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요청

북한 어린이 볼웃음 프로젝트

고려인 회복 프로젝트

북한 어린이 한 명에게 빵과 두유를

한글 교육으로 민족의 언어를 찾아주며,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려인 사회의 건강한

한 달 동안(25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에
미소를 다시 찾게 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훈련을 통해
성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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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다음세대를 기억하며
사랑을 전하는 생명선

테바 공동체는

비영리단체로서 한민족(북한, 고려인, 조선족)을 돕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지역의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며 자립하도록 도와 새로운 공동체(New
community)를 이루도록 합니다.

테바가 하는 일

1

북한 회복
프로젝트

2

고려인 회복
프로젝트

3
New Korea Movement

비전트립

다른 사람의 삶에 햇볕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햇빛이 비친다.
Those who bring sunshine to the lives of others
cannot keep it from themselves.
(Sir James M. Barrie 제임스 M. 배리 경)

북한회복
프로젝트

북한 아동지원 사업

아동 급식지원(빵, 두유)

아동 생활지원(학용품, 의류, 의약품)
지역 탁아소 및 유치원 운영
지역 어린이 진료소 운영

고려인회복
프로젝트

교육 지원
한글학교

문화학교 개설 운영
청소년 장학지원

Global

Leadership

사회 재활지원
리더십 훈련

복지 지원

가정 생활지원

지역 개발 사업

의료지원

지역 농촌인프라 구축

노인 급식지원(FOOD BANK)

지역 공동 식수 개발
지역 농축산업 개발

농어촌 물류 유통업 개발

농기구 임대 및 정비 수리장 운영

통일비전트립

New Korea Movement (VISION TRIP)

: 러시아 연해주지역, 조중러 국경지역 고려인 정착촌 탐방.

독립운동사와 고려인의 이주와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바로 보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바 후원신청서

작성후 휴대폰으로 촬영

010-4860-2149 또는 카카오톡 ID : tebahngo 전송

북한 어린이 볼웃음 프로젝트(월 1만원) ... (
고려인 회복 프로젝트(월 2만원) ... (
지역 개발 후원 ....... 후원금액

후원자 정보
성명
주소

1만원

(남/여) 휴대전화

자동이체신청

)명

계좌번호

부

모

)명

2만원

e-mail
이체일

예금주 성명
은행명

예금주와 후원자가 다를 경우
예금주와 후원자의 관계
예금주 연락처

3만원

기타 (

)만원

생년월일

5일

10일

예금주 생년월일

20일

25일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배우자

월

일

동의함

성명

(인)

만 14세 미만 후원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예금주 서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후원자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