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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챕터 소개 

공군협회는 항공우주 전력과 공군 가족의 복무 전, 중, 후를 대표하는 목소리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유일한 비영리 전문 군 단체로서 현역, 예비역, 방위, 민간인, 퇴역군인, 
참전용사, 방산 협력사와 그들의 가족을 비롯한 모든 공군인을 대변합니다. 저희는 지지와 
소통, 전문적 발전을 통해 공동체의 힘을 추구합니다. 

● 공군협회 조직: 공군협회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핵심 국방주제
를 국가, 지방, 지역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군성 장관, 공군 참모총장,공군주
임원사,  공군 주방위군 국장, 공군 예비군 장관님들의 최고 수준의 지지가 이목표를 가
능케 합니다. 국내 200개 이상 챕터가 선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국민들에게 공
군의 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 위치한국제본부에서 공군협회의 
일꾼들은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에서 항공교육계획 및지원사업 등을 의회 의원들과 협
의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 공군협회 강령: 저희의 임무는 미 공군의 주도권을 강인한 국방을 확립하며, 공군인과
공군의 역사의 명예를 빛내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우리들은:

o 최고의 항공우주전력과 우월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 미국의 국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공공에 교육합니다.

o 항공우주 전력과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교육을 지지합니다.
o 공군 가족을 지원하며 항공우주 교육을 촉진합니다.

● 공군협회의 비전: 우리는 우월한 전문 군대와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 교육 협회가 되어
하늘, 우주, 사이버 공간을 주도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미국 공군의 모든 군인들 뿐아니
라 정상급의 항공우주 교육에 지원할 것입니다.

● 챕터 강령: 공군협회의 임무 - 믹 앨리 챕터 #560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수많은 항공기
술의 발전과 앞으로 있을 발전으로 야기되는 국방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통합하여구성
원과 국민에게 그러한 기술이 자유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또 인간의 이익을 위해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교육하며 미국과 우방의 군사적 대비를 지원 및 변호하고미국과 자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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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믹 앨리 챕터 #506 지도부 

● 2019년 2월부터 2019년 7월 행정 위원회

챕터 국장 오스틴 후드
부국장 줄리엣 하워드
비서 카일 에머릭
총무 리차드 블러젯
항공우주교육 부국장 코리 대니얼스
공군인 & 가족 프로그램 부국장 폴 올모스
수상 & 표창 부국장 크리스티 커시
통신 부국장 래리 애덤스
커뮤니티 파트너십 부국장 공석

정부 관계 부국장 공석

지도부 개발 부국장 공석

멤버십 부국장 안젤라 김
참전 군인 사무 부국장 공석

미국 – 수석 고문 제레미 니켈
한국 – 수석 고문 공석

●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행정 위원회

챕터 국장 오스틴 후드
부국장 사뮤엘 윌하이트
비서 제시카 토마시
총무 카일 에머릭
항공우주교육 부국장 애런 레이나
공군인 & 가족 프로그램 부국장 아만다 월러
수상 & 표창 부국장 라이언 시블리
통신 부국장 패트릭 화이트
커뮤니티 파트너십 부국장 썬 이 

정부 관계 부국장 시에라 라몬-체사렉 
지도부 개발 부국장 아예샤 브룩스
멤버십 부국장 리처드 게티스
참전 군인 사무 부국장 니노 세라노
미국 – 수석 고문 제레미 니켈
한국 – 수석 고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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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스폰서 및 커뮤니티 파트너 

다이아몬드 파트너 

손 경식
CJ그룹 회장 

플래티넘 파트너 

신 박제
AMS 회장 

전 순표
CESCO 회장 

이대봉

참빛 원주 도시가스 회장

윤 윤수

FILA 글로벌 회장 

허 동수
GS 칼텍스 코리아 회장 

양 규모
KPX 문화재단의 KPX 회장 

K  박 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 승훈

리인터내셔널 법률사그룹 

구자열

LS 그룹 회장

김 윤

삼양그룹 회장/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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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파트너 

