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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명

라이온스클럽,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들이 인도주의 
봉사사업과 교부금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킨다.

주: 2021년 8월 국제재단 
이사회는 위와 같이 사명의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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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국제재단의 첫 대규모 모금 캠페인인 제1차 시력우선기금 모금 사업 홍보 자료를 
만드는 남편을 도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위대하고 세계적인 단체인 라이온스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싹텄습니다. 동료 라이온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제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두 번째 해를 마무리하며 캠페인100 이라는 재단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은 매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2019년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저는 
임기 내내 전 세계 라이온들을 만나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듯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라이온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일, 즉 봉사에 대한 회복력, 끈기, 창의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방문하며 보았던 봉사사업 중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가?’입니다. 솔직한 대답을 드리자면  

제가 직접 보았던 모든 봉사사업을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모든 봉사사업을 좋아합니다.  

미래를 위해 계획된 모든 봉사사업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봉사사업이 지역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여전히 힙겹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역사회 봉사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LCIF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이겨낼 것이며 세상을 위한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글로벌 재단, LCIF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희망을 전파합니다.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봉사자들에게 
LCIF가 계속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엄청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라이온, 파트너, LCIF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제재단 이사장으로서 2년 간 함께할 영광과 특권을 
부여해 주신 모든 라이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드런 잉바도티어
국제재단 이사장

국제재단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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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프로그램
라이온과 레오는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지평을 넓혀 주는 
것은 LCIF의 다양한 교부금 프로그램입니다. 

소아암 교부금
소아암 교부금은 환자 가족을 위한 대기실의 건축이나 확장, 
진료를 위한 교통편 개선,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사업 등을 통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라이온들의 역량을 높여줍니다.

당뇨 교부금
당뇨 교부금은 당뇨병 캠프 강화, 검진 행사 실시, 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당뇨병 발병을 낮추고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라이온들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재해 교부금
재해 교부금은 자연재해 이재민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라이온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해 
교부금에는 재해 대책 교부금, 긴급자금, 지역사회 복구 
교부금, 주요 재해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은 클럽 및 지구가 기부한 비지정 
기부금의 15%를 현지 봉사사업 지원 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기아 교부금 
기아 교부금은 장비 구입과 운송을 위주로 대규모 기반 시설을 
구축해 학교 무상 급식, 푸드 뱅크, 무료 급식소 및 기타 유사 
시설을 돕는 라이온들의 봉사를 지원합니다. 

레오 봉사 교부금
레오 봉사 교부금은 라이온스 클럽의 어린 인도주의자들이 
계획한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라이온스 퀘스트 교부금
라이온스 퀘스트 교부금을 통해 학교는 라이온스 퀘스트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정서학습을 시작 및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에는 지역사회 파트너십 교부금,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 교부금, 라이온스 퀘스트 홍보 교부금이 
있습니다. 

매칭 교부금
매칭 교부금은 지역사회 내 교육, 기술, 의료 및 기타 삶의 
개선을 위한 주요 장비나 건설을 요하는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력우선 기금
시력우선 기금은 예방 가능한 실명에 맞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며 종합적인 안과 진료 시스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LCIF와 유엔
4월, 라이온들은 유엔과의 파트너십 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두 조직 간의 협력은 라이온스 
창시자 멜빈 존스가 유엔의 비정부기구(NGO) 
헌장 개발을 도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CIF
와 마찬가지로 유엔은 범세계적으로 새롭게 등
장한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은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었습니
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더 살기 좋고 지속 가
능한 미래를 위해 만든 상호 연결된 글로벌 목
표 모음이며 LCIF의 주력사업은 그 정신을 반
영합니다.

두 조직은 40년 이상 매년 UN과 라이온스의 
날에 모여 전 세계 인도주의적 필요의 해결을 
위한 오랜 협력과 공동의 약속을 기념해 
왔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sdgs.un.org에서 확인하세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 종식

기아 해결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행동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정의, 평화, 강력한 제도

지구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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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gs.un.org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2.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3.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4.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5.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6.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7.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8.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9.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0.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1.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2.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3.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4.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5.html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6.html%2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envision2030-goal17.html


재해 구호  
LCIF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향후의 구호 활동 준비를 돕고 
단기 정화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유엔 목표: 기후 행동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5,285,438

.

