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회관건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단체들
기부자 명단 6월 5일 현재, 납부 기준 (존칭 생략)

지금까지 회관건립기금에 기여를 해주신 개인과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범(영산)

무기명

재외동포재단

Kovalenko Dmitri(우크라이나)
김종기(동양상회), 김종민(판아시아), 박건영, 박건호, 박부식(약국), 박찬수(아카키코), 손광웅(손숍),
손종호(케른텐회장), 송온섭(슬로박), 송효숙(WCN GmbH), 안지은, 이정우(한일관), 이중업(린츠),
이종호(오덕희-브룬골프), 정찬범(한국), 정창식,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유소방, BMI(내무부),
Bundesdenkmalamt(문화재청), Gastan Adam(Intrans 슬로박), MYMA(슬로박),
Sergej Osharsky(DV-Trans 러시아),
김병구(UN), 김봉재, 김북실, 권병석, 신장환(이옥심), 신홍우, 조경훈, 조성규(비엔나홀리데이),
진수연 Chytil, Eugeny Petukhov(러시아),

동

간호협회, 박중부(도장), 박명식, 손정원, 이관섭, 이해성, 임광식(바다), 이현옥, 정양순,
순복음교회, 주오 한국대사관, 한국예술제(한오추), 한인교회, K&K(슬로박),
김로사(UN), 김은수, 김인준, 김윤희, 김태형(교토), 김현태, 노영식(스페인),
나오미(국제부인협회), 랑효정(랑효정 import-export), 박재범, 빈천주교회, 심윤조(하양신),

서

상사협의회, 신년문화공연팀, 신상호, 석금성 SL.Corporation(Samlip), 여성합창단,
이광배(혼마골프), 이상경, 이영실(Manfred Patterer), 오재선, 장일진, 전균호, 정인수,
정종완(판아시아), 조영균, Dragan Mitrovic, ELIN GmbH, LG 전자, TRENK WALDERS(슬로박),
Sivkovych Oleksandr(ARDENZ Ltd.우크라이나),
강기식(UN), 강두식, 강유송, 고광희(스페인), 김광철(도장), 김순기, 김재석, 기아자동차
오스트리아법인, 김준, 김찬중, 두진용(UN), 라정인, 박성호(개그맨), 북부유럽 평통자문회,
비엔나 재림교회, 배수진, 사라치연극, 샘물큐티, 김영준(서울신포니에타), 송경숙,
송은희(무궁화식당), 안종삼(신숙여), 서병일(영국한인회), 유엔부인회, 유엔한인회, 유철준,

남 이미희, 이봉추, 이영숙, 이영옥, 이주연(장로교회), 이재민,

이존택(덴마크한인회), 이정진,

오세희, 오현주, 장순덕, 장택훈, 전민오, 전범호, 전영태, 전익호, 전종숙, 정만수, 전미자(UN),
전종은, 정순희, 정진흠,
과학기술자협회, 한동수,
GEVEST,

정현기(빈천주교회), 천영숙, 최영균, 최영식(감리교회), 최춘례,
한인골프회, VCO 오케스트라, 한인테니스회, 홍진순, Cargo Partner,

