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리더십학교후원회원으로

정중히초대합니다.

한국리더십학교는예수님의리더십을가르치고사회지도자를양성해서하나님

나라를이땅에구현하며통일시대를준비하는교육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여러분의후원에힘입어전원장학생으로선발되며,탁월한크리스찬

강사진의강의, 해외필드스터디그리고다양한리더십훈련으로하나님이쓰시

는크리스챤사회지도자로훈련받습니다. 성경속의모세,다윗,다니엘,느헤

미야,에스더처럼하나님의나라에 쓰임받는사회지도자로성장할것입니다.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크리스찬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선교

에 동참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며, 한국리더십학교는 후원자님의 가정과

일터와사역을위해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로 배상

(사)리더쉽코리아 후원회장 겸 명예교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Since 2001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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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전화 l 02-929-6898               홈페이지 l  www.klschool.co.kr          이메일 l klsoffice01@gmail.com

주소 l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종암동) 307호 (우)02841          카카오톡 ㅣ ‘한국리더십학교‘ 검색하여 친구 추가



한국리더십학교
□ 5만 □ 3만원 □ 2만원 □ 1만원
□ 기타 (                                       원) 총 후원회비

(                 )원사회리더십센터
□ 5만 □ 3만원 □ 2만원 □ 1만원
□ 기타 (                                       원)

<후원자정보>

성명 (남/여)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 기부금영수증발급을 원하실 경우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입

주소

<자동이체정보>

예금주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이체일 □ 5일 □ 10일 □ 20일 □ 25일
*법인일 경우 사업자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휴대전화계좌불가(고유계좌 사용가능)

<예금주와 후원자가 다를 경우>

예금주와 후원자와의 관계 □ 부 □ 모 □ 배우자 □ 기타 (                    )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 서명 (서명)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후원등록 완료 후 문자 안내드립니다.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후원활동을 위한 회원관리 미 행정처리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서명정보
*단, 14세 미만후원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정보
(후원자와의관계, 성명, 연락처, 서명정보)

▪ 후원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

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 단 타 법령의 구제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동안은
보유

□ 동의

후원금 결제 및 후원회원 서비스 제공에 관
한 계약

후원금액, 이체일자, 서명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와 후원자가 다를 경우(예금주와 후원자와
의 관계,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 서명)

위탁업체 제공에 대한 동의
▪ 자동이체서비스제공 및 출금동의확인
▪ 출금이체신규등록 및 사실통지
▪ 세액공제확인

성명, 연락처,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동이체정보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원신청 및 후원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선택]  후원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전체 동의

목적 항목 동의항목

새로운 후원 안내를 위한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후원기간 종료시 또는 제공동의철회 시 까지 □ 휴대전화 □ 이메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만 14세 미만 후원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성명 (서명)

법정대리인연락처 후원자와의관계

후원참여방법 ①신청서 작성 ② 휴대폰으로 촬영 ③ 폰으로 사진 전송(010-6799-8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