연주와 도전 스토리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전문 연주자로의 성장가능성을 제시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유수의 연주가, 문화계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문화복지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음악 인재 양성

차세대 발달장애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발달장애 연주자의 생애 최초 리사이틀인

‘위드 콘서트’와 ‘MAP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유명연주자의 멘토링, 마스터클래스, 프로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차별화된 지원시스템으로 발달장애 단원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유수의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음악콩쿨에 다수 입상하는 등 음악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위드 콘서트 음악콩쿨 수상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음악가들을 위한 생애 최초의 리사이틀‘위드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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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서 공연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한 곡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1000번 넘게 연습해야 했던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단원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검은색 정장 차림의 오케스트라 단원 56명이 무대에 섰다. 단원들

상당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휘자가 크게 손짓을 하자 악기를 잡고 지휘봉

에 집중했다. 산만하던 무대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연주되며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중략)

일반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들이 90분간의 클래식 공연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연

주하는 순간만큼은 일반 오케스트라와 다를 바 없는 집중력과 실력을 선보였다. 오케스트라는 이날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영화 ‘포레스트 검프’ 주제곡 등 10곡을 연주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플루티스트 김동균

(21·자폐성장애 2급)씨와 이영수(26·지적장애 2급)씨가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연주할 때는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바리톤 김동규(47)씨도 비제의 ‘투우사의 노래’를 부르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김씨는 “단원들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 몸으로 악상을 기억했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천사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전체 2500개 좌석 중 1500석이 유료였다. 김희은 부장은 “장애인 콘서트 대부분은 무료지만 장애인 공

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단원들에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려 유료화를 추진했다”며 “표 판매 2주 만에 매진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약 1000석엔 전국 소외아동·발달장애아동을 초대했다.

단원 유용연(16·지적장애 1급)군의 어머니 전순자(41)씨는 “용연이가 음악가들에게 꿈의 무대인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 자랑스럽다”며 “이번 콘서트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꿈의 무대에 섰다, 
발달장애 음악 천사<하트하트오케스트라>

[중앙일보] 2013. 12. 16(월)

협연자 바리톤 김동규 협연자 피아니스트 임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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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가득한집] 2013년 12월호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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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하트오케스트라 



국내사업  

아동개발사업

발달장애아동 음악활동‘하트포르테’

전국 지역아동센터 합창활동 지원

독서확대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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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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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하트하트재단은 열악한 환경과 장애로 문화체험과 활동에 한계

가 있는 전국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

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음악활동 프로그램 「하트포르테」

공동모금회 제안형 기획사업으로 전국 장애인복지관 17개소, 350여 명

의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그룹음악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그들의 의

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고 사회성을 향상해 사회통합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ᆞ그룹 음악교육   

- 발달장애아동들에게 난타, 우쿨렐레, 카혼, 합창 등 그룹 음악교육 실시

- 전문강사의 지도로 발달장애아동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룹 교육을 통해 

- 사회성 향상에 기여

ᆞ공연활동

- 지역사회 장애인 예술제, 공공기관 초청 음악회 등 참가 

- 공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ᆞ음악강사 워크숍

- 음악 지도 강사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및 역량강화

ᆞ문화 복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음악교육 실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정보교환 및 문화 복지 활성화

-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230여명 공연 초청으로 문화체험 및 

- 공연관람 기회 제공

소외아동 합창활동 

- 전국 지역아동센터 20개소, 500명 아동에게 주 2회 합창교육 실시

- 하트어린이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소외아동 및 가족 1,200명에게 문화활동

참여 지원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대학교 및 시각장애인학교, 안과전문의와

협력하여 학령기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독서확대기, 장

학금,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시력 아동 독서확대기 지원 

- 전국 저시력아동 총 380명에게 독서확대기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12개 시각장애인학교, 저시력 지원센터 협력

- 학습 및 독서 활동을 돕는 독서확대기를 지원하여 학습 기회 확대

시각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전국 시각장애대학생 15명 대학등록금 지원, 간담회 개최

-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시각장애대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사회통합에 기여

시각장애아동 직업체험활동

- 9개 전국 시각장애인학교 , 800여명 시각장애아동들에게 

판사, 아나운서, 기자 등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잠재된 재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비전 제시

위기아동 지원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이 보호

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생계비

- 시각장애아동, 미숙아, 화상환아 치료비·수술비, 저소득가정 생계비 지원

- 전국 종합병원, 전문병원 협력

- 기업 온·오프라인 캠페인, 모금방송을 통한 의료비 지원 확대

- 북한 아동을 위한 두유 지원

교육, 문화 활동을 통하여 가난과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회복

하여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개발사업

[KBS 사랑의 리퀘스트] 2013. 3. 23(토) 방송

화상환아 가명 김현우(7세)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현우는 끓는 물에 오른쪽 팔이 담궈져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일

용직 아빠의 소득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나 하트하트재단의 위기아동 지원사업과 방송후원

을 통해 가피절제술,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급성기 화상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우는

깊은 화상부위의 반흔과 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피부재활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

다. 이제 건강하게 성장할 현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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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교육 「해피 클래스」

- 음악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인 전문연주자 ‘예술강사’가 

- 교실로 찾아가 연주 및 강연

- 서울시 초등학교 30개교, 540학급 15,000명 교육

- 학생 참여활동을 통한 장애인 통합교육에 대한 실천방안 제시

전교생 통합 교육 「해피스쿨 콘서트」

- 지역교육청의 연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 전국초등학교 11개교, 1,850명 교육

- 음악대학에 진학한 발달장애인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미라콜로앙상블 합주공연

발달장애인에 대한 애니메이션 「수아의 꿈」 교육

-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 영상 인식개선 교육 연간 21,600명

- 서울시교육청,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와 공동주최로 

^애니메이션 감상문 대회 실시 (총 1,020명 초등학생 참여)

전문강사 역량강화

- 발달장애 이해 교육 및 하트해피스쿨 커리큘럼 모의 수업 실시   

- 전문강사 월례회의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 서로를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개발사업

하트해피스쿨 예술강사 공연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 공동기획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하트해피스쿨’총 6회 연재

학교에서의 장애이해교육 필요성과 효과를 알리고, 대중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언론과 연계한 기획 캠페인 전개

- 발달장애 오빠 연주 듣고 나니 장애인 친구가 좋아졌어요

- 장애인이 불쌍하다고요? 알고보면 이렇게 즐거운 친구랍니다

- 학교가 두려웠던 장애인들의 금의환교(錦衣還敎)

