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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백암재단 사업소개

후원안내

•후원계좌 정보

  ·기업은행  111-093861-01-097  사회복지법인 백암복지재단

•후원 안내

  ·지 정 후 원    마을톡(TALK), 장학관, 학비지원, 문화사업 등 

지정된 목적에 사용합니다.

  ·비지정후원    여러분들의 기부금을 재단에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소득공제 안내

  · 백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하신 금액은 다음해 1월 15일 이후, 

국세청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백암은 산 위의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거칠고 모

난 돌(원석)이, 산 아래로 굴러굴러 강을 거쳐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매끄럽고 단단하며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백암

재단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어, 마침내 이 세상

을 밝게 빛나게 하는 인재가 될 것이라는 백암재단의 염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암의 의미

•  타인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한다.

•  누구나 꿈을 실현하도록 기본적인 보장을 받고,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한 세상을 만든다.

•  앞 세대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평화롭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비전

수원에서 문구백화점 홍문사를 창업하신 문구유통업

계의 원로 故이홍종 사장님께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백암복지재단」은 문구업계 최초의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

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건전한 문화공동

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

(우) 1626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57 (팔달로 3가)

Tel . 031-355-1666, 031-251-1667

FAX. 031-251-6627

홈페이지 www.baek-a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baekam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 마을톡

• 마을에 배움과 공간을 나누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

마을톡(TALK)사업

• 나눔&배움 장학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
하여 훗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제도

• 문구&문화발전 장학

문구백화점 홍문사를 창업하신 문구유통업계의 원로 
故이홍종 이사장님께서, 문구업계 종사자와 그 자녀들
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만든 문구업계 
최초의 장학제도

• 사회복지리더 장학

봉사 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

• 지구촌 하나 장학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나,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장학제도

학비지원사업

• 지구촌 청소년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韓)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
키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지구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사랑 & 한글문화 사업

• 기부서약 나무심기 & 열매 맺기 사업 

청소년들이 직접 기부나무심기(기부서약서 작성) 및 
기부열매 맺기(기부서약 실천)에 스스로 동참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확산해 가는 사업

• 미술톡(TALK)사업 

미술톡은 전시기회를 가지기 힘든 미술 전공 청소년들
에게 무상으로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전시·감상·소통하는 문화사업

문화사업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 장학관 사업

장학관은 서울로 진학한 대학(원)생들에게 1인 1실 원룸
을 무상 지원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
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 장애아동 스포츠 지원사업

장애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활동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 극복의 의지를 심어주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청소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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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톡 모임공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마을 공동체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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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돕고,

1인 1실 주거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을톡에서 할 수 있는 일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소재의 국한됨이 없이 무궁무진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나면 나누고 베풀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호회·비영리단체 등 모임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 2015년 8월 ) 경제적 효과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2015년 1월 )

지식의 성장 타임리치 / Time Rich

도움을 받은 만큼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요.

새 학기 경제적인 압박감이

우리에겐 없어요.

24시간은 동일하지만

시간의 질이

달라요.

성적 향상의 기대감이

성취감으로 변해요.

•대학생   월세보증금 평균 1,418만원 

월 임대료 평균 42만원

•  백암재단 장학관 장학생 

월 임대료 0원 

(1년간 원룸 전액 무상 지원)

백암재단 장학생 1일

평균 108분의 통학시간을

절약해서 자신만을 위한 여유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잠도 자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습니다.

백암재단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1년간 성장한 모습입니다.

장학관 사업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백암재단의

무상

주거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터전

T   Teaching (가르침, 알려줌)

A   Achieving (성취, 달성)

L   Learning (배움, 학습)

K   Knowledge (지식, 정보)

등록금, 월세와 생활비의 경제적 압박감...

2~3시간의 통학시간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만났으면....

학점을 잘 받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청년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같이 모여서 재미난 일들을 해볼까?

무엇인가 더 배워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마을은 지금!

마을톡 무상 공간을 통해
부담 없이 마을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지식나눔을 통해
더 행복해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요

2014년 12월 개관 이후, 2016년 8월까지 총 1,850개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약 1만명의 마을 주민들이 백암재단 마을톡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한 무상 공간 제공

청년들의 창업 혹은 창작활동을 위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창업과 창작활동에 집중하도록 하

였습니다.

04

지식을 나누는 강사양성과정 모임

마을 주민들에게 글쓰기 및 종이접기 

강사 양성과정을 제공하여, 양성된 마을 

강사들이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나눔을 하였습니다.

01

마을 대학생들의 지식나눔 교과목 캠프

백암재단의 장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마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영어, 역사 

교과목 지식 나눔을 하였습니다.

02

다양한 모임을 위한 공간 공유

마을 주민들이 흥미에 따라 꽃꽂이·미

술·독서·어학 등 각종 모임을 만들었

고, 이를 통해 다양한 마을 공동체가 만

들어졌습니다.

05

마을이 멘토다!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진학 멘토링

을, 직장인 및 사업가들은 대학생들에

게 취업과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여

마을 전체가 멘토가 되었습니다.

03

3.57 점

3.88 점

•입소 전 •입소 후  

4.5 점 만점

■1인 년 평균 학점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중 대학생 1인

26.19 h

•백암재단 장학관 장학생 1인

56.62 h

■년 평균 자원봉사활동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