RORD, 3PACK, TanzPerformance(Kalinka), Wuestenrot(Aichinger),

강은숙(SUKI), 김광호(코이노니아), 김도현(크로아티아), 김동언(정은경), 김동주, 김성한,
김인숙, 김재호, 김한상, 김형오, 김자환(김치식당), 구혜원, 권남주, 공채은(Udo Wagner),
나경호, 만나선교교회, 문종춘, 박경옥, 박경화, 박성기(UN), 박현승, 신봉희(도장), 신현욱,
손양이, 아시아나항공, 양국진, 양만근(서울식당), 유만근, 유상현, 이동일, 이덕호(웰빙스시),
이미정, 이병훈, 이수연, 이인희(이가식당), 이영실, 이영길(UN), 이정미, 이창수, 오현숙,
재유럽한인여성회, 재티롤한인회(김동하), 정복운, 정영국, 정창호, 정형조, 제일기획,
한국문예창작학회, 한인학생회, 현대상선, 정태현(낙원슈퍼), 비엔나오페라앙상블, 황병진,
A Leyrer, A Sulavik(슬로박), Bank Austria, Mühlhofer, Ottenthal,, Larissa Koidl, 강대협,
강민영, 강병철, 강성웅, 강성희(스위스), 강순희, 강옥숙, 강유진, 강홍미,
경근우(KW Handels GmbH), 고명윤, 고복순, 고은지, 공남표(재독장애인협회), 권남희, 권병일,
권향순, 길봉조, 길양섭, 김갑선, 김갑이, 김기원, 김규리, 김덕명(아시아나숍), 김두조, 김무정,
김무회, 김방자, 김병호, 김복순, 김부순, 김성엽, 김성우, 김성은, 김성훈, 김성희, 김소희,
김수진, 김승봉, 김승욱, 김안나, 김웅래, 김언정, 김영균, 김영란, 김영미, 김영삼, 김영선,
김용규, 김용복, 김우승, 김유진, 김윤정,김은지, 김은희, 김이룸, 김인규, 김정규, 김정순,
김정애, 김정옥, 김정우, 김종호, 김주성, 김지수, 김진수, 김진경(박선화,김태현,김태범), 김창규,
김철수(UN), 김충로, 김태선, 김태언, 김판주, 김필중, 김하영, 김향만(TAKE), 김현도, 김현진,
김혜민, 김화경, 김홍남, 김효열, 김희경, 곽정숙, 나기영, 나기창(순복음교회), 나영순,
남순동(체코), 남아현, 남창규(이태리), 노이영, 노영숙, 노재헌, 비엔나농구회, 노태철, 라유정,

북

라현웅, 마이크정, 문동환, 문형선, 민자규, 박귀자, 박난희, 박동님, 박병모, 박병우, 박상욱,
박상용, 박선아, 박선애, 박성도, 박소미, 박승관(도장), 박애진, 박영미, 박용선, 박용수, 박종균,
박종현(러시아), 박종현(빈), 박주서(키티숍), 박주향, 박준영, 박준용, 박지현, 박지혜, 박 진,
박천수, 박태현, 박필환(UN), 박현승, 박형룡, 박훈, 박희경, 방강희, 방울, 배낙현, 배춘미,
백동인, 백명숙, 백종혁, 백환기, 사또아야, 서나영, 서흥봉, 성경란, 소윤상, 손대승(KBS),
손진희, 손혁, 송광수(부산식당), 송시웅, 송필화, 신예은, 신정옥, 심정운, 안근용, 안은실,
안은주, 안준호, 안헌기(그리스), 최선옥, 양우석, 여명주, 여민희, 여숙희, 여승희, 연용섭,
오다연, 오동영, 오승화, 오영훈, 오제형, 옥분 줄리아, 우지현, 유근순, 유근영, 유근희,
유럽한인회 총연합회(한호산), 한국씨름연맹(윤명식), 유보미, 유성진, 유소영, 유수연, 유일한,
유현상(유식당), 유희영, 윤상필, 윤선영, 윤세철(스위스), 윤택근, 윤혜숙(룩셈부르크), 이경수,
이경환, 이고은, 이덕수, 이덕재, 이도형, 이명원, 이미라, 이문희(슬로박), 이봉철(스웨덴),
이상숙, 이상원, 이선홍, 이송이, 이수경, 이순례, 이순애 Fink, 이승준, 이용성, 이유진, 이윤지,
이은경, 이인숙, 이지윤, 이주연, 이주은, 이종수, 이창숙, 이하얀, 이한솔(KBS), 이행규, 이현숙,
이혜리, 이혜원, 이호봉, 이효순, 이효진, 임경은, 임남희(프랑스), 임덕정, 임자림, 임지원,
임종욱, 임창로(유로스코프), 진승우, 장지은, 장찬혁, 장창혁, 장현석, 장현숙, 장혜진,
장황영(한인교회), 전균호, 전민호, 전상식, 전용환, 전종근, 전현희, 정강수, 정장영, 정구용,
정덕희, 정미옥, 정병철, 정병휘, 정영희, 정용교, 정유희, 정은화, 정장영, 정주영, 정준호,
정현영, 조기성, 조민영, 조수잔, 조애진, 조영웅, 조중연, 조지웅, 조현, 조혜숙, 조혜자, 지대하,
지희진, 진준하, 재독재향군인회(김동경), 짤쯔부룩한인회, 차현숙(스위스), 최경범, 최광혁,
최근수, 최병호(독일), 최두현, 최문석, 최민섭, 최성은, 최영란, 최영수, 최영은, 최영희, 최용순,