- 발달장애인도 음악인 될 수 있다는 희망 보여줬다

- 한 글자 한 글자 마음 담아 장애 친구에 응원 보냈죠

- 무모했던 이들의 도전이 무한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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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두드리던 아이들 이젠 함께 리듬을 만들죠” 
발달장애아동 음악활동 돕는 하트포르테 

지난 18일 저녁 5시,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난

타 음악교육’ 현장, 21일 복지관 송년행사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

창이다. 박명옥 난타 강사는 “처음에는 내 맘대로 마구 치고 싶은 마

음을 분출하던 아이들이 횟수가 거듭할수록 다 함께 ‘하나의 리듬’

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난타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생긴 건

올해 3월, 하트하트재단의 ‘하트포르테’ 음악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서다. 하트포르테는 발달장애아동의 음악교육과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성 향상을 돕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한 하트하트재단

문화복지 지원사업. 전국 17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아동 350명

의 음악 교육을 지원한다. 오케스트라부터 난타, 우쿨렐레, 합창까지 다양하다. (중략)

사업을 실시한 지 1년, 발달장애 아이들은 변하고 있었다. 음악 활동은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명옥 난타 강사는 “종종 피가 날 때까지 코나 귀를 파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친구가 있었

는데, ‘난타’에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하고 칭찬을 받기 시작하자 아이들과도 가까워지고 본인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고 했다. 임종승 종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말로 생각을 표현해내기 어려운 중증장애 친구들에게 ‘음악’은 언

어 없이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매개’”라며 발달장애아동 음악 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 - 톨레랑스로 배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EBS 연중기획 프로그램 <폭력 없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장애인식 교육의 모범사례로 「하트해피스쿨」

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1년 초·중·고생 9,297명을 대상

으로 한 조사결과 12%의 학생이 ‘장애 학생을 놀리 거나 따돌린 경

험이 있다’ 를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고, 비장애인 전문강사와 발달

장애 연주자인 예술강사가 일반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장애이해교

육을 하고 있는 하트해피스쿨 수업 모습과 교육 후 인식이 변화되

는 학생들의 모습을 방영하였습니다. 현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임을 강조했습니다. 「하트해피스쿨」은 자신과는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자연스레

인정하며 그 차이에 대해 차별이나 무관심이 아닌, 서로 다른점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인 ‘톨레랑스’ 교육의 모범사례

로 소개하며 학교폭력예방의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13. 12. 24(화)

[EBS 연중기획 프로그램] <폭력 없는 학교> 방송 2013. 4. 18(목)



해외사업 

실명예방사업

초등학생 비타민 보급 트라코마 수술캠프

소아안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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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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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2009년에 하트하트재단이 건립한 가지뿔 지역의 거점병원인 안

과클리닉을 중심으로 양질의 안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실명예방교육과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

을 통해 방글라데시 안보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안과 준전문

인력(MLOP) 훈련센터를 2층으로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

으며 MLOP 2기 졸업생 18명을 배출하고, 3기 23명의 교육을 시

작하여, 방글라데시의 부족한 안과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안과서비스

- 670명 백내장 수술 및 7,000명 치료 

- 지역주민 1,200명에게 찾아가는 안과검진 아웃리치 실시

역량강화

- 안과 준전문인력(MLOP) 양성 훈련

- 안과 의료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 MLOP 2기 졸업생 18명 배출 및 취업지도

- 3기 훈련생 23명 입학

실명예방교육

- 초등학생 6,000명에게 실명예방 교육, 종합비타민 제공

인프라 구축

- MLOP 훈련센터 2층 증축으로 총 660m² 구축

- 안과장비 2대(수술현미경, 안압계) 추가 도입으로 총 30종 확보

캄보디아 

2011년에 건축한 무료 소아안과클리닉을 거점으로 씨엠립 주 및

인근지역 아동실명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무료 안과 수술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한 실

명예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아동 안보

건 인식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안과서비스

- 씨엠립 주와 인근지역 안질환 아동 580명 수술 및 

-12,300명 무료안과검진과 치료 제공

실명예방교육

- 초등학생 10,800명에게 실명예방 교육, 시력검사 실시 및 비타민 제공

인식개선 

- 리플렛 5,000개, 포스터 1,000개, 티셔츠 250개 제작과 보급을 통한 

- 지역주민의 안건강 인식 증진

필리핀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백내장, 저시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

로 2백만 명 이상이 시각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트로

마닐라의 4대 빈민지역인 나보타스시는 안과의료기관이 전무하

여 실명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2014년 11월 개원 예정인

나보타스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나보타스 시립병원 내 안과클리

닉 설립 및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 안과 전문 수술실, 진료실 및 안과클리닉 구축 자문

- 주요 안과장비 25종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초에 1명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중 90%는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명은 적절한 수술과 치료 환경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국제실명예

방기구(IAPB)의 정회원으로서 개발도상국가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양질의 안과서비스,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안보건 체계를 구축합니다.

실명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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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탄자니아의 음트와라, 아루샤 및 마냐라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실

명의 주요원인이자 세계 7대 소외열대성질환의 하나인 트라코마*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SAFE 전략에 따라 음트와라 지역에서 수술(S) 및 얼굴위생(F), 위생

환경 개선(E)을 실시하고, 아루샤 및 마냐라 지역에서는 수술과 진

료(S)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트라코마 및 절대빈곤 퇴치에 기여하

였습니다.

트라코마 수술캠프(Surgery) 

- 트라코마 수술 2,700명 및 기타 안질환 2,500명 진료 실시

얼굴위생 관리(Facial Hygiene) 

- 지역사회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과학교사 169명 

- 트라코마 예방 교수법 교육 

- 초등학생 23,500명 교육교재 보급 및 트라코마 예방 교육

- 교사 및 초등학생 16,080명 대상 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 수업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환경개선(Environmental Improvement) 

- 5개 초등학교 학생 2,000명을 위한 V.I.P(통풍시설 설치 공법)화장실 건립 

- 11개 초등학교 학생 3,500명을 위한 빗물받이 물탱크 지원 

- 트라코마 예방 환경마련을 위한 정부-비정부간

- WASH (Water & Sanitation, Hygiene)포럼 2회 개최

부룬디 

세계 10대 최빈국 중 하나인 부룬디의 열악한 아동 안보건 실태

개선을 위해 수립된 국가 아동 안보건 계획에 기초하여 아동 안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지역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부룬디 국가 아동 안보건 체계 구축사

업을 3년간 진행합니다.