출처: 스타티스타 www.statista.com/statistics/510959/number-of-natural-
disasters-events-globally/#statisticContainer; 스타티스타 www.statista.com/
statistics/510952/number-of-deaths-from-natural-disasters-globally; 2021년 6월 
30일

2020년 전 세계는 400여 건의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8,100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액은 2,680억불에 
달했습니다. 1968년부터 희망을 전파해 온 LCIF는 1억 
4000만불 이상의 교부금을 지급하여 전 세계 라이온 
주도의 재해 대책 및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재해 구호 활동에 앞장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글로벌 보건 위기는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중미의 일부 주민들에게는 
절반의 고통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11월 초, 4등급 초강력 허리케인 에타가 중미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폭우, 최대 풍속 150마일의 강풍, 심각한 
홍수를 동반한 에타는 1932년 이후 11월에 대서양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에타로 초토화된 지 불과 2주만에 치명적인 
허리케인 이오타가 이 지역을 강타하여 주민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허리케인 에타와 이오타는 
수십억불의 피해를 남기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무게를 
견디면서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어린이와 가족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라이온들은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LCIF는 라이온들과 
함께하며 구호 식품, 물 탱크, 쿡탑, 지붕 덮개, 담요, 청소 용품 
구입을 위한 재해 교부금 8만불을 지원했습니다.

라이온들은 곁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0959/number-of-natural-disasters-events-globally/#statisticContainer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0959/number-of-natural-disasters-events-globally/#statisticContainer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0959/number-of-natural-disasters-events-globally/#statisticContainer


LCIF는 1968년부터 전 세계 인도주의 봉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도움이 절실한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라이온과 
레오의 노력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을 모아 우리는 
희망을 전파합니다. 

어려움을 찾아 해결책을 
제공하다 
최상의 환경이라도 자녀의 진료 예약을 몇 달 동안 기다리는 것은 
초조한 일이며 진료를 견디는 것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걱정은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미국 5개 주에서 활동하는 미네소타 ‘라이온스 어린이 청력 및 
이비인후과 클리닉(LCHC)’은 귀, 코, 목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진단 및 치료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약 10년 전 개원한 이후로 
청력 검사 수요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사는 LCIF와 
라이온들이었습니다. 

라이온들은 LCIF 매칭 교부금 15,980불을 지원받아 청력검사실 
방음 부스와 청력 장비를 기증했습니다. 추가 장비 덕분에 1,000
명을 더 진료할 수 있게 되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팬데믹 기간에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한 의사는 “이 장비를 사용하면 예전 장비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검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검사실을 
옮겨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청각 장치를 확인하고 청력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평가할 기술을 가지면 엄청난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절차가 늘어났는데 더 
효율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
LCIF는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관련 유엔 목표:  인도주의 봉사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엔 목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됩니다.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10,08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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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경우 한 
장소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08 | 희망을 전파하는 LCIF 

청소년  
LCIF는 양질의 교육, 필수 보건 서비스, 
종합적인 사회 활동과 여가 활동의 기회,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 기회를 통해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관련 유엔 목표: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불평등 해소

모든 청소년은 양질의 교육, 의료 서비스, 종합적인 사회 
활동과 여가 활동, 긍정적인 개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LCIF는 50년 이상 이같은 희망을 전파해 
왔으며 그 길의 선두에는 사회정서학습에 기반을 둔 LCIF
의 대표적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인 라이온스 퀘스트가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자를 교육하다 
사회정서적 능력, 지식과 태도는 교실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온스 퀘스트는 전 세계의 
학생들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의 이해와 관리, 목표 설정과 달성, 
공감과 표현, 긍정적인 관계 유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LCIF 최고의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SEL 능력을 개발 및 연습한 교사들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SEL의 중요성을 인식한 캐나다의 
레스브리지 대학 교육학부는 실습 과정을 이수한 대학생 160명 
이상이 라이온스 퀘스트 SEL 자료와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표는 미래 교육자가 새로운 SEL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초등학교 교생 기간 및 그 이후까지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C-2지구 라이온스 
퀘스트 위원장이자 
세션 세미나 강사인 
루시 존슨 라이온은 “
차세대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잘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성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학생들이 그 능력을 개발하게 
만드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라이온스 퀘스트는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학업과 
사회적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데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성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3,80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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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세계보건기구 www.who.int/cancer/childhood-
cancer, 2021년 6월 30일

