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재단 긴급 교부금은 전 세계 라이온스 클럽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긴급 구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각한 비와 유사한 자연 재해로 발생한 극심한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 태풍, 우기, 얼음 폭풍, 산불, 홍수 구호를 위한 기금으로 라이온스 지구는 최대
10,000달러를 긴급 교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교부금 지원서에 나열된 다음 기준과 함께 지원자는 다음 지침을 따라 기금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입니까?
긴급 교부금 기금은 재해 이후 피해자에게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만 사용되며, 집이나
건물 재건축, 세대 및 개인 소지품 교체 등 장기적인 요구사항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재단 표준
교부금은 중요한 지역사회 시설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교부금은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필요사항을 해결합니다.

• 음식

• 생수병

• 의류

• 담요

• 의약품 및 의료장비

• 청소 도구

• 화장실 용품

요구사항 결정
라이온스는 기금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장 긴급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라이온스 구호품을 구매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할 때 가장 감사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주리주 조플린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후 라이온스는 한 거주지에서 토네이도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매일 120회의 추가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온스는
긴급 교부금 기금을 사용하여 회원을 식료품 구입할 때 데려가 엄청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하고
정확한 물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이온스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여 집을 잃은 사람들과 자원
봉사 구호 작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캔 식품을 먹은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역사회 회원들은 따뜻한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라이온스가 지역사회에서 현장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협력
라이온스는 적십자 등 파트너 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힘을 합치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긴급 교부금 기금은 다른 쪽을 통해 사용할 수 없으며 라이온스는 기금을 직접 활용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국제재단은 기금의 적절한 사용 및 즉각적인 필요사항 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전화 (630) 203-3819 또는 lcifemergencygrants@lionsclub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재단
신청자를 위한 긴급 교부금 지침서

LCIF47A KO 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