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예술 재단
범세계적인 비영리 기관으로서 우리에 관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자원 봉사자가 당신의 의문에 답해
드리거나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링크에
서

우리의 사명
전 세께의 병원 및 요양소에 계시는 모든 분께 그림을 통하여 위안과 희망을 드림
우리의 희망
환자, 자원자와 함께 그림을 그려 병원 및 요양소에 치유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
달성 목표
지구상의 모든 병원 및 요양소에 단 하나만의 그림이라도 공여하는 것!
그림축제를 통하여 각종 단체들은 화사한 그림을 그리면서 회원간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한
펀 지역봉사공헌도 한몫 하게 됩니다.
우리 작업실에서 고안한 그림은 여섯개의 캔바스에 밑그림을 그려 완성된 조각들을 한데 모
으면 하나의 벽화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각 캔바스는 색갈 코드가 되어있어서 어린아이 부
터 노인 신체장애자, 병상의 환자 모두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전혀 없어도 문제
가 없습니다. 완성 된 그림은 분위기가 좋은 색상과 상쾌한 디자인이 기본입니다.
병원재단측의 최종점검후에 세계 각국의 의료시설, 지역봉사기관에 기증되어 거기 수용된
모든 분들의 나날을 즐겁게 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고장에서 지역 병원, 요양소, 클리닉, 양노원이나 학교등을 위하여 그림축제를
개최한다는 상상을 해 보십시요.
친지 가족 단위로 한 세트흫 통한 작은 그림축제를, 또는 대 규모의 그림축제를 통하여 회가
사원 간 유대강화를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세트는 캔바스를 비롯하여 물감(무독성 환
경친화) 붓 기타 도구가 고루 갖춰 있습니다. 상자의 부피는 46 cm x 61 cm x 18 cm이고 무
게는 약 4 Kg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 많은 병원에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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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우편, e-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저희 병원예
술재단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름):
(성):
(e-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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