안과서비스 

- 백내장 등 주요 안질환 수술 및 치료

- 진단 및 사후관리 서비스

- 안경 및 저시력 보조기 제공

- 지역사회 아웃리치 검진 서비스

역량강화

- 아동 안보건팀 구성 및 해외연수, 보수교육

- 저시력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구축

- 꺄멍쥬 국립대학병원 내 3차 아동 안보건센터 설치 

- 수술 및 진료를 위한 장비, 의료소모품 지원

실명예방활동 

- 지역사회 내 소아 안보건 인식개선활동

- 아동발굴 및 치료연계

*트라코마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Chlamydia Trachomatis)라는 미생물에 의한 만성적인 각결막염. 각결막에 생기는 흉터성 합병증은 심각한 시력장애와 실명의 원인

이 됨. 덥고 먼지 많은 기후, 열악한 위생, 낙후된 주거환경, 영양 결핍 등이 동반된 지역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전 세계 실명의 제 2의 원인이나 위생환경개선과 항생제

복용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

실명예방사업

트라코마 수술캠프 초등학교 물탱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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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MLOP 2기 졸업식이 있던 날,

유난히 기대감에 찬 표정의 20세 나디라(Nadira).

MLOP양성센터에서 안과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훈련을

마치고 MLOP 2기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MLOP(Mid Level Ophthalmic Personnel)는 방글라데시의

부족한 안과 인력을 대신하여 간단한 안검진과 안질환

처치가 가능한 안과 준전문인력입니다.

훈련기간 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직접 찾

아가 진료해주는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졸업 후에 시골지역에 안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

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싶은 나디라.

졸업과 동시에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슬라

미아 안과전문병원(Islamia Eye Hospital)에서 MLOP로 일

하게 된 나디라는 의료혜택에 소외된 이들에 도움이 되

고자 다카 본점이 아닌 멀리 떨어진 시골지역의 지점병

원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전문적인 지식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하

고자 하는 바람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MLOP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나디라와 같이 지역주민의 안건강을 위해 방글라데시

곳곳에서 활약할 MLOP 훈련생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

합니다.

“선생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면 손을 꼭 씻어야 된대요.... 안

씻으면 눈에 트라코마가 생겨서 못 보게 될 수도 있대요...”

은둔브웨(Ndumbwe) 초등학교에 다니는 주마(Juma)는 학

교 과학시간 얼굴위생 교육을 통해 트라코마에 대해 배웠

습니다. 더러운 손과 화장실의 파리들이 트라코마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주마. 하지만 그때

까지도 학교의 화장실은 더러워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물

탱크가 없어 손 씻을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2~3시간씩

걸어서 다녀오면 오전 수업시간은 이미 끝나버릴 때가 많

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마는 학교 가는 게 신이 납니다. 학교에 가

면 깨끗한 V.I.P 화장실과 물탱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꼭 손을 씻습니다. 화장실이 깨끗

해져 앞에서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과 줄맞춰 서서 손을

씻는 것도 즐겁다며 활짝 웃는 주마.

“우리 학교 화장실은 파리도 없고 손도 깨끗이 씻을 수 있

어요. 이제 저와 친구들은 트라코마에 걸릴 걱정 없겠죠!!”

라며 주마는 활짝 웃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탄자니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얼굴위생 교육과 위

생환경 개선을 진행합니다.

* 본 프로젝트는 천원의 기적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지원을 

받아 하트하트재단-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건강을 책임지는 

안과 준전문인력(MLOP)” 

깨끗한 화장실과 물탱크로 

트라코마를 예방해요!

MLOP 졸업생 나디라(Nadira) 천원의 기적 「국제빈곤퇴치기여금」지원

MLOP 2기 졸업생 물탱크 지원



해외사업 

지역개발사업

이주민 아동 초등교육 지원

아동급식지원

태양광램프지원

방과후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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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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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4대 빈민촌인 땅오스, 뿔로, 산로케 지역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점심급식을 지원하였으며, 빈민지역 초

등학생의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기철 장염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을 위해

장염약 및 구충제 보급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땅오스, 뿔로, 산로케 지역아동 연 260,000명, 주 5회 점심급식 제공

- 초등학생 연 9,000명에게 음악, 미술, 컴퓨터, 태권도 등 

주 5회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

- 땅오스, 뿔로 지역 아동 1,600명 장염약 지원, 초등학생 1,800명 구충제 지원

태양광램프* 지원사업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은 전기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경험합니다.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빈곤

가정에 친환경, 반영구적인 조명인 태양광램프를 공급하여 빛으

로 인한 생활시간의 증가와 등유 구매비용의 지속적인 감소로 

가정 내 소득증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등유램프나 촛불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을 감소시켜 빈곤계층의 삶의 질을 직접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트하트재단은 기업, 교회, 미디어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과 

옹호활동을 전개하여 전세계 37개국 전기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빛인 태양광램프를 지원

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태국 - 미얀마

UN이 지정한 카렌족 난민촌이 있는 미얀마 국경 태국 메솟 지역

의 베끌러 학교에서 지속적인 기초교과교육, 예체능교육을 지원

하였으며 점심 급식지원을 통해 미얀마 이주민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 정서 및 신체발달 등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 연 32,600명의 아동에게 기초교과교육 및 점심급식 지원

- 연 18,300명의 아동에게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진행

- 학용품, 교실 기자재 및 학교운영 지원

지역개발사업

*태양광램프 저개발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램프는 낮 동안 자연에서 오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충전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만으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7개국 35,100명에게 총 7,016개 지원 (2010~2013년)

- 아프리카 : 탄자니아 외 12개국 1,566개 지원

- 아시아 : 캄보디아 외 15개국 5,110개 지원

- 기타 : 코스타리카 외 7개국 340개 지원

개발도상국의 빈민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보건위생, 태양광램프 지원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른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급식지원, 예체능교육 및 보건위생교육 등으로

아동들의 신체발달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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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베어 나눔 캠페인

한나(캄보디아, 8개월, 여)

“하트베어가 우리 아이의 생명을 살렸어요”

하트하트재단과 협력하고 있는 앙코르어린이병원(캄보디아 씨엠립 소재)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한나(여, 8개월)의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나가 5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호흡기 질환 증상으

로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부모는 비싼 수술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해 힘겹게 숨쉬는 딸을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지난 8월 ‘하트베어 나눔 캠페인’을 통한 후원

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한나의 호흡은 평안해졌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