소아암
LCIF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관련 유엔 목표: 건강과 웰빙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1,846,340
매년 3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라이온들은 부모가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고 어린 환자들이 
건강한 미래를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LCIF는 의료 및 사회봉사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아암 
환자의 기대 수명을 연장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에게 평화와  
놀이를 선사하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소아암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부모와 가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아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힘든 
현실이며, 타이베이 의과대학 병원 암센터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타이베이 및 인근 지역의 
소아암 환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센터는 새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시스템으로 
내부를 채웠지만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는 어린이 환자들이 암을 잊고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LCIF와 라이온들이 나섰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치유해야 
한다고 인식한 라이온들은 LCIF 소아암 교부금 15만불을 
지원받고 현지에서 22만불을 모금하여 타이베이 암센터 신축 
건물 내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놀이터, 독서 
공간,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춘 이 공간은 어린 환자의 상상력과 
기운을 샘솟게 하고 부모와 보호자가 치명적인 병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게 해줍니다.

새로운 시설에는 
어린이 환자들이 암을 
잊고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LCIF와 라이온들이 
나섰습니다.



1990년부터 LCIF의 시력우선 프로그램은 3억7200만 
불의 교부금을 지급하여 세상이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희망을 전파하는 LCIF는 그 동안 쌓아 온 
성과와 영향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안과 진료 기회를 확대하다 
잠비아에서는 전 연령대의 실명 유병률이 1%로 추정되며, 남부 
루아풀라 주민 중 약 7,400명이 실명임을 의미합니다. 
 잠비아 보건부에 따르면 잠비아의 전체 실명 사례 중 80% 
이상이 예방, 처치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치명적인 
실명률을 보일까요?  그 해답은 역사적으로 매우 한정된 안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습니다. 

잠비아 라이온들과 현지 파트너 단체는 2025년까지 예방 가능한 
실명을 51% 줄이는 것을 목표로 LCIF 시력우선 교부금 606,667
불을 지원받아 남부 루아풀라에서 기본 안과 진료와 백내장 
수술 기회를 확대하는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교부금은 
기본 안과 장비의 개조와 
설치, 인력 확보, 모바일 봉사 
프로그램 구축에 쓰였습니다. 

첫 해에 LCIF 교부금은 
백내장 검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 인력 교육, 주민 19,000
명에 대한 다양한 안과 검진, 
시력 개선과 회복을 위한 250
건의 백내장 수술 제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력 
LCIF는 예방 및 회복 가능한 실명의 주요 
원인에 맞서고 시각장애인에게 봉사를 
제공합니다.

관련 유엔 목표: 건강과 웰빙

10 | 희망을 전파하는 LCIF  

교부금은 기본 안과 
장비의 개조와 설치, 
인력 확보, 모바일 
봉사 프로그램 구축에 
쓰였습니다.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8,383,273



소중한 선물 - 시력 보존30주년 기념  

2020년 LCIF는 재단의 가장 대표적 교부금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력우선 사업의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시력우선 프로그램은 소외 계층의 시력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실명 퇴치 및 예방과 기타 시력 질환 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 시력우선 사업을 통해 라이온들은 의료기관 및 파트너 단체와 협력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력을 
지켜주었습니다.

전 세계 4억8800만 명 이상이 시력우선 사업의 도움을 받다
기념 행사에서 재단 이사장인 구드런 잉바도티어 전국제회장은 “전 세계 라이온들은 시력보존 사업의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LCIF 시력우선 기금을 통해 1925년 헬렌 켈러 여사의 ‘맹인의 기사’가 되어 달라는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시력우선 사업의 첫 3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시력우선의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시력 봉사 분야에 길이 남을 더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117개 국가에서  시력우선 교부금 3
억7200만불 상당 1,398건 이상 사업 실시. 

