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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장학회 이사장 박호선

목: 대암장학회 장학금 후원 협조 요청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기관)의 사회공헌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중한 나눔정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3. 본 장학회는 대암 이태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 한국과 몽골
의 미래를 위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4.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대상은
A. 한인 동포 자녀
B. 몽골의 의과대학(원) 및 생명공학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5. 본 대암장학회에 여러 한인동포들과 기관 단체들의 뜻 깊은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귀사(기관)에서도 “ 대암장학회” 에 동참하시어 대암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이
어 한인 동포와 몽골 의과대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장학금 기금 조성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첨부 : 대암장학회 개요 및 운영방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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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장학회이사장박호선

설립취지
대암(大岩)장학회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며
몽골 국민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펼쳤던
대암 이태준 열사의 높은 뜻을 받들며,
후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몽골에서 한인사회를 유구히 계승, 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안내
지원자격

몽골의 한인교민 자녀 및 의학 및 생명공학 전공 대학에
재학중인 몽골인 학생

신청방법

학생개별신청

지원금액

추후 공지

구비서류

장학생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재단양식-자료실)
성적증명서, 학적부
학교장, 총(학)장 추천서 등

사후관리

입금 확인 후 홈페이지에 게재, 입금확인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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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인사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암장학회 회원 여러분, 주변의 경제 사정이 녹녹치
않은 상황임에도 기꺼이 회원이 되어 주시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교민,
지상사, 공공기관, 국내외의 단체 및 개인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마교의 영향으로 병이 걸려도 기도나 주문만 외우고
미신적인 치료법만을 알고 있던 몽골인 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펼쳤던
이태준선생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암장악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대암장학회는 후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몽골에서 한인사회를 유
구히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유년기를 몽골에서 보내고 있는
교민 자녀들에게 우선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 필요한 곳에서 의술을 펼치고자 의학
도의 길을 걷는 몽골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에 봉사하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소통을 했던 위대한 군주 칭기즈칸은 이
런 말을 했습니다. “상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고르고 값을 잘 치르는 것처럼 자식을 잘 가르
치고 훈련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암장악회가 계속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몽골 교민 모두가 회원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부모
님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훗날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모두 어른이 되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2세들에게 과거 장학금 수혜자로 노력하였던 부모
님들을 회상하며,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
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들의 후손인 몽골 교민 자녀 모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
암장학회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동안 장학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중열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
지 않게 이사님들과 힘을 모아 훌륭한 장학재단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박호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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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명단
직책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이사장

박호선

제8대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시그마몽골리아 대표

+976-9111-9669
+82-10-3383-2229

baisapark@hanmail.net

상임
이사

임태수

법무법인 LB Partners
변호사

+976-9100-8835
070-7574-8564

imts65@hanmail.net

이사

김태호

석탄공사 몽골 법인장

+976-9199-0421
+82-10-8822-9698

madary63@hanmail.net

이사

국중열

현 몽골한인회장
New Energy Star 대표

+976-9191-7304

kkj8077@naver.com

이사

최효순

Citinet 부사장

+976-8806-8951
+82-10-5267-8951

silimwon@nate.com

이사

채일병

한몽다문화회 회장

+976-9101-9990
+82-10-5019-4533

papa6028@hanmail.net

이사

안상도

몽골미래건설 대표
Hawaii sports Group 회장

+976-9199-0515

ahnsangdo0000@gmail.net

사무
국장

하진교

CJ LOGIX INC 소장

+976-9191-6900

ubmanager@cjlogix.com

감사

박창진

몽골한국신문 대표

+976-9199-3333

ubkoreatimes@hanmail.net

감사

한규봉

GAULI Investment
Securities 대표

+976-9999-1377

bkhan82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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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How to sponsor DAEAM
Scholarship"
- 금액에 관계없이 약정 기탁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 자격은 USD 500$ 이상 기탁 (총회 의결권 행사)
대암 장학회에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기부약정서를 작성 보내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행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대암장학회 이사장

박호선 +976-9111-9669

대암장학회 사무국장 하진교 +976-9191-6900

이메일 : mondaeam@naver.com

§ 후원계좌
Golomt Bank of Mongolia
Account Name: TAESU LIM
Account No: 2725102579
SWIFT Code : GLMTMNUB
www.mongoldaea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