제임스 신과 지나 박
놀부 항아리갈비 요식업 

브론즈  파트너 

이 미영

송즈 액자와 기념동전 

장 대환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

홍 성표
아주대학교 교수

커뮤니티 파트너 

한영

건설

한 기완
한영건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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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활동 계획 

다음의 재정 / 활동 계획은 내년 2020의 예산을 추산한 것을 포함합니다. 추산된 비용은 
비슷하거나 같은 이전의 활동에 대한 비용에서 기반하였으며 총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챕터가 행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은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결정되며 행사
와 활동들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군협회 자금원- 믹 앨리 챕터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파트너의 너그러운 지원이 있기에 가
능합니다. 이 단체들과 개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인원들에게 장기간 성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저희는 그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재정 / 활동 계획은 매년 11월에 해당 년도 예산 추산안과 함께 
공군협회에 제출됩니다. 행정 위원회는 사전 통보나 일반 멤버들의 투표 없이 최대 500불의 
행정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멤버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자금은 재정안이 확립되거나 저축되어 챕터의 기부금으로 빠지기 전에는
다음 해의 활동에 사용됩니다. 

● 예상 이익 및 손실 모델: 아래의 예상 이익 및 손실표는 연간 활동에 발생한 월별 예상
이익과 비용을 추산합니다.

● 비용분석표: 아래의 비용분석표는 카테고리별로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행정 비용 (ADM): 챕터의 일간 필요 유지 비용.
o 홍보 (ADV): 공군과 공군협회의 비전을 알리고 지지하는 비용.
o 교육 (EDU): 항공우주 교육 활동 및 장학금 프로그램 관련 비용.
o 지원 (SPT): 공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혹은 챕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관한 비용.

● 월간 추산 재무표: 월별 추산 재무표는 월별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비용을 대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분야를 보여주어 균형잡힌 예산을 잡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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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활동 및 행사 설명 

이 파트에서는 챕터 행사와 활동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한 비용 분석과 예상 행사 및 활동 날짜
와함께 보여줍니다. 날짜는 예상 날짜이며 비용은 추산된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언제든지 변경
될 수있습니다.

행정 비용 및 물품

설명: 일간 챕터의 유지 활동을 하는 데에 관련된 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 웹 호스팅 및 도메인 
명칭 서비스는 3년 약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비용: 
항목 수량 개당비용합산 비용
명함 30 $45 $1,350 
보통책임보험 1 $2,500 $2,500 
번역 서비스(단어 당) 15,000 $.06 $900 
웹 호스팅 및 도메인 이름 서비스 1 $300 $0 
구글 드라이브 100GB 저장공간 연간 비용 1 $22 $22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요금 15 $90 $1,350 
퀵북 온라인 서비스 12 $31 $372 
메일침프 마케팅 서비스 12 $45 $540 
총 비용 $6,122 

FY20 행정 소비 계획: 
항목 구입 일자
번역 서비스 20년 1월 15일 
구글 드라이브 저장공간 연간 비용 20년 1월 15일 
새 위원회 명함 20년 1월 23일 
새 위원회 명함 20년 7월 23일 
일반책임보험 20년 8월 1일 
웹 호스팅 및 도메인 이름 서비스 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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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시상식 오찬

설명: 항공우주 시상식 오찬은 미그 앨리 챕터에서 CyberPatriot 과 StellarXplorers 팀의 대회 참가 
중 노고에 감사하고 최우수 멤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오찬 중 챕터의 올해의 
선생님 상 수상자 또한 발표합니다. 챕터의 올해의 선생님 상은 주 수준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행사 날짜: 20년 5월 23일 (예상) 
행사 장소: 오산 장교 클럽 

비용:  * 장학금은 CyberPatriot 과 StellarXplorers 모두 5인 팀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 인원/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장학금 - 1위 5 $300 $1,500 
장학금 - 2위 5 $200 $1,000 
장학금 - 3위 5 $100 $500 
상장 40 $10 $400 
배너 2 $50 $100 
공군협회 폼 보드 연단 로고 1 $20 $20 
행사 식사와 음료 50 $30 $1,500 
총 비용 $5,020 