교부금 사업 성과: 

•  960만 회 -  백내장 수술 실시 

•  230만 명 - 안과 의료진 및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 교육

•  1,350곳 - 안과센터 건설, 확장 또는 장비 
구축 

•  1억9700만 회 분량 치료제 -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실명을 야기하는 고통스러운 안구 감염병인 
트라코마 치료제 배포 

•  3억1000만 회 분량 치료제 -  감염된 파리를 
통해 전염되어 안과 질환과 영구 실명을 
유발하는 강변실명증 진행을 막는 치료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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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국제당뇨병연맹 www.idf.org/aboutdiabetes/what-is-dia-
betes/facts-figures.html,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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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성인 당뇨병 환자는 약 4억6300만 명입니다. 
2045년이 되면 7억 명으로 늘어나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CIF는 당뇨병 
발병을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식 제고, 
예방, 관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캠프 코알라에서  
당뇨에 대해 배우다  
멜버른 외곽의 호주 남서부 해안을 따라 자리한 아름다운 위나 
캠프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태양 아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21명의 청소년은 라이온들과 
LCIF 덕분에 매우 특별한 캠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온들은 LCIF 당뇨 교부금 10,499불을 지원받고 의료 
종사자와 당뇨 환자 가족의 결연을 
추진하는 호주 지역 1형당뇨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캠프 코알라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10대들에게 
식이요법, 인슐린 및 포도당 
수치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등 
당뇨 관리법을 가르쳤습니다. 
청소년기에 동반되는 어려움을 
인식한 라이온들은 일주일 동안 
독립성, 자존감, 정서적 웰빙을 강조하는 한편, 당뇨를 앓고 
있는 1형당뇨재단 청년 멘토 6명이 캠프 참가자들과 또래 간 
상호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게임, 보트 타기, 어드벤쳐 
파크 탐험 등 놀이 활동도 즐기며 일주일 간의 경험을 두텁게 
했습니다. 

캠프 코알라의 한 참가자는 “좋은 분들과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2,038,692

“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출처: 국제당뇨병연맹

당뇨
LCIF는 당뇨병 발병 감소 및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돕습니다.

관련 유엔 목표: 건강과 웰빙 



대기 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생태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기후 변화는 매우 시급하고 뚜렷한 과제입니다. LCIF
는 라이온과 레오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에게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생태학적 영향을 
만들도록 도움으로써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심다
지역사회, 자신들과 후세대를 위한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탈리아 브레시아 지역 레오들은 키아리시를 개선하고 이 지역 
거주 주민들과 야생 동물 모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년 인도주의자들은 힘을 모아 평온한 숲을 
조성하여 스모그를 줄이고 휴식과 운동을 위한 평화로운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LCIF 레오 봉사 교부금 2,500불을 지원받고 라이온 및 시의 
농업연구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레오들은 숲을 설계하고 묘목 
공급자를 선정하고 기후와 지형에 적합한 
수종을 결정했습니다. 교부금이 승인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35명의 
레오와 라이온들은 도시에 신선한 공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1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래도록 지속될 레오와 라이온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후대는 숲의 이로움을 얻게 될 것이며 좋은 환경 지킴이로서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레오는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라이온들 및 지자체 당국과 계속 협력하여 추가 모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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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LCIF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생태학적 영향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노력을 지원합니다.

관련 유엔 목표: 건강과 웰빙, 기후 행동, 
육상 생태계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168,091

후세대에 숲이 
주는 혜택을 
전합니다.

출처: 세계보건기구, www.who.int/health-topics/air-
pollution#tab=tab_1, 2021년 8월 17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성 기아는 계속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삶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LCIF는 전 세계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기반 시설 확대에 전념함으로써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마음을 채우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원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도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쉽게 
정량화되고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피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발견한 한국 라이온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음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구할 방법이 없고 심지어 정서적 유대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와 
쪽방촌 노인들은 무료급식소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보살핌을 제공하던 
자원봉사자들도 올 
수 없었던 점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알게 된 라이온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7,058불을 지원받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여러 단체들의 협조와 후원을 받아 500
명 분의 음식 재료를 준비, 요리, 포장한 후 절실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담은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FY20-21 전 세계 지원금

US$1,7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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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LCIF는 기아 완화에 중점을 둔 
봉사사업을 지원합니다.

관련 유엔 목표: 기아 해결, 건강과  
웰빙, 불평등 해소

라이온들은 500명 분의 
음식 재료를 준비, 요리, 
포장한 후 절실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담은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인도 || US$1,644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동안 인도 
라이온들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 비타민제, 
산소 공급기, 장갑, 마스크, 
개인보호장구(PPE) 키트, 
손 소독제를 기부했습니다.  

