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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Charity Event 

 

 

Humphreys United Club 험프리스 유나이티드클럽 
The Humphreys United Club is a volunteer-run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EIN: 83-3528057) 
dedicated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n the military 
installation and surrounding communities by bringing our members together through charitable works, 
projects, and social activities. The members of the HUC give generously of their time to further these 
purposes, allowing us to award educational scholarships, community grants, and support Korean welfare 
organizations each year. 
 

험프리스 유나이티드클럽은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501(c)(3) 비영리 단체로 자선사업 (EIN: 83-3538057), 

프로젝트, 사회활동 등을 통해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군 시설과 주변 지역사회에 삶의 질 향상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UC 회원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 매년 교육 장학금, 지역사회 

지원금, 한국 복지 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n the 2021-2022 club year, the Humphreys United Club: 
● Had 270 members. 
● Volunteered over 15,000 hours in the community on and off the installation. 
● Awarded over $31,941 in community assistance grants to local organizations both on and off post. 

Organizations have included scouts, schools, quarantine support, and many more. 
● Provided non-monetary donations to support 11 Korean Social Welfare agencies' efforts to 

improve the service recipients' quality of life, while increasing our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 Awarded over $50,000 in educational scholarships to graduating high school students and 
continuing education students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2021-2022년 클럽 해에 험프리스 유나이티드클럽은: 

● 270명이었어요. 

● 시설 안팎에서 15,000시간 넘게 자원봉사를 했어요. 

● 지역 단체들에 31,941달러 이상의 지역사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단체들은 스카우트, 학교, 

검역 지원,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11개 사회복지기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기부금을 제공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생과 5년 연속 지속 교육 학생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교육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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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Charity Event 연레 자선 행사 
The Annual Charity Event (ACE) will take place Saturday, April 15, 2023 at the Morning Calm Conference 
Center, Camp Humphreys. This is the biggest fundraising event of the year for Humphreys United Club. 
Each year, members of the Camp Humphreys community participate in this evening gala, featuring a live 
and silent auction, dinner, and live entertainment. Funds raised go toward our Welfare Fund and are 
returned to the community through grants and scholarships. Please consider supporting our efforts to 
raise funds in support of the community through a donation. 
 

연례 자선 행사는 2023 월 4일15일 토요일 캠프 험프리스의 아침 고요 회의 센터에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험프리스 유나이티드클럽의 올해 가장 큰 모금 행사입니다. 매년 캠프 험프리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라이브와 무언의 경매, 저녁 식사,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특징으로 하는 이 저녁 갈라에 

참여합니다. 모금된 기금은 우리의 복지 기금으로 쓰이고 보조금과 장학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됩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How to get involved 관여하는 방법 
We look forward to your support and appreciate any donation you provide.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Jana Thompson, Annual Charity Event Chair at annualcharityevent@humphreysunited.org or 010-
4308-6617. 
 

우리는 당신의 지원을 기대하고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annualcharityevent@humphreysunited.org 또는 010-4308-6617로 연례 자선 행사 의장인 자나 톰슨으로 연락 

주십시오. 
 

Silent and Live Auction 입찰식와 라이브 경매 
We are in need of great items for our silent and live auctions and opportunity drawings. We would 
appreciate your donation before Saturday, March 25 2023, so that we can ensure proper recognition of 
your support. Please contact us to arrange for pick up or delivery of donated items. Please note that your 
donations will be used for the silent or live auctions, or for opportunity drawings, and at the discretion of 
the HUC, may be combined with other items. 
 

우리는 입찰식 경매와 기회 래플을 위한 멋진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성원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3 월 3월 25 이십오요일전까지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 물품을 픽업하거나 배송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세요. 귀하의 기부금은 입찰식 경매 또는 라이브 경매에 쓰이거나 기회 래플에 

사용되며 HUC의 재량에 따라 다른 물품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Financial Contributions 기부금 
The success of our event depends on generous contributions from supporters like you. You can promote 
your business while making a difference in the community!  
 

우리 행사의 성공은 당신들과 같은 후원자들의 후한 기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면서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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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Benefits 혜택  
Benefits Include 

혜택 
Diamond 
Supporter 

Platinum 
Supporter 

Gold 
Supporter 

Silver 
Supporter 

Bronze 
Supporter 

Friend of 
HUC 

Two tickets to the event** 

이벤트 티켓 2장 제공하기** ✔      

Display table at event** 

이벤트에 표를 표시하기** ✔      

Your vertical banner displayed 
at the event  

이벤트에 세로 배너를 표시하기 
✔ ✔     

Verbal recognition from podium 
during event 

이벤트에 서포터 리스트 

발표하기 

✔ ✔ ✔    

Name recognition on website 

웹사이트에서 서포터 리스트 

발표하기 
✔ ✔ ✔ ✔   

Acknowledgement on social 
media 

SNS에서 서포터 리스트 

발표하기 

All social 
media ✔ ✔ ✔ ✔  

Name recognition on event 
program 

이벤트 프로그램에 서포터 

리스트 발표하기 

✔ ✔ ✔ ✔ ✔ ✔ 

Name recognition on post-event 
thank you email to members 

감사 이메일 받기 
✔ ✔ ✔ ✔ ✔ ✔ 

Donation / 기부금 
(USD or Won Equivalent) 

$3,000 $1,500 $1,000 $500 $250 $100 

** The ability of Humphreys United Club to provide a Diamond Sponsor with event tickets is contingent upon current and applicable Covid restrictions.  
** 다이아몬드 스폰서에게 이벤트 티켓을 제공하는 험프리스 유나이티드클럽의 능력은 현재 및 적용 가능한 코로나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In-Kind Donations will be recognized at the above levels, based on value. In addition, all donations will be acknowledged on silent 
auction bid sheet or opportunity drawing description. 
현물 기부는 가치에 따라 위의 수준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모든 기부금은 입찰식 경매 입찰서 또는 기회 래플 설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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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like to support the Camp Humphreys military community and commit to: 

!"#$%&$'&"($)*$+,-.$//01$234$56$78$09:;2<
❑ Diamond Supporter!!!!!!!!!!!!!!!!!!!!!!!!!!"#$%%%!
&'()*!+,-!!!

❑ Platinum Supporter !!!!!!!!!!!!!!!!!!!!!!!!!!!".$/%%!
0123!+,-!!!!!!!

❑ Gold Supporter   !!!!!!!!!!!!!!!!!!!!!!!!!!!!!!!!".$%%%!
4!+,-!!!!!!!!!!!!!!!!!!!

❑ Silver Supporter!!!!!!!!!!!!!!!!!!!!!!!!!!!!!!!!!!!!"/%%!

5!+,-!!!!!!!!!!!!!!!!!!!!!!!!
❑ Bronze Supporter!!!!!!!!!!!!!!!!!!!!!!!!!!!!!!!!!!!"6/%!
7!+,-!!!!!!!!!!!!!!!!!!!!!!!

❑ Friend of HUC !!!!!!!!!!!!!!!!!!!!!!!!!!!!!!!!!!!!!!!!".%%!
78!9:!+,-

❑ ;<=>?!@AB!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In-Kind Donation for Auction or Opportunity Drawing (please provide a description below):

=>$?#$@A$BC8$DE$FG$@HIJB$KL$M+NO$

PQRSTUV$WTRX$A*LO$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Exactly as you wish it to appear in publicity materials) 

PQUZT[Z$WTRX\]^Z_X$`ab$cd\e`O$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Phone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confirm your support, 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return it to: 

지원을 확인하려면 이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반송하십시오. 
Email: annualcharityevent@humphreysunited.org  

Value of Item(s) 품목비의 가치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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