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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my name is [ ______ ], and I am a Champion for Children volunteer 
supporting UNICEF’s Change for Good® program on American Airlines.  
UNICEF has saved more lives than any 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  
in the world.  

The concept is easy: Donations of cash or leftover currency from your travels 
can create a better world for children. You can help UNICEF provide 
immunizations, nutrition, education and more to save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children.

●  $1 could provide 60 days of safe water for a child.

●  5 could provide a malnourished child with therapeutic food for 4 days.

●   $10 could vaccinate 70 children and prevent life-threatening disease such  
as Polio.

In a moment, I will walk through the cabin with a UNICEF collection pouch  
to accept any currency or amount. No donation is too small. 

[Champions: Add on for Video-Equipped Aircraft] 
Please direct your attention to a brief video highlighting American Airlines’ 
partnership with UNICEF and the tremendous work they are doing in over  
19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nk You.

How to collect and deposit inflight  
Change for Good® donations

●   Read the passenger announcement (PA) card 
(if you can’t, have someone read it for you)

●   Play the inflight UNICEF video (on video-
equipped aircraft). Then walk through the aisle 
and collect with the UNICEF collection pouch  
you picked up at your Crew Service Center.

●   Using the Buddy Witness System, deposit the 
sealed pouches in the designated Change for 
Good safes. 

●   Champions for Children can collect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including Canada, Mexico, 
and the Caribbean (SJU, USVI) — plus Hawaii. 

●   Visit unicefusa.org/champions for updated 
program information. Join the FB group “UNICEF 
Champions for Children” at facebook.com/
championsforchildren. Let others know they 
also can find out more information on Jetnet.

Change for Good®

English

http://unicefusa.org/champions
http://facebook.com/championsforchildren
http://facebook.com/championsfor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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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 ______ ] 입니다. 저는 아메리칸항공에서 후원하는 유니세프 사랑의 
동전 모으기(Change for Good) 프로그램의 어린이 자원봉사자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의 어느 인도주의 단체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후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현금이나 여행에서 쓰고 남으신 돈을 기부하시면 어린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니세프를 후원하여 예방 접종, 영양 식품,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1달러가 있으면 한 어린이에게 60일 동안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5달러가 있으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4일 동안 치료용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0달러가 있으면 70명의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고 소아마비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유니세프 모금 파우치와 함께 기내 모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돈이든, 
액수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모두 소중합니다.

[Champions: Add on for Video-Equipped Aircraft]
저희가 준비한 간략한 영상에서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맺은 아메리칸항공과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니세프의 활약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