라는 엄마의 평범한 꿈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트베어 나눔 캠페인 후기

“나눔트리에 장식된 
하트베어 하나하나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눔으로 

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 소이현 -

하트베어 나눔 캠페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G마켓 ‘후원세일즈 더브이’에서 5월

과 6월 동안 하트베어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후원세일즈 더브이’는 쇼핑과 기부를 연동한 프로그램으로 고객, 기업, 하트

하트재단이 함께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지원한 후원자들에게는 하트하트재단이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제작한 ‘심장 뛰는 하트베어’가

나눔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Edition인 심장 뛰는 하트베어는 심장 박동기가 인형의 내부에 장착되어 품에

안으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사랑과 나눔의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울러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 박하선의 재능기부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G마켓의 온라인 쇼핑을 통해 시작한 하트베어 나눔 캠페인의 수익금 전액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10명의 수술비로 사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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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dition

7가지 컬러의 하트베어는 전세계 7대륙의 다양한 환경과 인종의 모든 

아이들을 상징하며 조성된 후원금은 지구촌의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985 Edition

1985년에 제작된 심장 뛰는 하트베어는

하트하트재단의 창립배경이 되었으며

수익금은 심장병 아동의료비 지원으로 사

용되었습니다.

2013 Edition

25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심장 뛰는 하트베

어는 심장박동기가 있어 품에 안으면 두근

두근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수

익금은 심장병 아동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

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국내 미숙아 의료비 지원JW메리어트 호텔 나눔트리 점등식

나눔트리

하트하트재단의 나눔 마스코트인 하트베어로 11월부터 연말까지 하트베어 연말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트베어가 장식된 ‘나눔트리’를 설치하여 고객 및 임직원이 함께 나눔에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나눔트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기업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한국 메리어트 계열 4개 호텔이 함께해 내국인 및 외국인에

게 까지 나눔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로비에는 수 백 개의 하트베어가 달린 4.5m 높이의 대형 ‘나눔트리’가 

설치되어 캠페인 취지를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이번 하트베어 연말 나눔에는 나눔트리 외에도 하트베어를 통한 기업 및 단체의 나눔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트베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나눔의 기쁨이 전해지는 하트베어는 

가난과 장애로 힘겨워하는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하트하트재단의 나눔 마스코트입니다. 



Heart to Heart Foundation

Based on love and compassion of Christianity,

Heart to Heart Foundation is serving children

and families suffering from poverty, disabilities

and diseases to empower them and to create

"Inclusive Society" for all.

CoreValues

LOVE
RESPECT
SHARING
LIVINGTOGETHER

Strategy

Professionalism
Creativity
FutureOriented
Transparency
Empowerment
Uniqueness
Building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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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Appreci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your faithful support and love for Heart to Heart Foundation. With

your continuing support, this year we celebrated 25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This year started with joyful celebrations for ‘PyeongChang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where our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formed for Special Olympic athletes from around the globe. With the celebration our

efforts to promote awareness on developmental disability continued on throughout the year. The highlight of the year

was Heart to Heart Orchestra’s concert to promote developmental disability awareness at Seoul Arts Center in December.

Musicians of Heart to Heart Orchestra are actively working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n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to celebratethe ability and talents of young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o their full potential. Our cultural

welfare model of Heart to Heart Orchestra took a giant leap forward. Our music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e-

velopmental disability was expanded to 40 centers through nationwide networks. Now mor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ave opportunity to enjoy art and culture thanks to your generous suppor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our blindness prevention programs showed progress toward building

more comprehensive eye care system. We continue to provide quality eye care by strengthening the system, building

capacity, and advocating the need for eye care to restore s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now our blindness prevention has reached to the Philippines and Burundi this year.

To promote all those projects, Heart to Heart Foundation ran yearlong campaigns with corporate partners and media,

and spread giving culture for people in need. In celebration of our 25th anniversary, we revived our founding symbol,

‘Heart to Heart Bears’ to sponsor children in needs. The proceeds from the ‘Heart to Heart Bear Campaigns’ were

donated to support heart surgerie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As always, we could not make this significant progress

without you. Thank you for your support. Heart to Heart Foundation will continue to make best efforts to ensure account-

able and transparent operation in 2014.

Chairman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In-Sook Shin



Domestic Programs

Heart to Heart Orchestra &
Chi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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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2006 with a vision of integrating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to society through music, Heart to

Heart Orchestra is a symphony orchestra for young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rt to Heart Orchestra’s 

comprehensive music program facilitates social engagement and communication, increases self-esteem, and promotes 

effective integration of young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society. The program provides systematic music

education with various performing opportunities encompassing structured orchestral education, ensemble training and 

instrumental lessons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The orchestra is recognized as a successful model of orchestr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ontributes to promot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ublic Awareness Concert

In 2013, the Heart to Heart Orchestra continued to actively

perfor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autism and intel-

lectual disability. In December, in partnership with Seoul Arts

Center, Heart to Heart Orchestra successfully hosted “Heart

to Heart Concert for Disability Awareness” at the Seoul Arts

Center. The orchestra was invited to perform at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and

collaborated with internationally acclaimed artists. In 2013,

Heart to Heart Orchestra met with more than 35,000 live au-

diences to promote awareness on developmental disability.

- Heart to Heart Concert for Disability Awareness (Seoul Arts Center)

- 2013 PyeongChang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Alpensia)

- Seoul Arts Center 11AM Matinee Concert (Seoul Arts Center)

- 60thanniversary of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Conrad Seoul)

- S-Oil Sunshine Concert

- Yonsei University, Seoul Arts High School performances

- Over 13 invitational or corporate sponsored concerts

Heart Ensembles

The musicians of Heart to Heart Orchestra develop their musical

talent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ensemble activities: Wind, Clar-

inet, Brass, Miracolo, and String Quartet. All the ensemble

groups performedat schools, corporate functions, and organi-

zations with variety of classical and popular music. The Heart

Miracolo Ensemble, professional ensemble of the graduates of

music colleg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visits nationwide

elementary schools regularly to enhance you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warenes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rt Miracolo Ensemble
- Musicians recruited by audition process among music college graduates 

- The first professional ensemb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Performing for public awarenes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Brass, Clarinet, String, and Wind Ensembles
- Specialized ensemble training provided for each instrument groups 

- Building a career path as professional ensemble group with various

performing opportunities 

Major Performances
- CIELOS Concert with Rechard Yongjae O’Neil 

- Ewha Woman’s University concert

- 20 invitational or corporate sponsored concerts 

Heart to Heart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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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to Heart Orchestra

String Masterclass WITH Concert Series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have less access to music education due to poverty and

disabilities, Heart to Heart provides specialized music edu-

cation program with professional instructors in structured

environment. At the Heart Music Academy, beginners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string instrument of their choice. The

scholarship program and instrument sponsorship has been

expanded to cater unmet needs.

