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lation for Online Offering 
 
Step one: choose your donation type 

첫번째 단계: 헌금유형을 선택하십시오 

 
From the donation page, start by choosing your payment type in the top-left corner: 
one-time or recurring. If recurring, you’ll have the option of setting the frequency and 
start date of your donation. 

헌금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서 헌금유형을 일회 또는 반복 중 선택하여 시작하십시오.  반복을 

선택하였을 경우, 얼마나 자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하는 지에 대하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Step two: Choose your Payment method 

두번째 단계: 결제방법을 선택하십시오. 

 
Choose your donation method: Check/ACH, or Credit/Debit Card. ATM (PIN-only) 
cards can not be used. You’ll enter your payment information lower on the screen. 

헌금을 위한 결제 방법을 수표/자동결제 또는 신용/직불 카드 중 선택하십시오. ATM (PIN 전용)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Step three: enter your donation 

세번째 단계: 헌금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Choose the fund you’d like to give to in the dropdown and enter the donation amount. 

드롭다운 메뉴에서 헌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선택하고 입력하십시오. 

 
You can give to multiple funds in a single donation by pressing the “Add a fund” 
button, and remove an additional fund by pressing the corresponding X symbol. 

“Fund 추가”를 눌러 단일 헌금을 여러 Fund 에 나누어 헌금 할 수 있으며, Fund 선택을 취소할 경우 

해당되는 X 기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Step four: Enter your Payment & Contact information 

네번째 단계: 결제 및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Finally, enter in the required payment and contact information below. If you’re logged 
into your GivingFire account, you won’t need to enter in your contact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아래에 필요한 지불 및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GivingFire 계정으로 로그인 한 

경우, 연락처 정보를 입력 할 필요가 없습니다. 

 
If everything looks right, press “Donate” to make the donation. If there are any issues 
or typos, the page will ask for a correction. Otherwise, the donation will be made and 
you’ll receive an email receipt in your inbox. 



모든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으면 “헌금하기”를 눌러 헌금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나 

오타가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이 완료되고 

헌금 영수증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