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백암복지재단 소개
1. 설립 목적 (설립 취지)
백암복지재단은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비지원 사업, 문화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 되었습니다.

2. 백암의 의미
백암복지재단의 백암은‘하얀 돌’이란 뜻으로 산 위의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거칠고 모난, 다듬어지지 않은 돌
(원석)이 산 아래로 굴러 굴러 강으로 가고, 강을 굴러 굴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거칠고
모난 부분이 모두 깎여져 하얗게 빛나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하얀 돌(백암)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백암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 모든 역경을 견뎌
내고 마침내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인재가 되리라는 백암복지재단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3. 사업 종류
학비 지원 사업
- 나눔 & 배움 전형

문화 사업
-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 문구 & 문화 발전 전형
- 사회복지리더 전형

글짓기 대회
- 기부서약 나무심기 &

- 지구촌하나 전형

열매 맺기 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 주거지원사업(백암장학관)
- 위기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 장애 아동 스포츠 지원

교육 사업
- 공간공유 프로젝트
‘마을톡(TALK)’
- 대한민국 유일의 청소년

사업 ‘드림 스케이팅’

미술관 ‘미술톡’ 운영

4. 주요 사업 소개
□ 학비지원사업
❍ 나눔 & 배움 전형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건전히 성장하도록 하여 후일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
문화를 전파할 인재를 양성하는 학비지원 제도입니다.

❍ 문구 & 문화 발전 전형
문구유통업계의 원로이셨던 故이홍종(수원 홍문사 창업) 사장님께서 찬란한 민족 문화 창달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역사 발전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문화로, 산업으로 민족과 조국에 기여하는 문구업계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만든 문구업계 최초의 학비지원 제도입니다.

❍ 사회복지리더 전형
장차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지도자가 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써 봉사 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비지원 제도입니다.

❍ 지구촌하나 전형
지구촌 하나 장학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나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구
촌을 하나로 만드는 학비지원 제도입니다.

▲

학비지원 사업실적 (2004년~2020년)

구 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합 계

장학생 수

1,054명

73명

1,127명

지원 금액

1,107,450,250원

338,751,840원

1,446,202,090원

□ 문화사업
❍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실천을 위한 문화 사업으로 제1,2회는 중국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제3회부터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제1회 대회부터 제7회
대회까지 16개국, 총 1,211명의 학생들이 지원 599명의 수상자 배출하였습니다.

❍ 몽골청소년 한글 손글씨 & 그림공모전
몽골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류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청소년들의 친교와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
사업으로 2017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하여 152명의 입선작을 선정하여 배출하였습니다.
* 몽골 청소년 모두하나교육마당 잔치(주 몽골대한민국대사관, 2017년 10월) => 백암복지재단 미술톡 전시(경기
도

수원, 2018년 1~4월)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시(서울 구로, 2018년 9~12월) => 한국미술교육연구회전

전시(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018년 10월) => 제1회‘구로구 세계인의 날’전시(서울 구로, 2019년 5월) => 전국
순회 예정

❍ 기부서약 나무심기 & 열매 맺기 사업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부나무심기(기부서약서 작성) 및 기부 열매 맺기(기부서약실천)에
동참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기부서약서는 백암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공유됩니다. 기부나무심기
참여자에게는 사회공헌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또한 기부계획의 공유를 통해서 보다 넓은 기부의 의미를 확인하고 백암복지재단 홈페
이지를 기부나무(기부서약서)를 심을 수 있는 숲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백암장학생은 100% 전원 기부나무심기에 동참하고 매년 300여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계획을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지원 사업
❍ 백암복지재단 주거지원 (백암장학관)
백암복지재단은 서울로 진학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수학(修學)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3년 백암장학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학교 밀집 지역 또는 교통
편의지역에 각각 위치하여 학생들에게 통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북한 이탈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암장학관은 1인 1실 장학관으로 입사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입니다. 사실(私室) 내 개인 화장
실 및 샤워실,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주방시설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6개 대학, 14명의 학생들에게 주거지원 사업의 시작으로, 장학관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장학관 확대를

통해 2020년에는 16개 대학, 38명의 장학생 입소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41명의 장학생들이 거주할 장학관
이 신축 건물로 준비되어 장안동, 영등포동에서 백암장학관 주거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백암장학관은 주거 제공뿐 아니라 입사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 프로그램(드림코칭)을 통해 주거지원을
넘어 정서적, 학습적 지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위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위기 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통해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장애 아동 스포츠 지원 사업‘드림스케이팅’
수원시 서광학교와 연계하여 장애 아동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 및 대외활동을 통해 비장애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윤선화 선수 : 2016년 스페셜 올림픽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 획득
* 김승미 선수 : 2017년 스페셜 올림픽 1,000M 금메달, 500M 은메달,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픽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
2019년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500M 은메달, 1,000M동메달 획득
* 박은영 선수 : 2019년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1,000M 금메달, 500M 동메달 획득

□ 교육사업
❍ 공간공유 프로젝트‘마을톡(TALK)’
백암복지재단은 교육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성취하는 평생교육의 장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톡에서의 배움이 개인의 고정적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에게 이를 나누고 가르쳐줄 수 있는 배움 공유 창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공간공유가 지식과 경험의 공유로
까지 확대됨으로써 공동체성 형성, 지역사회 발전,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 대한민국 유일의 청소년 미술관‘미술톡’
백암복지재단은 전시기회를 가지기 힘든 미술 전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미술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전국단위의 청소년 미술
대회의 수상작품들을 선정하여 전시하며, 그 외 특별전과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
를 만들어 가는 친근한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소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시 현황

전 시 명

작품수

전시 기간

후원 업체

제24회 홍재미술대회 수상작
몽골청소년 한글 손글씨 & 그림 특별전

72점
152점

2017.07 ~ 2017.12
2018.01 ~ 2018.04

제25회 홍재미술대회 수상작

48점

2018.07 ~ 2018.08

㈜ 일흥엔터프라이즈
DCT ㈜
SKY 725

제1회 평화통일학생미술대회
제26회 홍재미술대회 수상작
제27회 홍재미술대회 수상작

29점
40점
29점

2018.11 ~ 2019.02
2019.07 ~ 2019.09
2020.12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유비크 코리아
㈜ 유비크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