Orchestral Education
- Systematic orchestral music lessons by music director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in inclusive settings

- String and wind part training
- Intensive summer music camp

Heart Music Academy
- Individual lessons for beginning string instrument players of 
violin, viola, and cello

- Ensemble training with recital opportunity
- Provides cultural experiences and consultation for further 
music education

Scholarship
- College tuition and lesson fee provision for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low income families 

- Musical instrument sponsorship -violin, flute, tuba

Music Advancement Program

Heart to Heart Orchestra offers specialize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of talented solois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2013, many programs such as ‘WITH Concert’Series and Music

Advancement Program were newly launched to support de-

velopment of soloists. The orchestra also runs a variety of pro-

grams including mentoring, master classes and performance

opportunity with acclaimed artists and national orchestra.

Through MAP support, many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ccepted to music colleges and competed in

the music competitions successfully.

MAP(Music Advancement Program)
- Professional classical music training
- Support for college education, music competition, accompanied 
performances with KBS Symphony Orchestra, and recitals

- Consultation for further education in music colleges includ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others

- Support for music competition including Haneum Contest

Master Classes
- Master classes with Violist Sang-Jin Kim, Violinist Jae Won Choi, 
Cellist SookJeong Lee, Trumpeter Hee Chan Ahn

‘WITH Concert’ Series - Debut recital
- Debut recitals for young musician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 Mentoring accompanied performance by acclaimed musicians, 
Pianist Jae-Hyuck Cho, Jin Woo Park, Violinist Joohyun Kim, 
Trumpeter Jae Chang Sung and Double Bassist Minje Sung

Networks for Cultural Welfare
- Various networking activities with internationally acclaimed artists 
and professors in music to broaden scope of activities for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y and/or autism in Korea. Intel-
lectual disability is a permanent condition of intellectual retardation characterized
by limitations in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daptive behavior.
Autism includes childhood disintegrated disorder and pervasive disorder-not oth-
erwise specified (PDD-NOS). It ischaracterized by difficulties in social interaction,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he population with developmental dis-
abilities in Korea is in trend of increasing due to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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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15th2013, 56 young orchestra musicians with devel-
opmental disabilities in black suits showed up on the stage of Con-
cert Hall at the Seoul Arts Center. Many of themlooked around and

seemed to be distracted. However, as soon as the conductor made
a gesture, they grabbed their instruments and began to focus. Once
Elgar’s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the first song was
played, everyone immersed into the music.(ellipsis)
It is hard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omplete full
90 minute classic concert on stage because one of their visible traits
is difficulties in giving attention. Nevertheless, Heart to Heart Or-
chestra finished the concert with great concentration and compe-
tency. They played 10 classic pieces including Sibelius’s Finlandia
and theme of movie ‘Forest Gump’. (ellipsis)
For the concert, 1500 seats out of 2500 tickets were paid admission.
"Although most concerts with musicians with disabilities are free,
we opened some portion of tickets to general public on sale this time.
We would like to encourage the audiences to change the culture of
free concert and take a part in raising the quality of the concert by
musicians with disabilities. And to our amazement, the tickets were
sold out within two weeks", said HeeEun Kim from Heart to Heart
Foundation. The rest of the seats were given to invit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other provinces for free.

[Excerpt from JoongAngIlbo, Dec 16. 2013]

Heart to Heart Bear Campaign

“Heart to Heart Orchestra, 
Ange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the Dream Stage”  

- Heart to Heart Orchestra performed at Seoul Arts Center

[Hannah’s Story]
“Heart to Heart Bear Saved My Baby”
Hannah’s mom said with a big smile. Hannah received heart surgery at Angkor Hospital forChildren benefiting
from the proceeds of Heart to Heart Bear Campaign. When Hannah was 5 month old, she was diagnosed as
congenital heart disease. Her parents couldn’t afford the surgery, so there was no way but waiting helplessly.
Heart to Heart Foundation supported surgical expense for Hannah with the proceeds from Heart to Heart Bear
Campaign. After the surgery, Hannah’s breath became stable and she is gaining weight. Hannah’s mom is hope-
ful that her daughter would grow up healthy and go to school like other children someday.

"Each Bear on the Christmas Tree Lights up Children in Need"
-Yi Hyun So, Goodwill Ambassador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Heart to Heart Bear, a mascot of Heart to Heart Foundation, symbolizes giving hope for 
children in poverty and disabilities and delivering joy of sharing from heart to heart.

Heart to Heart Foundation ran Heart to Heart Bear Campaign with online store of G Market to
support children with heart disease in Cambodia. The donation sales program raised funds by
selling heart beating Heart to Heart Bears of our foundation and delivered hearts of sharing to
donors. With friendly image and heart beating function, the Heart Bears could increase joy and
impact of donation. The campaign was run successfully thanks to easy accessibility of online
shopping mall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celebrities. The proceeds for 10 children with heart
diseases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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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to Heart Foundation provides multidimens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s for children suffering from poverty, dis-

abilities and diseases.  With a focus on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we provide a range of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

children’s needs to encourage their well-rounded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ir self-esteem and confidence and enhancing

social interaction among the peers.

Cultural Welfare

For children who are isolated from opportunities of cultural

welfare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and disabilities, Heart to

Heart provides diverse cultural activities.

"Heart Forte"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Modeled after Heart to Heart Orchestra, music education pro-

gram was offered for 350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encourage social behaviors and functional communication in

17 nationwide community centers in partnership with Commu-

nity Chest of Korea.

• Group Activity
-Instructional music group activities for drum beating, ukulele, cajon
and choir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Community Concerts
-Performance at community festivals and functions 
-Enhancing self-confidence for musicians and spreading positive 
image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 Workshops 
-capacity building seminars for 50 music instructors 

• Building Networks for Cultural Welfare
-Knowledge sharing by networking with organizations with music 
education centers
-Invited 230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for cultural experiences and concerts

Choir Club Support
-Biweekly choir lessons for 500 children in 20 nationwide childcare centers 
-Hosted Heart Children's Choir Festival and supported cultural activities
for 1,200 children and their families

Education Support

Since 2010, Heart to Heart has been providing educational sup-

ports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In cooperation with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schools for the blind and ophthalmologists, the foundation pro-

vides reading magnifiers, scholarship supports and job expe-

rience opportunities to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Reading Magnifier Support
-Provided reading magnifiers for 380 children with low vision since 2010
-Network with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2 nationwide schools for the blind, and low vision centers

Scholarship Program
-College tuition support for 15 colleg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Job Experiencing Activity
-Provided job experience opportunities for 800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New vision for cultivating talents and various career paths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Reading Magnifier SupportHeart Children’s Choi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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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Development 

Support for premature infants Heart Happy School

Support for children in crisis

In cooperation with nationwide network of hospitals, specialty

clinics and media, Heart to Heart Foundation assisted medical

and living expenses for children suffering from accidents and

sudden illness under poverty.

