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나기 캠페인

『희망 품은 溫氣 (온기)

           – 따뜻한 기부』
난방비 아끼려고 화롯불 피운 노부부 숨져…(SBS뉴스)

10제곱미터짜리 단칸방은 불에 타 남은 것이 없습니다…(MBC뉴스)

가난할수록 연료비 부담이 크고, 

저소득층은 소득의 18.5%를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에너지 소비 양극화에 따라 이들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부르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난방비를 아끼려다 목숨을 잃은 이웃들의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경남사랑의열매에서는 더 이상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저소득층 동절기 지원을 위해 특별모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행복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기부자님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모금기관’으로 기부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개인은
   과세표준한도 내 전액 소득공제되며, 법인은 이월손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 산입됩니다.

“

”

캠페인 기간   2018. 10. 15 ~ 11. 15 (32일간)

문   의   055-270-6711~6717

참여방법
●  기부신청서 작성   기부신청서 작성 후 경남사랑의열매로 전달해주세요
                             팩스 055-264-6702    메일 gnkbscw@gmail.com

●  기부참여   특별모금 계좌로 기부금을 보내주세요
               경남은행 511-07-02793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지회

●  참여완료   기부신청서 및 기부금 입금이 확인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 부 자
(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법인일 경우) 담당자/연락처

기부금액 원 입금계좌 경남은행 511-07-02793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지회

입금(예정)일 2018 년          월          일  문 의 처 TEL. 055-270-6711~ 6717        
FAX.  055-264-670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e-mail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관련 업무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 

발급, 기부자서비스 등)
5년

(선택) 기부금결제정보
(CMS출금계좌, 카드)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 및 이력 확인, 기부자서비스 등
     기부관련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제원,
이니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 결제

기부금 
결제 

중단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
      이용, 기부금결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1)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발급 5년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 .이용
제공

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국세청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 까지

㈜엠피씨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위탁업체 계약 
종료시 까지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콜센터 상담이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품은 溫氣(온기)-따뜻한 기부』와 
함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희망 품은 溫氣 (온기) – 따뜻한 기부』  기부 신청서

1)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