최은실, 최재석, 최종호, 최지인, 최혁재, 추미순, 비엔나축구회, 비엔나탁구회, 하오수, 하태영,
하효진, 한기숙, 한만욱, 한민규, 한병훈, 한순옥, 황영복, 황옥순, 한옥희, 한지희, 함인원, 허민,
허석, 현현주, 홍정만, 한독간호협회(윤행자), 한호산(유럽한인회총연합회), 화자 Spitz, 황유진,
황종현, 황해규, C. Mohr, L. M Barciakov, M Basac, M Blunarov, M. Iberer, D Bramböck,

북

H Bramböck, E Cabajova, D Dobron, R Dormels, M Durickova, H Fink, K Furmankova,
A Gafrikova, I Garajova, A Hmirova, J Hodasova, L Horak, Knapcova, A Koidl, H Koidl,
W Koidl, KOTRA, C Kracher, M Kucera, J Ciesko Kucma, K.옥숙, I Majdikova, F Majko,
M Mamoli, T Melich, C Neugebauer, E Neugebauer, C Niedermaier, T Paulusova,
D Pidikova, Z Prinzova, M Rusch, Z Snajderova, S.인숙안, V Stoder, J Trnovcova,
Pa Vasko,

Pe Vasko,

박종범(영산), 전병찬(㈜에버다임), 박경옥, 전영호, 강영춘, 김은수, 박종업, 박현승, 백남례,
오세희, 장택훈, 전미자, 정진흠, 정영국, 추민호, 홍

희, 김대연, 김예선, 라상현, 박노근,

서성민, 서빛나, 소복례, 손양이, 손영성, 송판섭, 이갑길, 이민형, 이선행, 이인철, 이정옥,
이종기, 윤상준, 원영준, 은정오, 전영타 (동아여고), 정만수, 정수정, 조시제 (부안동창회),
최이광, 홍명희, 한호산, 강진욱, 강민영, 강병훈, 강성봉, 강성철, 권병석, 김동주, 김상순,
김성엽, 김성중, 김수연, 김순기, 김양국, 김영순, 김영춘, 김영해, 김예은, 김옥선, 김용식,

한
국

김인옥, 김종근, 김춘자, 김한상, 김현태, 김형순, 고성진, 무기명, 문남순, 문의순, 박건영,
박명식, 박상헌, 박성님, 박성례, 박성미, 박성숙, 박재범, 박정웅, 박천순, 박철원, 박현철,
서덕희, 서옥순, 손정원, 송미숙, 송양숙, 송영화, 송영휘, 송온섭, 송효숙, 신상호, 안지은,
양국진, 오재명, 오재선, 유건택, 유근순, 유동진, 유지수, 윤상필, 이경건, 이관섭, 이동일,
이두언, 이병수, 이상현, 이정진, 이지나, 이찬호, 이창숙, 이항주, 이흥원, 이해성, 이현옥,
이형모, 이홍선, 임슬기, 임지은, 왕길환, 장창혁, 장현식, 전균호, 전종근, 전한호, 전현주,
정근철, 정인수, 정인철, 정주영, 정향숙, 정현영, 조경훈, 조영균, 진형용, 최경혜, 최영균,
홍성환, 홍승완, 홍영준, 홍정만, 홍주영,

반기문 (UN 사무총장), 승효상 (건축가), 삼성전자 오스트리아법인,
특별후원 Heinz Fischer (Bundespräsident), Michael Häupl (Bürgermeister),
Norbert Scheed (Bezirksvorsteher/Wien22), MA42 (Gartenabteilung)

**후원금내역
(30만유로이상) (20만유로이상) (10만유로이상)

(5만유로이상)

(만유로이상) (5천유로이상) (5천유로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