FY20 행정 구매 일정: 
항목 구매 날짜
상장 20년 4월 
배너 20년 4월 
공군협회 폼 보드 연단 로고 20년 4월 
행사 식사와 음료 20년 5월 
장학금 - 1위 20년 5월 
장학금 - 2위 20년 5월 
장학금 - 3위 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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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협회 컨벤션 & 항공, 우주 & 사이버 컨퍼런스 

설명: 공군협회의 연간 컨벤션은 국내와 국외의 공군협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여 협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공, 우주 & 사이버 컨퍼런스는 
12,000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3일 동안 알찬 강연과 149개 이상의 전시 부스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지출:  * 호텔과 인당경비는 일일 비용입니다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계약금 1 $150 $150 
시상식 석찬 1 $125 $125 
비행기표 1 $1,500 $1,500 
호텔 7 $225 $1,575 
공항까지 버스표 2 $12 $24 
식사 & 기타 비용 7 $76 $532 
총 비용 $3,906 

FY20 컨벤션 & 컨퍼런스 일정: 
행사 행사 날짜
컨벤션 20년 9월 14-15일 
항공, 우주 & 사이버 컨퍼런스  20년 9월 16-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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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협회 기부자 석식만찬

설명: 1년에 한 번 미그 앨리 챕터는 기부자 석식만찬을 주최하여 지난 한 해의 성취물을 보여 
드리고 내년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기부자 석식만찬은 저희 챕터가 커뮤니티 파트너분들의 너
그러운 지원을 감사하며 잠재 기부자분들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날짜: 20년 12월 7일 
행사 위치: 그랜드 힐튼 서울 

지출:  *귀빈 호텔 및 일일 비용은 일일 기준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귀빈 비행기표 1 $1,500 $1,500 
귀빈 호텔 4 $230 $920 
귀빈 식사 & 기타 비용 4 $136 $544 
기부자 시상 15 $125 $1,875 
기부자 증서 15 $10 $150 
배너 2 $50 $100 
연간 활동 계획 브리핑 안내서 30 $27 $810 
음식 및 음료 30 $80 $2,400 
총 비용 $8,299 

FY20 기부자 석식만찬 구매 일정: 
항목 구매 날짜
초빙 연설가 예약 20년 10월 1일 
기부자 시상 20년 10월 1일 
연간 활동 계획 브리핑 안내서 20년 11월 1일 
기부자 증서 20년 11월 1일 
배너 20년 11월 1일 
음식 및 음료 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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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협회 핏센바저상 & 장학금 

설명: 공군협회 핏젠발거 상은 미 공군 현역 중 선택된 최우수 공군 대학교(CCAF) 졸업 예정자 
중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400$의 보조금과 무료 공군 협회 멤버십을 제공
합니다. 보조금은 봄과 가을에 주최되는 CCAF 졸업 행사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대형 모형 수표 2 $15 $30 
초기 멤버십 2 $20 $40 
핏젠 발거 장학금 2 $400 $800 
총 비용 $870 

FY20 공군 대학교 졸업 일정: 
오산 & 군산 공군 대학교 졸업 

학기 졸업 날짜
2020년 봄 20년 4월 
2020년 가을 20년 10월 

Spring 2019

Fall 2018 Fal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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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창립일 무도회 

설명: 공군 창립일 무도회 : 9월 18일은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에 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공
군을 독립 신설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공군인, 친우, 동업자들, 주최국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역사의 중요한 날인 공군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행사 날짜: 20년 9월 19일 (예정)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기부자 무료티켓 30 $50 $1,500 
공군 창립일 무도회 기부금 1 $1,000 $1,000 
총 비용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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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전투  심포지움

설명: 공군협회의 공군전투 심포지움은 항공우주와 방산계의 주요 행사로써 공군 장교, 현역 병
사, 민간인, 전역자, 참전 영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포지움은 공군의 최고 지도부, 산업 종사
자, 학자, 정부 의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늘과 미래의 공군에게 있을 도전과 문제에 대해 토
의합니다. 