Medical and Living Expense Support
- Medical and living expenses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burn injuries and premature infants

- Expanded level of supports through campaigns with corporate 
partners and media fundraising

- Soy milk nutri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children 

<Heart Happy School>Program
Heart to Heart Foundation continued to expand education pro-

gram <Heart Happy School>at nationwide schools. The Heart

Happy School is designed to enhance better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to improve you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wareness on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

inclusive school settings.

Class Education
- Individualized 50 minute classroom education to increase 
understanding on developmental disability 

- Educated 15,000 students of 540 classes in 30 elementary schools
in Seoul 

- Professional musicia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in 
the program as guest artists 

- promotes students’ participation

Whole School Education
- School-wide education in the regional provinces in coordination 
with local education governments 

- Educated 1,850 students in 11 elementary schools 
- Performance of Heart Miracolo Ensemble 

Production of <SuAh’s Dream>Animation Film
- Produced animation film for easy introduc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y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 Essay Contest on the film with 1,000 student participation 
co-hosted by Office of Education in Seoul and major 
newspaper ChosunIlbo A Better Future

Empowering Instructors
- Trainingprograms forunderstanding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mockclasses forHeartHappySchool curriculum

- Monthlymeetingof instructors for evaluation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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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ness Prevent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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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The Karamtola Eye Clinic, which Heart to Heart Foundation es-

tablished in Gazipur region in 2009, continued to play a pivotal role

in providing quality eye care service for the local residents.  Heart

to Heart Foundation provided the education program for blind-

ness prevention and community medical outreach program con-

tinue to strengthen the eye care system in the community. We

expanded the MLOP (Mid-level Ophthalmic Personnel) Training

Center to double the size to meet the growing educational needs

of the MLOP program. The MLOP training contributed to alleviate

a shortage of ophthalmic professionals in Bangladesh by supply-

ing 18 graduates of MLOP program in 2013.

Eye Care Service
- Cataract surgeries for 670 patients and treatments for 7,000 residents
- Eye examination outreach for 1,200 local residents

Education
- Blindness prevention education and multivitamin distribution for 
6,0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owerment
- Education and Training of MLOPs
- 18 MLOP graduates, 23 recruited new trainees

Infrastructure
- Established MLOP training center to 660m³ by 
extending second story(440m³) of the building

- Secured 30 ophthalmic equipment including new microscope 
and a tonometer

Cambodia

The Pediatric Eye Clinic at Angkor Children’s Hospital(AHC) in

Siem Reap which was established by Heart to Haert Founda-

tion in 2010 continued to work as a tertiary hospital for many

pediatric eye patients in the area. While free eye surgeries and

treatment services are provided at the clinic for serious oph-

thalmic issues, increasing number of children were catered at

the local elementary schools for the blindness prevention ed-

ucation and basic eye screening.  The school eye health edu-

cation contributed to early detection of eye diseases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on eye health for children and their

family in the community. 

Eye Care Service
- Surgeries for 580 child patients and free eye screening and treatments 
for 12,400 patients at AHC Eye Clinic in Siem Reap and neighboring 
regions

Education
- Prevention of blindness education for 10,8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 Outreach for eye screening and vitamin distribution

Advocacy
- Activitie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eye health with 5,000 leaflets,
1,000 posters and 250 T-shirts distribution

According to a report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very 5 seconds one person loses his or her sight and 90% of the

blind live in developing countries. Most of the blindness, however, can be preventable with adequate treatments and surgical

interventions. As an official member of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IAPB), Heart to Heart Foundation

is building efficient and comprehensive eye care system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partners. 

Blindness Prevention 

“Mid-Level Ophthalmic Personnel takes care of community eye health”

In August, 2013, on the day of MLOP graduation ceremony, a 20 year old girl was sitting highly excited with joy. Her name is
Nadira. She completed ophthalmology course and clinical training for the last one year and graduated MLOP Training Center.
treatment filling lack of ophthalmologists. Participating in community outreach program that travel to remote areas and treat
local residents, Nadira was eager to serve people suffering eye disease in rural areas. Right after her graduation, she got a
position at Islamia Eye Hospital, the biggest eye hospital in Bangladesh. She volunteered to work at branch clinic in rural area
instead of working at the main hospital in Dhaka. "I am so glad that I can help people in ne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c-
cumulated during MLOP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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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The Philippines has high prevalence of cataract and low vision
with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suffering from visual impair-
ments. The City of Navotas, one of the four most impoverished
regions in the Metro Manila, the Philippines, is severely neglected
from medical benefits without any ophthalmic facilities. Heart to
Heart is supporting establishment of eye clinic in the Navotas
City Hospital which is scheduled to be opened in July 2014.

Infrastructure
- Consult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eye surgery theater, 
- consultation room and eye clinic system
- Support for 25 major ophthalmic equipment

Tanzania

Heart to Heart has operated trachoma*eradication projects in
Mtwara, Arusha and Manyara regions in Tanzania. Utilizing
SAFE strategy of WHO, surgeries, facial hygiene and environ-
mental improvement are implemented in Mtwata region, and
surgeries and treatments in Arusha and Manyara regions.
Eliminating trachoma, which is one of the seven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Ss), contributes to end absolute povert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rachoma Surgery Camp(S)
- 2,700 trachoma surgeries and treatments for 2,500 patients with 
other eye diseases

Facial Hygiene (F)
- Trained 169 science teachers from 100 elementary schools on trachoma
prevention

- Distributed 23,500 education books on trachoma prevention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education impact for 16,080 teachers 
and students

Environmental Improvement (E)
- Installed ventilated improved pit (VIP) latrines at 5 elementary 
schools for 2,000 students

- Supported rain harvest water tanks at 11 elementary schools for 
3,500 students

- Biannual Government- NGO Water & Sanitation, Hygiene (WASH)
forums for trachoma prevention

Burundi

Based on the national pediatric eye health plan of Burundian
government, Heart to Heart Foundation conducted feasibility
and field research for establishment of pediatric eye health sys-
tem. In alliance with national hospital and the Ministry of Health,
Burundi, Heart to Heart formulated 3 year plan for the foun-
dation of national pediatric eye health system which is due im-
plementation in 2014.

