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기금 (APCF)

Support Our Asi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with a 

DONOR-ADVISED FUND 
in 3 Easy Steps 

아래의 간단한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부자 기금으로  
아시아와 우리들의 태평양 섬 공동체 시민들을 지원합니다. 

1. Donations 기부를 통한 절세
Make an irrevocable tax-deductible donation to
APCF. (Minimum contribution of $1,000)
APCF 에  반환 불가한 세금 공제 대상의
기부금을 기부한다.  ($1,000 이상)

2. Grow Your Contributions Tax-Free
세금 면제 헤택 받으며 기부금을 늘린다
Invest your contributions in our mutual fund,
CD, or money market accounts.
뮤추얼 펀드, CD, 또는 머니 마켓에 투자하여
기부금을 늘린다.

3. Grant Making
무상 지원금 지급
Recommend grants to any 501(c)(3) not-for-profit
organization of your choice.
자신이지원하고 싶은 501(c)(3) 비영리 단체를 선정한다.

*Restrictions may apply. DAFs $1M and over are fully customizable. Admin fees apply.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1 백만불 이상의 기부금은 모든 특별 설정 가능함. 구좌 관리비 적용됨.

Cash and/or Securities 
현금 또는 증권 

 



Founded in 1990, the Asian Pacific Community Fund is a 501(c)(3) not for profit organization.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기금 (APCF)은 1990 년에 501(c)(3)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음. 

The Asian Pacific Community Fund is the only community based fund of its kind  
providing a wide array of services to meet donor priorities and community needs.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기금 (APCF)은 여러가지 서비스로 기부자 우선적인 목적 달성하고,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단위의 자금임. 

www.apcf.org 
1145 Wilshire Blvd, Suite 105, Los Angeles, CA 90017

黃群雁 이나정 
 Chun-Yen Chen, Executive Director  Christine Najung Lee, Development Manager 
 chunyen@apcf.org | (626)231-1612  clee@apcf.org | (213)6246-6400 ext.4 

The Asian Pacific Community Fund does not offer tax or legal advice.  Please consult a CPA or attorney regarding your specific tax situation.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자금은 세금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No Waiting for Status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Higher Tax Deduction 
60% vs. 30% of Annual Gross 
Income 

더 높은 세금 공제 
연수입의 60% 대 30% 

"Tax Free" Investment Options 

“세금 면제” 투자 방법들 

No Annual Distribution Requirement 

매년 기부금을  배부해야할  의무 없음 

Giving Made Easy to Any Qualifying 
Organizations and Causes Including 

Nonprofit Service Groups 
School Foundations  
Scholarship Programs 
Churches and More 

해당 단체에 특별목적기금으로 기부하기 용이함 
비영리 단체 

학교 재단 

장학금 

교회 등등 

Unlike a Traditional Private Family Foundation
Creating Your Legacy via a 

"Donor-Advised Fund" Can Be Easy and Simple

"Donor-Advised Fund (기부자 선정 기금)"을  
통하여서 쉽고 간단하게 가족 자선 재단을 설립하여 

당신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