행사 날짜: 20년 2월 26-28일 
행사 장소: 플로리다 올랜도 로젠 싱글 크리크 호텔 

지출:  * 호텔, 렌트카 및 일일 비용은 일일 기준입니다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비행기표 1 $1,500 $1,500 
호텔 6 $153 $918 
렌트카 6 $30 $180 
공항까지 버스표 2 $12 $24 
식사 & 기타 비용 6 $66 $396 
총 비용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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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인과 가족 프로그램

설명: 핵심 배우자 프로그램, 파병 프로그램, 지역 공군인과 소통 및 가족 대비 센터, 회복 
트레이닝, 군 배우자 외교관 네트워크 등등의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이 프로그램은 참전 
군인들이 공군에서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활동 및 직업 목표를 이루는 데에 지원해
줍니다. 

지출: 
항목 수랑 개별비용합산 비용
전환 GPS 24 $100 $0 
배우자 감사 석찬 1 $500 $500 
올해의 기부자 상 1 $500 $500 
공군협회 케이팝 콘서트 2 $1,000 $2,000 
복학 행사 1 $500 $500 
총 비용 $3,500 

FY20 공군인 & 가족 프로그램 행사 일정: 
행사 위치 행사 날짜
전환 GPS 오산 & 군산 매월

배우자 감사 석식만찬 오산 20년 3월 
올해의 기부자 상 오산 20년 3월 
공군협회 케이팝 콘서트 #1 오산 20년 3월 
공군협회 케이팝 콘서트 #2 군산 20년 8월 
복학 행사 오산 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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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인 리더십 학교 레비타우상& 장학금 

설명: 공군인 리더십학교에서 시상하는 최고의 상이며 가장 훌륭한 리더십 및 학문적 자질을 
갖춘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레비타우상 후보는 성적과 과제 수행 능력 및 전우와 조교가 부여한 
점수에 기반하여 선정됩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레비타우상 물품 7 $105 $735 
대형 모형 수표 7 $15 $105 
초기 멤버십 7 $20 $140 
레비타우 장학금 7 $500 $3,500 
총 비용 $4,480 

FY20 공군인 리더십 학교 강의 일정: 
오산 공군인 리더십 학교

강의 번호 시작 날짜 졸업 날짜
20-B 20년 1월 14일 20년 2월 27일 
20-C 20년 3월 2일 20년 4월 2일 
20-D 20년 4월 13일 20년 3월 14일 
20-E 20년 8월 13일 20년 9월 17일 
21-A 20년 10월 2일 20년 11월 7일 

군산 공군인 리더십 학교
강의 번호 시작 날짜 졸업 날짜
20-B 20년 6월 4일 20년 6월 9일 
21-A 20년 11월 14일 20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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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연간 시상식 프로그램

설명: 학문과 전문적 성장, 공동체에 헌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 일관적인 
우수함을 보인 분들입니다. 수상자들은 그룹별, 비행단별, 특별한 공군 장군별로 선정되며, 제 
7공군, 51비행단과 8비행단에서 최고의 장교, 현역 및 민간인 인력 중에서 선정합니다. 저희가 
이연간 시상식을 지지하는 것은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연간 시상식 기부금 3 $500 $1,500 
총 비용 $1,500 

FY20 연간 시상식 일정: 
부대 행사 날짜
제 51 비행단 20년 2월 
제 8 비행단 20년 2월 
제 7공군 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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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홍보 프로그램

설명: 이 프로그램들은 항공 우주 및 STEM교육이나 우월한 항공 우주 전력과 기술적으로 우월한 
인력이 미국의 국방에 미치는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 및 프로그램입니다. 에어쇼, 기술 
엑스포 및 축제가 공동체 홍보 프로그램의 주된 예시입니다. 프로그램과 보조금은 교육 기관과 
단체가 오래된 기술을 새로이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항공 우주 및 STEM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알리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기술 엑스포 4 $500 $0 
접대 천막, 안내 부스 2 $100 $200 
공군력의 날 1 $10,000 $0 
기술 보조금 1 $5,000 $0 
총 비용 $100 