지역에 희망을 전파하다 
LCIF의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프로그램을 통해 클럽이나 지구가 재단에 기부한 
비지정 기부금의 15%를 지역 봉사를 위한 교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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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US$4,985 
미국 라이온들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은퇴한 
군인을 돕는 뉴잉글랜드 
퇴역군인센터(Clear 
Path for Veterans New 
England)의 다목적실 
2개를 개조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한 다목적실은 
재활 수업과 친목 행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 US$1,045 
시각장애 관광객들이 더 
만족스럽고 다가가기 
쉽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카타니아의 라이온들은 
도시의 촉각지도 두 가지를 
제작하고 카타니아와 
방문객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점자 명판을 
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 US$2,700
당뇨병 인식 제고 및 
질병과 예방 교육을 목표로 
타이베이 라이온들은 지역 
주민들의 혈당 수치와 
혈압을 재는 동안 헌혈 
캠페인을 도왔습니다.

브라질 || US$3,992 
브라질 라이온들은 힘을 
모아 소아암 환자와 
간병인을 위해 정수기, 
에어컨, 옷장, 세탁기를 
갖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1,450  
2018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전 세계에 지급된 교부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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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파하다
2020-2021 회기, LCIF는 1,997건의 교부금으로 총 3,330만불을 지원했습니다.* 
교부금은 전 세계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 조건부 승인을 포함해 2020-2021 회기 승인된 모든 교부금 합계입니다.

주력사업 분야별 교부금 지원 현황 (US$)*
인도주의 활동

시력
재해 구호

청소년
당뇨

소아암
기아
환경

$10,086,120

$8,383,273
$5,285,438

$3,801,299

$2,038,692

$1,846,340

$1,771,008

$16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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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헌장지역별 교부금 지원 현황*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8지역

7지역
US$3,365,586 

미국 및 미국령,  
버뮤다, 바하마 US$6,584,357

인도, 남아시아  
및 중동

US$338,038
캐나다 

US$3,221,286 
유럽

US$1,875,109
남미, 중미,  
멕시코,  
카리브해 제도

US$690,697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

US$10,293,189
아프리카 

US$7,011,999
동양 및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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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승인을 포함해 2020-2021 회기 승인된 모든 교부금 합계입니다.



LCIF의 후원 단체
연중 LCIF에 기금을  
후원하는 단체.

LCIF의 협력 단체
연중 LCIF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 수행.

LCIF의 기술 파트너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 연중 LCIF와 
회합하는 단체.

NoVo Foundation
create. change.

OPC
EMPOWERING
THROUGH SIGHT

WORLD DIABETES FOUNDATION
UNHRD

WFP

Humanitarian
Response D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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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단체, 협력 단체, 기술 파트너
LCIF의 후원 단체, 협력 단체, 기술 파트너들은 중요한 지식, 영감,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공유하여 대규모 유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합니다.



시력 분야의 파트너십 20년  
매년 전 세계 1,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시각 장애를 겪습니다. 조기 발병한 중증 시각 
장애인은 운동, 언어, 감정, 사회성 및 인지 발달 지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학령기 어린이는 비장애 또래보다 교육 성취도와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진단과 개입, 치료는 어린이의 교육적 성공과 미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LCIF와 존슨앤드존슨 비전은 2002년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학교 기반 
시력 검진 프로그램인 Sight For Kids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검사 키트를 제공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하게 양질의 안과 진료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ight For Kids 프로그램은 빈곤 지역 학교와 소외 지역에서 
어린이의 시력 검사부터 안경 제공 및 특별 치료에 이르기까지 안과 전문가와 
라이온스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안과 검진 봉사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인도의 안과의사 프레디 사이먼 박사는 사전 검진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먼 박사는  아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습니다. “성인과 어린이 둘다 
치료하지만 어린이를 치료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바꾸고 
배움에 변화를 주며 어린이들이 삶을 도와 줍니다.”

