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부자 정보 (Personal Information - Please use capital letters)       

이름 (Name): 성별 (Sex):   남 (M),   여 (F)

주민등록번호 (ID No): E-mail:

주소 (Postal Address): (Zip Code:      -      )

휴대폰 (Mobile Phone No): 자택전화 (Home Phone No):

관계 (Relationship to TTGST):  ☐동문 (Alumni)  ☐교수/직원 (Faculty/Staff)  □재학생 (Student)      

        ☐학생가족 (Family of Student or Staff) ☐기타 (Other) (                        )

익명 기부 (Privacy): ☐ 익명 기부를 원하시면 박스에 V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heck if you do not want your gift/pledge to be publicly recognized.

 2.기부 신청 (일시납부 또는 분납약정중 택1)
    (Gift/Pledge Type and Amount: You may choose one or both.)

☐
일시

납부

One-

 Time

 Gift

      

일시납부:_______________________원
 (Amount)

납부예정일 (Date)

 : _______년(YY)____월(MM)____일(DD)

☐
분납

약정

Monthly

Pledge

약정구좌 (Number of Accounts Per Month)

       예) 1구좌당 5,000원 (₩ 5,000 Per 1 Account)     

 : _______구좌 (Account(s)) 
약정기간 (Duration): 

 ☐1년 (1 Year) ☐____년 (Years)
 ☐평생 (Life Time)   ☐기타 (Other):____

납부방법 (Payment Methods)

 1) 방문 납부

   본교 2층 사무처 (02-570-7373)

   또는 발전기획팀 (02-570-7348)

 2) 무통장 입금

   농협 368-01-025425

   (예금주: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상기 번호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1) Pay at TTGST

 

 2) Electronic Transfer (Account Holder: TTGST)

   NongHyup 368-01-025425  

  *Please call (02-570-7348) or e-mail

   (fund@ttgst.ac.kr) after sending your

   gift so that we may verify receipt.

시작날짜 (Starting Date)

 : _______년(YY)______월(MM)부터 

자동이체일 (Automatic Withdrawal Date) 

 : 매달 ☐15일(15th) ☐30일(30th)

자동이체계좌(본인계좌) 
 (Automatic Withdrawal Account)
  
 1)은행명 (Bank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계좌번호 (Account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기부 용도 (Gift/ Pledge Usage Designation)

 ☐건축기금 (Building)  ☐장학기금 (Scholarship)  ☐연구기금 (Research)  ☐도서기금 (Library Books)

 ☐기타 지정 기금 (Others):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위와 같이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I pledge the above gift for the development of TTGST.

약정일 (Date): _______년(YY) _____월(MM) _____일(DD)

      약정자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Signature)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Gift & Pledge Form)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현재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출연에 따른 실제 본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All gifts to TTGST are tax-deductible to the extent allowed by Korea Income Tax Laws.)

* 문의연락처(Contact)/ Tel: 02-570-7348, E-mail: fund@ttgst.ac.kr, Fax: 02-570-7379, 

                      발전기획팀 사무실(본교 2층) (Development Office- 2F in TTG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