FY20 공동체 홍보 프로그램 행사 일정: 
행사 위치 행사 날짜
자유 축제 오산 20년 6월 4일 
한미 문화 친교 축제 송탄 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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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캠프

설명: 사이버캠프는 일상 생활에 관련 있으며 적용 가능한 사이버 보안 원칙을 재밌게 직접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사이버캠프에서 학생들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배우며 개인 
장치와 정보를 외부 위협에서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표준 공군협회 사이버캠프에서는 초급 
학생들에게 기초를 가르치고 고급 공군협회 사이버캠프에서는 이미 사이버캠프나 CyberPatriot 
팀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 * 장학금은 5인 1조 기준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사이버캠프 가입비 2 $1,150 $2,300 
증서 30 $2 $60 
멘토 폴로 셔츠 15 $25 $375 
총 비용 $2,735 

FY20 사이버캠프 일정: 
강의 위치 시작 날짜 완료 날짜
표준 오산 20년 6월 15일 20년 6월 19일 
고급 오산 20년 6월 22일 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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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ATRIOT XII 

설명: 국가 청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은 공군협회(AFA)에서 만들어졌으며 K-12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중요한 사이버 보안 및 기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분야의 
진로를 추구하게끔 영감을 줍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팀 가입비 2 $205 $410 
팀 & 멘토 폴로 셔츠 50 $25 $1,250 
총 비용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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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장학금

설명: 장학금은 공군 협회 멤버들이 공군 가족의 교육적 노력을 지원하고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장학금은 재사용 불가능한 1년 보조금으로서,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대형 모형 수표 10 $15 $150 
장학금 10 $500 $5,000 
총 비용 $5,150 

FY20 장학금 일정: 
학기 신청 기간 수상 날짜
20년 가을 20년 4월 1-30일 20년 5월 15일 
21년 봄 20년 11월 1-30일 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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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토너먼트

설명: 긴장을 풀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서 챕터가 장학금, 멤버십 보상, 공동체 홍보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모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토너먼트는 4인 베스트 볼 
샷건 스타트 룰로 진행됩니다. 가입비에는 조식, 중식, 카트 렌탈 비용이 포함됩니다. 참가자 
개개인은 골프 비용 및 클럽하우스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각자 지불해야 합니다. 트로피는 1, 2, 
3등 팀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긴 드라이브 및 홀컵에 제일 가깝게 친 선수는 드라이버나 퍼터와 
같은 상품과 트로피를 받습니다. 

지출:  * 수량은 한 행사 기준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상품 2 $500 $1,000 
조식 72 $5 $360 
중식 72 $30 $2,160 
카트 렌탈 비용 72 $12 $864 
트로피 14 $80 $1,120 
홀 스폰서 사인 2 $30 $60 
기타 1 $50 $50 
총 비용 $5,614 
모든 행사 총 비용 $11,228 

수익: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가입비 72 $40 $2,880 
조식 스폰서 1 $360 $360 
중식 스폰서 1 $2,160 $2,160 
치터 팩 10 $5 $50 
홀 스폰서 2 $500 $1,000 
총 수익 $6,450 
모든 행사 총 수익 $12,900 

FY20 골프 토너먼트 수익: 
학기 위치 행사 날짜
20년 봄 오산 20년 4월 
20년 가을 군산 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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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KSTEP) 

설명: 학생들에게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비행 시뮬레이션 컴퓨터 게임을 통해 
궤도역학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강좌는 어린이들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분야에 
재미와 흥미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StellarXplorers를 향한 발판이 되어 줍니다. 