Eye Care Service
- Surgeries and treatments for major eye disease
- Community outreach for eye examination
- Examination and follow up services
- Provision of eye glasses and low vision devices

Empowerment
- Organizing pediatric eye health team and supporting overseas training 
- Training professionals for low vision

Infrastructure
- Establishing tertiary pediatric eye health center at National Hospital 
of Kamenge University

- Supporting equipment for surgery and examination, medical consumables

Advocacy
- Public awareness campaigns for pediatric eye health in communities

Blindness Prevention 

Eye Examination at Elementary Children Next to New La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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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In Tangos, Pulo and San Roque, the poorest regions in Metro

Manila in the Philippines, Heart to Heart continued to provide nu-

trition and education service for school children. Heart to Heart

Foundation introduced afterschool program in the area with arts,

physical education, and computer classes while providing lunch

meals for the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In 2013, medi-

cines for enteritis and vermifuges were distributed for children

suffering from enteritis during the heavy rainy season.

- Daily lunch meals for 260,000 children in Tangos, 
Pulo and San Roque regions 

- Music, painting, computer, Taekwondo classes for afterschool activities
- Medicines for enteritis for 1,600 children and vermifuges for 
1,8000 children in Tangos and Pulo regions

Solar Lamp*Project

One out of every four people is isolated from benefit of electricity

worldwide. Without the access to electricity, they are exposed

to the risk of fire hazard and illness in the daily routine. This

project distributes rechargeable solar lamps to the households

with no electricity in developing countries as an eco-friendly

and efficient solution. The solar lamp increases time of eco-

nomic, educational, and living activities and decreases ex-

penses for lamp oil.

In 2013, we expanded the scope of support by running cam-

paigns and advocacy activities with corporate partners,

churches and media. Providing efficient and safe light, Heart

to Heart improve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ho used to be

deprived from benefit of light.

Thailand - Myanmar

Heart to Heart Foundation offered basic elementary school ed-

ucation and art classes for BweK’lar School located in Mae Sot,

the UN designated refugee camp for Karen tribe. In addition to

basic education, we provided lunch meals for children for their

balanced development.

- Basic elementary school education
- Nutrition program for 32,600 children
- Arts classes for emotional development of 18,300 children
- Supported stationeries, teaching equipment and operation expenses

Heart to Heart Foundation provides divers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o accommodate the need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fe in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eart to Heart Foun-

dation seeks to secure nutri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the children while working

closely with local partners.    

Community Development 

Supported 7,016 solar lamps for 35,100 people in 37 countries (2010~2013)
- Africa: 1,566 lamps for Tanzania and 12 other countries

- Asia: 5,110 lamps for Cambodia and 15 other countries

- Others: 340 lamps for Costa Rica and 7 other countries

*Trachoma is a chronic and infectious eye disease caused by the bacterium Chlamydia trachomatis, and trachomatous inflammation can cause serious visual 
impairment and potential blindness. High prevalence rate is demonstrated in filthy and dusty areas with poor sanitation, underdeveloped housing environment and
malnutrition. Although it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blindness worldwide, it is preventable by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application of antibiotics.

*Solar Lamp is eco-friendly and efficient because it is rechargeable from sun’s light during daytime. It can be used semi permanently by just replacing batteries, thus
it is one of the effective and reasonable solution for off grid regions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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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ㆍEstablishedHeart toHeartFoundation
ㆍStartedsupportingprogramforneglectedchildren

ㆍFoundedandoperatedHeart toHeartCommunityCenter

ㆍStartedHeart toHeartDayCareCenter

ㆍInitiatedprogramsforyouthwithdevelopmentaldisabilities

ㆍStartedmedicalexpensesupportprograminKorea

ㆍEstablishedCenterofSocialDevelopment forChildrenwithDevelopmentalDisabilities

ㆍInitiatedcochlear implantproject

ㆍEstablishesHeart toHeartOrchestra foryouthwithdevelopmentaldisabilities
ㆍLaunched internationaldevelopmentprograms
ㆍStartedblindnesspreventionprogram

ㆍEstablishedHeart toHeartChamberOrchestra forpeoplewithvisual impairments

ㆍHeart toHeartOrchestraU.S.A. ConcertTour
ㆍLaunched internationalblindnesspreventionprograms

ㆍLaunched internationalprograms inAfrica
ㆍOpenedKaramtolaEyeClinic inBangladesh

ㆍOpenedMLOPTrainingCentre inBangladesh
ㆍLaunchedsolar lampproject
ㆍHeart toHeartOrchestraChinaConcertTour
ㆍMembershipof the InternationalAgency forPreventionofBlindness (IAPB)
ㆍEmergencyreliefaid forHaiti earthquake
ㆍEducationsupport forchildrenwithvisual impairment

ㆍStartedchoirclubsupport forchildren
ㆍEstablishedTanzaniabranch
ㆍJointconcertwithCaracasSymphonyYouthOrchestra
ㆍReceivedMinisterialAward fromCulture, Sports, andTourism

ㆍEstablishedpediatriceyeclinic inCambodia
ㆍLaunchedschooleducationprogramondisability
ㆍReceivedMinisterialAward fromMinistryofHealthandWelfare
ㆍLaunchedHeartBearGivingCampaign

ㆍMOU agreement with city of Navotas, Philippines
ㆍThe Heart Children’s Choir Festival
ㆍNationwide job experience activities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ㆍSeoul Arts Center ‘AM Matinee Concert’
ㆍOpening ceremony for Pyeongchang Special Olympics World Winter Games
ㆍLaunched 'WITH-CONCERT' series

