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시민들의 아름다운

지구공동체를 위한 꿈을 후원하세요!

개인후원 
아름답 고 평화로운 지구를 위해 사랑을 실천합니다.

지구사랑가정 후원
지금, 여기, 나, 우리 가족부터 지구사랑을 실천합니다.

지구사랑사업장 후원
지구시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우리 사업장과 마을을 위한 지구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홍익의 마음을 나누는 지구시민입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1-388313

예금주 지구시민연합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11
전화  041-567-6242   팩스  041-565-6242
이메일  1dollar@iearthcitizen.org
홈페이지 www.earthact.org

지정기부금 단체 기획재정부 공고제 2021-217호

이 리플렛은 친환경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봐주시고, 버리실 때는 분리수거를 부탁드립니다.

WELFARE  NETWORK
VOLUNTEER WORK  HONG IK  PEACE   

GLOBAL CITIZENSHIP  HOLY HUMAN  MAGO        
      SHARING                           NATURE              
   ECO  WAVE                          EDUCATION       

             HEALTH                            CHANGE                   
LOVE EARTH                  ICARE2020    

               ENVIRONMENT  EARTH MANAGEMENT
LOVE HUMAN  WORLD  EARTHCITIZEN

        HOPE  HAPPINESS  ACTION

지구
Earth Citizen Organization

지구시민연합

지구환경개선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개선활동, 내 고장 환경지킴이 

                        및 국제NGO환경캠페인 활동

희망나눔실천 -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다양한 나눔사업

지구시민교육 - 뇌교육기반 지구(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의식,태도,공감교육 

                        지구시민리더 및 활동가 교육

문화·행사  -  시민주도·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구시민 주요활동

해안정화활동

장학지원

지구시민청소년봉사단

지구시민진로체험

쓰레기 만들지 않는 삶
환경캠페인

지구시민마을학교

스윔픽

지구시민 페스티벌

나눔실천

재능기부

우리마을 
환경정화



지구시민연합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약정서

 유형 :     개인      가정      사업장                 

* 후원인명 :       * 대표자명 :           사업장 후원인명과 다를 경우

* 주민번호 앞 6자리 : * 사업장명 :                      사업장 후원일 경우

* 휴대폰 :
※ 가입 확인, 연말소득공제, 활동소식 등을 위해 문자 수신을 추천드리며, 

원하지 않으실 경우, 최초 가입 확인 문자 수신 후 수신거부 가능합니다. 

E-mail (이메일 소식    수신    수신안함) :               

주  소 (우편물    수신    수신안함) :

* 소개인 : * 소개인 휴대폰 : 

후원자 정보 (* 필수) 기부금 영수증

정기후원 정보 (* 필수)

* 예금주 :         후원인과 정보가 다를 경우 * 후원자와의 관계 [                                 ]

* 주민번호 앞 6자리 :                                                                        
  ※후원인과 정보가 다를 경우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번호를 적어주세요.

* 계좌번호 : * 출금은행 :

* 월회비 출금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 월회비 약정액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기타 (                          ) 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13자리)

일시불 후원

■ 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지구시민연합은 회원가입(후원회원 및 사이트회원), 후원금출금, 고객상담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정보의 이용, 보유기간은
간은 회원자격 소멸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귀하는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서비스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지구시민연합은 후원내역 입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 
니다. 정보의 이용, 보유기간, 동의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은 위 (1)항과 같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지구시민연합은 회원가입안내, 후원금출금, 문자발송, 이메일전송 등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
보를 금융결제원, (주)브레인월드코리아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의 이용, 보유기간, 동의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은 위 (1)항과 같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을 약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동의합니다. 

(회원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후원자 성명 :  (인)(서명필수)

 법정 대리인 :  (인)(서명필수)

(후원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성명 :

 

(인)(서명필수)                                 

후원금액 :  

입 금 처 : 우리은행 1005-801-388313 지구시민연합

▶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은 꼭 ‘예’에 체크 후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의 법적근거)

▶   지구시민연합에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이 되지 않습 
니다.

▶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출금계좌 기준으로 발급되며,지구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연락처 :                                   (필수)

 가입구분 :   신규    변경

Earth Citizen Organization’s Introduction

지구시민연합 소개

지구시민이란? :  지구평화의 중심가치를

‘지구’와 ‘인간’에 두고 지구와 인간에게

이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구시민운동이란? : 지구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힐링라이프 (Healing Life) 를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지구시민연합 : 전세계 지구시민들과 함께

지구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연합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지구시민 청년 동아리 지지배

지구를 지키기위한 배움이 있는 곳의 줄임말로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인 청년 동아리입니다. 유튜브,페북를 통해 

청년들의 재기발랄한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 그린다이버 동아리  BOE 

바다의 숨결(the Breath Of Earth)이란 뜻을 가지고 

제주바다에서 "지구를위한 의미있는 수영-스윔픽" 활동을 펼치며, 

"쓰레기 만들지 않는 삶"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구시민연합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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