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당당하고 세련된 여성 교육을 지향하며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의미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미래에 투자해 주세요.
잘 길러내어 큰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FUEL
THE DREAMS
WITH EWHA

2017~2020년 발전기금 사용 내역
2017년
장학금 21명에게 총 96,881,680원 지급
동아리 지원 1,418,520원
사회통합대상자 소규모테마교육여행비 지원 20,710,200원
2018년
장학금 23명에게 총 88,019,220원 지급
통학버스 운행 지원 3,589,200원
동창회 교육환경개선 목적 기부 3,353,000원
사회통합대상자 소규모테마교육여행비 지원 8,748,000원
2019년

1886년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이 세워진 곳에
1992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가 새로 태어나
여성 리더 육성의 산실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교장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꿈을 키워가는
이화외고가 따듯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장학금 21명에게 총 96,633,500원 지급
통학버스 운행 지원 1,400,000원
사회통합대상자 소규모테마교육여행비 지원 15,029,900원
교실 무선청소기 구입 3,560,000원
2020년
장학금 51명에게 총 112,290,000원 지급
통학버스 운행 지원 1,988,000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 규정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가. 10만원 이상 : 이화사랑 열쇠고리 증정, 감사편지 발송,
기부자 명부 영구 보존
나. 50만원 이상 : 가+차량용 학교 주말 주차 1년 스티커
증정
다. 100만원 이상 : 가+나+교내 기부자 명단에 명패 부착
라. 500만원 이상 : 가+나+다+감사패 증정, 본인 명의 장학금
1년 지급
마. 1,000만원 이상 : 가+나+다+라+각종 행사에 VIP로 초대
바. 5,000만원 이상 : 가+나+다+라+마+특정 공간에 성명
각인 동판 부착 혹은 본인 명의 장학금
10년 지급
사. 1억 이상 : 가+나+다+라+마+특정 공간에 성명 각인
동판 부착, 본인 명의 장학금 영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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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기부(약정)자의 기부금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수집 및 이용합니다.

☎

기부 용도

계좌이체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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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1.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위하여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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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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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주민번호 기재)

□ 15일 □ 25일 □ 30일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2.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옆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발전기금 모금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명)

당부하고 싶은
말씀
약정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혹은 회송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4길 30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Tel_(02)2176-1992 Fax_(02)2176-1993 E-mail_ewhaadminhs@sen.go.kr
약정서 다운로드 : http://ewha-gfh.hs.kr
※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3.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1.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 정보를 보유합니다.
4.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1.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기부(약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인재 육성에
공감을 보여주세요
Ewha girl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5.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기부(약정)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약정)자의 기부사실에 대하여는 발전기금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기부(약정)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7.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기부(약정)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료를
행정실에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및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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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연락처
담당부서 : 행정실 / 연락처_(02)2176-1992 / E-mail_ewhaadminhs@sen.go.kr

발전기금 문의처 (02)2176-1992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4길 30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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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성 인재의 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