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 PRIDE CLUB 회원 예우
고대 사랑을 전하는

의미있는 방법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후원자 성함 네이밍

•회원가입 패키지 증정 

•고려대 소식안내 및 행사초청 

•KU PRIDE CLUB 라운지 이용 

•월 1회 서울캠퍼스 주말주차권 발급

|  고려대학교 기부금 후원계좌  |

하나은행 33-1905-1905-1905  (예금주 : 고려대학교)

H. give.korea.ac.kr   E. kupride@korea.ac.kr   T. 02-3290-1243

KU PRIDE CLUB

카톡 검색창  →  ‘KUPC’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매월 1만원 이상 정기기부로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고려대학교가 키워내는 미래 창의인재의 꿈을 

KU PRIDE CLUB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고마운 기부에 초대합니다

고대사랑 정기기부
PRIDE of KU, LOVE for KU

KU PRIDE CLUB



※   KU PRIDE CLUB에 기부한 모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기부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금 수납, 기부자 예우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서명, 주소, 교우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 (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목적으로 주민등록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208조의 3 등에 의거함)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서명)

성      명
생년
월일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할 경우 주민번호 필수 기재

후원액
 매월                                             원 (자동이체)

* 최소금액 1만원

자동이체
정보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E-mail :                          @

영수증
받을 주소

가입자
구분

 교우          학부모          교직원           일반           고대사랑기업

                     년 입학                                       대학                                                 학과 (과정)      

* 본인 교우정보 또는 학부모의 경우 자녀 (성명 :                                                         ) 정보

가입권유자 특기사항

고대사랑 정기기부 KU PRIDE CLUB 신청서

작성한 신청서를 휴대폰 카메라 촬영 후,

1666-3403 (문자수신전용)으로 전송하면 신청완료 

“고대인의 마음을 모아, 미래 인재의 자부심으로”
고대사랑 정기기부
KU PRIDE CLUB

KUPC 마음든든아침

KUPC 장학금

KUPC 글로벌장학금

KU PRIDE CLUB은

고려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십시일반 모여

미래를  꿈꾸는 고려대 학생들에게

기회와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천원’으로 고대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

도움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제공

교환학생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