ㆍ사회복지법인하트하트재단설립

ㆍ소외아동지원사업시작

ㆍ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건립및운영

ㆍ하트하트어린이집개원

ㆍ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시작

ㆍ의료비지원사업시작

ㆍ발달장애아동사회성향상센터개원

ㆍ인공와우지원사업시작

ㆍ발달장애청소년하트하트오케스트라창단

ㆍ해외복지사업시작

ㆍ실명예방사업시작

ㆍ시각장애인하트하트체임버오케스트라창단

ㆍ하트하트오케스트라미주초청공연

ㆍ해외실명예방사업시작

ㆍ아프리카지원사업시작

ㆍ방글라데시꼬람똘라안과클리닉개원

ㆍ방글라데시안과준전문인력(MLOP) 훈련센터건립

ㆍ태양광램프지원사업시작

ㆍ하트하트오케스트라중국순회공연

ㆍ국제실명예방기구(IAPB) 정회원가입

ㆍ아이티긴급구호지원실시

ㆍ국내시각장애아동교육지원사업시작

ㆍ소외아동합창활동지원시작

ㆍ하트하트오케스트라, 카라카스유스오케스트라합동연주회

ㆍ하트하트오케스트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수상

ㆍ탄자니아지부설립

ㆍ캄보디아소아안과클리닉완공

ㆍ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시작

ㆍ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기념음악회초청공연

ㆍ하트베어캠페인시작

ㆍ장애인식개선을 위한 Heart to Heart Concert(예술의 전당)

ㆍ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오프닝 셀러브레이션 초청공연

ㆍ위드 콘서트-발달장애연주자 생애 최초 리사이틀 

ㆍ예술의전당 11시콘서트

ㆍ전국 발달장애아동 음악활동 지원 시작

ㆍ장애인식개선 애니메이션 감상문 대회

ㆍ시각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

ㆍ시각장애아동 직업체험 활동

ㆍ소외아동 합창경연대회

ㆍ브룬디 국가 아동 안보건 체계 구축사업 개발

ㆍ필리핀 나보타스시 안과구축 양해각서 체결

1988

1991
1992
1994
2000
2001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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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Financial Report

2013년 재정보고 Finance Statement

세입내역 Revenues                                                                                                                             

보조금수입 Grants                                                                                    955,092천원

후원금수입 Contributions                                                                       3,336,981천원

잡수입 Other income                                                                                   63,728천원

전년도이월금 Carry-over of previous year                                             2,843,361천원

계 Total                                                                                                   7,199,162천원

2013년 기부현황 Contributions

세출내역 Expenses                                                                                                                               

사업비 Program                                                                                     2,428,966천원

운영비 Operation                                                                                             1,162,695천원

이월금 Carry-over                                                                                  3,607,501천원

계 Total                                                                                                  7,199,162천원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
Contributions

개인 Individuals                 10,752명             359,061천원

단체 Organizations            129개 단체           2,977,920천원

계 Total                                                                 3,336,98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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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들Supporters

가수미스에이수지, 샤이니 최민호| 개그맨김수영, 송영길, 이명백, 정종철| 더블베이시스트성민제| 바리톤김동규| 바이올리니스트최재원

비올리스트 김상진| 사진작가고남희, 김도균, 진나연, 최도진, 허준율| 아나운서김동건| 올림푸스 앙상블| 일러스트레이터박정인

첼리스트이숙정| 클라리네티스트채재일| 트럼피터성재창| 플루티스트 박지은, 안명주| 피아니스트 박진우, 임동혁, 조재혁

후원기업 및 협력단체Doners and Partners

홍보사절단 Goodwill Ambassadors

친선대사 홍보대사 (가나다 순)

배우 소이현 배우 오윤아 배우 한다민 아역배우 정다빈 캐릭터 장금이

가수 김규종 배우 김현숙 가수 더원 배우 박하선 미스코리아 박샤론

함께 나누는 분들 Partners & Supporters

구리청과주식회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까사미아

게스코리아

공씨네주먹밥

네오위즈 게임즈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원제약

르네상스 서울 호텔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아파트먼트

(주)맛있는놀이터외식사업부

미스터피자

(주)빈폴

삼성에버랜드 패션

삼성SDI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스톰프뮤직

신세계백화점

(주)씨앤엠

아가방

아시아나항공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파트너스

우리은행

유니온통상

제스프리

제일모직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크레디아

크레디트스위스

스포츠토토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호반건설

(주)효성 힐튼호텔

FWS(FWS Asset) 
G마켓

GUESS Korea 
JW메리어트 서울

LG생활건강

OLYMPUS
SK Chemicals 
SnH Ent. 
S-OIL

기업
Corporation

건국대학교병원

가나아트센터

광주새순교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실명예방재단(IAPB)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안과병원

김규종팬클럽

남포교회 권사회

롯데장학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박지성재단

방배중학교

배움의교회

베스티안병원

부산번영로교회

부산성모병원

부산영락교회

부산하나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랑의교회

사랑의빛공동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꿈장학재단

삼성서울병원

샤이니 최민호 팬페이지

서울마주협회

서울성모병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예원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수영로교회

연세대학교

예술의전당

올림푸스 앙상블

울산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원뮤파

이화여자대학교

이우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라북도 장수교육지원청

큰은혜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희망의소리

Angkor Hospital for Children
City Government of Navotas
Helen Keller International
KBS심포니오케스트라

Karamtola Christian Hospital
KCCO
KPX문화재단

Mtwara Rural Government

단체
Organizations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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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자문위원Board of Directors & Advisory Committee

이사                                                                          
Board of Directors                                              

감사                                                                          
Auditors                                                                    

문화복지사업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for Cultural Welfare Program                             

                                                                                      

실명예방사업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for Blindness Prevention Program                      

운영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for Administration            

나눔사업 자문위원
Charitable Giving Advisory Committee

강  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김경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희 명지대학교 작곡가 교수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주 법무법인 세종 고문

서명선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

이장규 삼정 KPMG 부회장

최충림 주식회사 새한 대표이사

황은혜 그레이스선교교회 목사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두순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고화진 올림푸스 문화사업팀장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 피아니스트 |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상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MIK 앙상블 단원

김주현 바이올리니스트 |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차세대 예술인’

김지훈 장천아트홀 관장 | 동덕여대 예술대학 관현악과 교수 | 양주 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김태자 전 세종솔로이스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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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박은성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명예교수

서경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명예교수

서순정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성기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음악학부 교수

신갑순 삶과 꿈 체임버오페라싱어즈 대표

안신영 바로크합주단 바이올린 단원

유영재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관현악 전공 교수

유전식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교수

이옥경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이종덕 재단법인 KBS 교향악단 이사장

기창원 삼성서울병원 안과 과장

김만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교실 주임교수

김성주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 안성형센터교수

김응수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 교수

신기철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

윤상철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학교실 임상강사

황정민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

이종남 Michigan State University 가족 및 아동 생태학 분야 박사

최연선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원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도연, 김천애, 유연희, 이진우, 정방원, 한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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