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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명

(남/여)

World =

The world as one~!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

주소
기부금 영수증 ■ 신청 신청 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기입요망.(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신청안함

국내/해외 원하시는 정기후원에 체크해 주세요.
■ 국내사업

(사)유니월드

■ 교육지원사업

■ 1만원 ■ 3만원

■ 가족복지사업

■ 5만원 ■ 기타(

원)

Vision 비전
“소외된 지구촌 이웃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Oneness)되는 공동체”
Mission 미션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합니다.

■ 전체사업
■ 해외사업

Core value 핵심가치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 해외아동결연사업

■ 1만원 ■ 3만원

■ 자립지원사업

■ 5만원 ■ 기타(

원)

■ 전체사업

매달 1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면 국내외의 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결연 가족이 되어주세요.

성장 함께하는 이들의 역량을 높이고, 도움을 받은
이가 다시 선행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와 신청자의 관계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변화 현장의 필요에 대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의 마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본인 □가족 □기타(

개발도상국 아동과 1:1결연을 맺고 매월 3만원을 후원하시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니월드의 기업파트너가 되어주세요.

협력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가치실현에 앞장섭니다.

)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기업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후원하시면 저소득 · 취약계층의 교육, 보건
위생사업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월 /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년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동의 시 체크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출금 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의 시 체크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되며 유니월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마지막 기부 시점 이후 5년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Contact us.
(사)유니월드 02. 3665. 6785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02. 3665. 2370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3길 65, 비전센터 6층(등촌동)

www.uniworld.or.kr

가양대교

유효기간

유니월드
강서구청 사거리

CMS 자동이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후원하기 클릭 ▶ 내용작성 ▶ 신청완료
후원신청서 작성 ▶ 촬영 후 문자 발송 (법인: 010-7907-2370)
무통장입금(후원계좌)

유니월드 홈페이지 QR

(사)유니월드 하나은행 396-890015-30604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하나은행 239-910033-88904

유니월드 는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키움공동체’

2004년, '가족사랑운동본부'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시작으로
국내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던 중 2013년 사단법인 ‘유니월드’로 단체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유니월드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나눔공동체’

사단법인 ‘유니월드인터내셔날’을 새롭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가족상담 등

국제문화교류사업

초등돌봄교실 운영

문화교류의 장을 통해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사)유니월드 와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은
공동의 미션 아래 장기간 축적해 온 사업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각 사업현장에 대해 특화된 차별성을
가지고 지구촌이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기술교육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등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직업기술 교육 및 공동 작업장 운영,
낙농교육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가족복지사업
자녀돌봄 공백 및 육아편중에 따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지원으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취업역량강화사업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지원합니다.

학교부적응 자녀로 인한 가족갈등 및 자녀의 학업중단 위기해소를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및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제공 등을
통해 질병예방과 위생환경을 개선합니다.
의료봉사단파견, 의약품지원, 식수위생개선 등

세계주니어미술대전, 태권도, 한국 문화교류 등

긴급구호사업
해외아동결연사업

중등대안학교 운영

보건위생사업

빈곤, 전쟁, 사회적 차별 등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방과후교실 운영(영어, 컴퓨터)

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 등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구호활동을 진행합니다.
인력파견 및 식량, 구호물품, 긴급의료지원 등

상담과 멘토링을 통한 왕따 없는 교실, 학부모캠프와 가정치유 프로그램,
1인1악기 연주를 통한 치유프로그램 등

국내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평생교육원 운영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역량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인생설계,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행복한 지역문화형성을 위하여
전 연령별 평생 교육을 통해 통합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강서교육청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낙후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 및
돌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도서관건립, 아동데이케어센터(자녀교육 및 돌봄)

난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족이라는 따뜻한
둥지 속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지원(학업, 진로교육, 엄마교실 등),
경제적 지원(생필품, 의료비 등),
문화생활 지원(공연 관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