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넓은 포도밭이었던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이곳에 지난 27년간 한 동씩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캠퍼스

15,500여명의 졸업생들과 4,000여명의 재학생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수고를 다한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갈대상자 후원자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동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3)

기부
안내

갈대상자(대학 일반기부금)
한동대학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많은 도전과 변
화를 이겨내며,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후원
과 동역을 요청 드립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한동드림팀(졸업동문 대상)
한동드림팀은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한
동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갈대상자 정기기부 캠페 인입니다. 한동의 
꿈을 위해 월 1만 원씩 기부하며, 기도해 줄 드림팀 동문들을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여호수아 장학금 (목회자 · 선교사 자녀 후원)
한동의 목회자 · 선교사 자녀(전교생 중 800여명, 약 19%, 2018학년도 
기준) 가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이들을 응원하고 중
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학업지원비 (1년 120만원, 월정기 10만원)  | 일반 후원 (월1만원 이상)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만나(재학생 식비 후원)
한동만나는 한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함께 채워,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아너코드
에 따라 이용하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입니다. 1만원을 후원하시면 약 
3끼의 한동만나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 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
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지정기부 : 하나은행 910-910005-32104

한동천사(재학생 대상)
‘한동’의 밝은 미래를 ‘천’원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한동천사는 매월 1천
원 이상 후원하는 재학생 갈대상자 캠페인입니다. 한동천사에 참여함으
로 오늘의 한동과 내일의 한동을 이어가는 한동 사랑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첫 열매 (첫 월급)
첫 열매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 월급입니다. 한동을 졸업
한 선배들이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학교 첫열매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
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
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한동
의 외국인 유학생들,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는 대부분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 생활관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배워
가며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 생활관부터 도서
관, 강의실 등 다양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 기부금 유형

구분 코드 납부구분

법정기부금 10 갈대상자(대학 일반기부금), 한동천사, 한동드림팀,  첫열매, 여호수아장학금, 팀워크, 한동만나, 건축기금, 오병이어,생활관입주보증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40 갈대상자(법인지정), 7000갈대상자(법인지정)

※ 발전기금과 세금     ㅣ 출연하신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ㅣ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232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002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
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 kschin1983@gmail.com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이메일, 기부금액,
기부목적,무통장입금,자동이체(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이체일) 정보
민감정보 출석교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목적으로 수집, 이용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출금이체서비스(금융결제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기부자 예우, 모금통계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고유식별정보 ] 소득세법제160조의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예우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동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에 

갈대상자 후원자님의 동행을 기다립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세속화 되지 않고, 

1995년 개교 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지켜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비전에 동참할 갈대상자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한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그 분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모세의 갈대상자는 조정하는 키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어떤 상황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많은 도전과 변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멀고 긴 항해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기부 약정서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ㅣ전화 054.260.1063 │ 팩스 054.260.1069 │ 
E-mail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위 신청서를 핸드폰 촬영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신번호 010-9260-1063

신규후원

후원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구분                  ☐  일반  ☐  동문 ☐  학부모 ☐  교직원 ☐  교회 ☐  기업 ☐  기타                               

기부 프로그램

☐  갈대상자(대학 일반기부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 학업 만족도를 높이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약정 정보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  정기 자동이체(CMS)
예금주명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일  ☐  10일     ☐  23일

☐  일회 무통장입금                                                원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예금주: 한동대학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