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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주의상 후보자 지명 신청서 
 
 

도움말 페이지 
 

2021년 HNF 인도주의상 후보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시기 전에 이 페이지의 유용한 정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a. 자주 묻는 질문 

Preguntas Frecuentes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Perguntas Frequent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1b. 본 신청서의 번역본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나, 이 신청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Spanish: Para leer esta revisión en 
español, haga clic aquí. Spanish Link 

Russian: Нажмите здесь, чтобы прочитать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по-
русски. Russian Link 

Portuguese: Para ler este resumo em 
Português, clique aqui. Portuguese Link 

Korean: 이 내용을 한국어로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Korean 
Link 

 

 
 

1c.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의 HNF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태지역: Eva Lin 
evali@herablife.com 

브라질: Isadora De Carvalho Ferreira Krauel 
isadorad@herbalife.com 

유럽: Kim Taylor 
kimberlyt@herbalife.com 

멕시코: Alma Andrea Olalde 
almao@herbalife.com 

북아메리카: Lizette Mendoza 
lizetteme@herbalife.com 

남아메리카 & 중아메리카: Natalia Angrisani 
nataliaan@herbalife.com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FAQ-KO.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FAQ-SP.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FAQ-RU.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FAQ-PO.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FAQ-EN.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reference_app-SP.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reference_app-RU.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reference_app-PO.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reference_app-KO.pdf
http://www.herbalifenutritionfoundation.org/wp-content/uploads/Humanitarian_2021_reference_app-KO.pdf
mailto:evali@herablife.com
mailto:nataliaan@herb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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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안내 
 

2a. 글로벌 인도주의상 자격요건 
Herbalife Nutrition Foundation은 재단의 미션을 잘 실행하고, 탁월한 참여와 헌신을 통해 삶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독립 멤버를 선정하여 글로벌 인도주의상을 수여합니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재단 이사회는 각 지역당 한 명의 지역 인도주의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Global Humanitarian Award 수상자는 지역 인도주의자상 수상자 중에서 선정되며 2021 Herbalife 
Honors에서 레커니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인도주의상 수상자에게는 수상자가 선택한 

자선 단체에 HNF가 미화 $2,000 달러를 대신 기부해 드리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글로벌 
인도주의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의 이름으로  원하는 자선 단체에 미화 $10,000 달러를 기부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b. 자격 조건: 
꾸준히 선행과 자원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해당 지역사회, 국가 및 /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모든 대통령 팀 및 백만장 자 7,500 명의 
팀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c. 추천: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재단 인도주의 상 위원회는 본 상에 대한 후보를 모집 및 추천받고 있습니다. 

본 상은 매년 진행되는 상이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다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d. 추천 방법: 
추천서에는 후보자가 이 상 수상자로 적합한 이유와 HNF가 후보 평가 시, 고려하는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후보자 및 추천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시상 전 2년의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e. 평가 기준: 
A. 자선 활동에 대한 경력 
B. 지역사회 리더십 
C. 개인적 자원 봉사 활동 
D. HNF지원 활동 
E. 주변에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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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a. 후보자 정보 

다음의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독립멤버를 2021년 인도주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이름 
 

* 성 
 

회원 번호 
 

 팀레벨 
 

* 전화번호 
국가 코드를 기재해 주십시오. 

 

* 이메일 
 

* 지역 
 

* 거주 국가 
 

 

 

3b. 추천인 정보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귀하의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 이름 
 

* 성 
 

회원 번호 
 

팀레벨 
 

* 전화번호 
국가 코드를 기재해 주십시오. 

 

* 이메일 
 

 

 

주의사항: 후보자와 추천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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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성명 
 

추천 후보자가 HNF의 2021년 인도주의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영문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4a. 사회공헌 활동  
후보자가 타인들 혹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기부금을 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 4b. 지역사회 리더십  

후보자가 리더의 역량을 갖고 한 자선 단체를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 4c. 개인적 자원봉사  
후보자가 다음 내용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1) 현지 카사에서 자원봉사 
활동, (2) 기타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 (3) 자신의 고객들 혹은  다운라인이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마련 

 

 

* 4d. 지지활동  

후보자가 자신의 트레이닝, 회의, 프레젠데이션에서 HNF를 알리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 4e. 영감  

후보자가 귀하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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