지출: *양은 한 행사 당 수량을 의미하며 장학금은 5인 팀 기준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증서 30 $2 $60 
멘토 폴로 셔츠 15 $25 $375 
총 비용 $435 
모든 행사 총 비용 $870 

FY20 KSTEP 일정: 
위치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오산 20년 7월 6일 20년 7월 10일 
동탄 20년 7월 13일 20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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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드라이브, 회의, 수집품 

설명: 멤버십 드라이브는 새 직원들과 교류하고 홍보용 수집품을 판매하는 등 챕터의 확장과 
홍보에 유용합니다. 일반 멤버십 회의는 이전 달의 성과, 앞으로의 행사를 토의하고 현재 챕터에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을 멤버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최됩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챕터 코인 100 $4 $400 
챕터 폴로 셔츠 40 $25 $1,000 
챕터 스웩 - 펜 50 $2 $100 
챕터 스웩 - 스트레스 볼 50 $1 $50 
챕터 스웩 - 스포츠 물병 50 $3 $150 
챕터 팸플릿 200 $0.75 $150 
회의 음식 및 음료 12 $200 $2,400 
총 비용 $4,250 

FY20 멤버십 드라이브 및 회의 구매 일정: 
항목 구매 날짜
챕터 코인 Jan 20 
챕터 스웩 Jan 20 
챕터 팸플릿 Jan 20 
챕터 폴로 셔츠 Feb 20 

FY20 멤버십 드라이브 및 회의 일정: 
오산 공군기지

행사 행사 날짜
일반 멤버십 회의 매 달 셋째 목요일
신입 정보 공유회 매 달 셋째 수요일
공군 리더십 학교 사립기관 브리핑 공군 리더십 학교 클래스 일정

참고

군산 공군기지
행사 행사 날짜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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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행사

설명: 한국의 군 관계자들이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만나 소통함은 물론 두 국가와 
공동체 간에 더 나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출: * 호텔은  일별 지출입니다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초빙 연설자 선물 1 $80 $80 
초빙 연설자 호텔 1 $225 $225 
배너 2 $30 $60 
1시간 주차권 30 $8 $240 
행사 음식 및 음료 50 $80 $4,000 
총 비용 $4,605 
모든 행사의 총 비용 $9,210 

FY20 네트워킹 야간 행사 일정: 
오산 공군기지

행사 장소 행사 날짜
TBD TBD 
TBD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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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XPLORERS VII 

설명: 고등학생들이 시스템 개발 및  우주선/화물의 모든 측면에 초점을 둔 우주 체계 설계 
대회에 나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진로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갖게 해 줍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팀 가입 비용 2 $200 $400 
팀 & 멘토 폴로 셔츠 30 $25 $750 
총 비용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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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군인 프로그램

설명: 참전 군인 프로그램, 기념 행사, 연간 미국 및 대한민국 군인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군대 축제에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지출: 
항목 수량 개별비용합산 비용
수립 예정 0 $0 $0 
총 비용 $0 

FY20 참전 군인 프로그램 일정: 
장소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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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 레벨 

챕터 스폰서십을 통해 미그 앨리 챕터가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멤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킹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폰서 $8,000+  
9,60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2개 ($90)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 궁군 창립일 무도회 무료 티켓 2장 ($100)

● 무료 골프 가입 4회 및 골프 비용 ($560) 

플래티넘 스폰서 $4,000+ 
4,80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2개 ($90)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 공군 창립일 무도회 무료 티켓 2장 ($100)

● 무료 골프 가입 4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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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스폰서 $3,000+ 
3,60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2개 ($90)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 공군 창립일 무도회 무료 티켓 2장 ($100)

● 무료 골프 가입 2회 ($80) 

실버 스폰서 $2,000+ 
2,40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2개 ($90)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 공군 창립일 무도회  무료 티켓 2장 ($100) 

브론즈 스폰서 $1,000+ 
1,20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1개 ($45)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 공군 창립일 무도회 무료 티켓 1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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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파트너 II $500+ 
60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2개 ($90)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커뮤니티 파트너 I $300+ 
360,000₩+ 

혜택: 
● 커뮤니티 파트너 멤버십 1개 ($45)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행사 초대

● 공군협회 믹 앨리 챕터 커뮤니티 파트너로서의 명예

o 웹사이트, 뉴스레터 및 챕터 배너에 로고 표시

● 공군협회 행사 및 활동에 스폰서가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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