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분야)

기증자 소속/직함 기증품명 수량 판매가
(개당가격)

비고

연예 김희애 배우
선글라스A

(마이클코어스/브라운) 1 5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선글라스B (디올) 1 15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선글라스C 

(돌체앤가바나/블랙) 1 15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선글라스D (CK) 1 3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선글라스E(에스까다) 1 8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선글라스F(막스마라) 1 5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안경테A 1 30,000

연예 김희애 배우 안경테B 1 30,000

연예 한소희 배우 상의 1 10,000

연예 김다솜 배우 셔츠&운동화 1 40,000

연예 여홍철 전 
기계체조선수 모자 1 1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김병현 전 야구선수 야구공 1 2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이상민 가수 선글라스(RASTA) 1 50,000 *기증품 케이스에 사인 있음

연예 강호동 방송인 모자 1 3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연예 안영미 개그맨 가방 1 30,000

연예 딘딘 가수 운동화 1 15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연예 전현무 MC, 아나운서 셔츠A 1 120,000

연예 전현무 MC, 아나운서 셔츠B 1 120,000

연예 전현무 MC, 아나운서 셔츠C 1 120,000

연예 송은이 개그맨 모자 1 10,000

연예 김원준 가수 모자A 1 2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연예 김원준 가수 모자B 1 3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연예 김원준 가수 모자C 1 2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연예 양준혁 전 야구선수 모자 1 10,000

연예 이진 가수 구두 1 3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연예 김미경 김미경TV 대표 원피스&에코백&사인지 2 2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연예 전효성 가수 구두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구분
(분야)

기증자 소속/직함 기증품명 수량 판매가
(개당가격)

비고

연예 김창열 가수 모자&반팔티세트 1 30,000 *기증품(반팔티)에 DJ DOC 멤
버 전원 사인 있음

연예 김창열 가수 트레이닝복세트 1 10,000

연예 김창열 가수 유니폼(LG트윈스) 1 2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김창열 가수 유니폼(삼성라이온즈) 1 2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김창열 가수 선글라스 1 50,000

연예 서지석 배우 반려동물 영양제 2 30,000

연예 서지석 배우 반려동물 보양식 2 10,000

연예 서지석 배우 유니폼 1 3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서지석 배우 트레이닝복세트 1 5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길건 가수 선글라스 1 80,000

연예 조아영 배우 선글라스 1 70,000 *기증품 케이스에 친필 사인 있음

연예 장수원 가수 가방 1 15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연예 류지광 가수 가디건 1 10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정관계 모종화 병무청장 목각 손자병법 1 200,000

정관계 류호정 국회의원 원피스 1 100,000

정관계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찻잔세트 1 50,000

정관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명장도 1 120,000 *2개 세트 판매

정관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웹캠 1 300,000

정관계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우드볼 1 50,000

정관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스카프 세트 1 70,000

정관계 정재숙 문화재청장 만파식적 1 100,000

정관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찻잔세트 1 50,000 *사인지 별도 있음

정관계 유은혜 교육부장관 숄 1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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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유은혜 교육부장관 향초 1 30,000

정관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북리더기 4 150,000

정관계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목도리&장갑 세트 1 50,000

정관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그림(하늘색) 1 30,000

정관계 서욱 국방부장관 거북선 모형 1 150,000

정관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서예 액자 1 140,000 *가격인하 

정관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여행용 지갑 1 140,000 *가격인하 

정관계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가방파우치세트 1 20,000 *가격인하 

정관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폴라로이드 작품 액자 1 40,000 *가격인하

정관계 이인영 통일부장관 운동화 1 40,000 *가격인하

정관계 김진표 울산지방청장
라이브대본집세트

(1-2권)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정관계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넥타이 1 20,000

정관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BERNADOTTE 
Colletion 

"LargeBowl" 
1 100,000

정관계 박병석 국회의장 나염 작품 액자 1 100,000

정관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패브릭 액자 1 70,000

정관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그림(분홍색) 1 30,000

정관계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운동화 1 30,000

정관계 최문순 강원도지사 마스크 2 20,000 *20개 1세트로 판매 
(2세트 판매)

정관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018 유니폼&모자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스포츠 이청용 축구선수
(울산현대) 축구화 1 15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스포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인 유니폼 1 5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스포츠 이상민 서울삼성 감독 농구화 1 10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스포츠 허미정 골프 프로선수 티셔츠 1 20,000

스포츠 허미정 골프 프로선수 티셔츠 1 20,000

스포츠 김효주 골프 프로선수 가디건 1 30,000

스포츠 김지현 골프선수
(KLPGA)

골프 웨어(상의) 1 3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스포츠 박지은 골프선수
(LPGA)

골프화 1 5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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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현영민 스포츠해설가 조끼 패딩 1 30,000 *기증품에 친필 사인 있음

스포츠 허미정 프로골퍼 티셔츠C 1 10,000

스포츠 세징야 축구선수 축구화 1 50,000

스포츠 구성윤 축구선수 골키퍼 장갑 1 50,000

스포츠 이정은6 프로골퍼 사인모자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스포츠 임도헌 배구 감독 배구공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스포츠 남자프로
골퍼

프로골퍼
(KPGA) 모자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스포츠 박해민 삼성라이온즈 사인볼 1 10,000 *2019 위아자 기증품

재계/
기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주화 2 150,000 *기증품 케이스에 친필 사인 있음

재계/
기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

구원 원장 누리호, 도서, 스티커 1 50,000 *가격인하

재계/
기타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사장 가죽 데스크 용품 세트 1 100,000

재계/
기타 김창룡 경찰청장 건강기능식품 1 80,000

재계/
기타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미니 러기지 2 20,000

재계/
기타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 카카오 골프공 5 30,000

재계/
기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인볼 1 50,000

재계/
기타

최태원 SK대표이사 
회장

운동화 1 50,000

재계/
기타 최태원 SK대표이사 

회장 램프 1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