Sight For Kids는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가장 최근 도입된 미국 등 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Sight For Kids는 직원 참여 기회, 사업 및 목적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 사업 확장을 포함하여 LCIF와 존스앤드존슨 비전 사이의 
추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슐로미 나흐만 존슨앤드존슨 그룹 회장은 “힘을 모아 우리는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놀랍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라이온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최대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과 전문가, 
지자체 당국,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라이온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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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Sight For Kids
힘을 모아, 우리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4,200만 명 이상 
프로그램 시작 이후 전 세계 검진 

학생 수
연간 Sight For Kids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학생 수
 안경 및 기타 특별 치료 처방을 

받은 학생 수
 2002년부터 눈 건강 교육 

실시, 시력 검사 수행, 학생들의 
일반적인 눈 상태 검사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 수

300만 명 이상 6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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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순간 
전 세계가 계속되는 공중 보건과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2020-2021 회기에 우리는 
끈기와 독창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온, 레오, LCIF 파트너 및 전 세계 
봉사자들이 축하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도 이번 회기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LCIF는 범미보건기구
(PAHO)와 협력하여 
브라질 내 홍역 급증을 
막는 대규모 긴급 
백신 접종 캠페인을 
진행하여 1,170만여 
명에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10월:  
시력우선 30주년을 
기념하여 예방 및 
회복 가능한 실명의  
주원인을 퇴치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봉사하는 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LCIF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및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인 라이온스 
퀘스트는 온라인 
라이온스 퀘스트를  
시작하여 미국 버전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증거 기반의 종합적인 
교과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했습니다.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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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례 멜빈 존스 
공모전의 인지도가 
높아져 출품작 수가 
작년 보다 153% 
증가했습니다. 

3월:   
온라인 스토리텔링 
플랫폼 LCIF: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출시하여 
전 세계 라이온, 레오, 
파트너들이 재단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이룬 감동적인 
이야기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4월:  
캠페인 100은 제2차  
시력우선 기금 모금 
캠페인의 성과를 
넘어선 재단 역사상 
가장 큰 캠페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5월:  
500여 명의 
라이온이 선도기부자 
또는 주요기부자가 
되어 캠페인100
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6월:  
600만불 이상의 
코로나19 구호 
교부금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필수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6월:  
최초의 국제재단 
축하 행사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03
차 국제대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6월:  
LCIF와 
존슨앤드존슨 
비전과의 파트너십이 
사상 처음으로 제
1헌장지역으로 
확대되어 플로리나 
남부 빈곤 지역에 
종합 안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6월:  
라이온스와 카터 
센터는 에티오피아에서 
카터 센터가 펼치는 
강변실명증 및 
트라코마 활동을 
지원하는 4년 간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현재까지 71만5000여 
건의 트라코마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2020-2021 회기의 발전
•  강화된 계획 기부가 시행된 첫 해에 총 412만불 상당의 유산 기부 68건을 접수하였고, 2021-2022 회기 

캐나다와 호주로 사업을 확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페이스북 팔로워가 45% 증가하고 페이스북 모금 수입이 작년보다56%  증가했습니다.

• 온라인 기부가 작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s s s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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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역사상 가장 큰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서 2022년 6월까지 미화  
3억불 모금을 목표로 2017년 7월  
출범했습니다. 
캠페인100을 통해 재단은 후세대 라이온스 봉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츠히로 야마다 전국제회장과 프랭크 무어 전국제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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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청소년 개발, 재해 
구호 및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봉사의 영향력 
확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당뇨병 퇴치 활동 지원 

 

 소아암, 기아 및 환경 
분야에서 더 큰 진전 

도모

글로벌
주력사업

추진

봉사
영향력
확대

당뇨병
퇴치
지원

지속적인 필요성
2020-2021 회기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전년도의 모금 목표가 이어져온 상황이었습니다. 캠페인100의 
필요가 계속 강조된 것은 비단 팬데믹만이 아닌 범세계적 문제였습니다. 자연재해는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찾아왔고 
소아암 진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뇨 문제는 식량 불안정, 안과 질환, 환경 문제 및 청소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년 동안 라이온과 레오가 더 의미 있는 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캠페인100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모금 현황

2018-2019
1억1100만불

2019-2020
1억5800만불

2020-2021
2억1500만불

목표
3억불



캠페인100 모델클럽
모델클럽은 라이온스, LCIF, 캠페인을 널리 홍보하여 
캠페인100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클럽과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 요청, 
모금 행사 및 캠페인100에 클럽 기금 기부, LCIF 
모금에 앞장서도록 다른 클럽을 고무시키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모델클럽이 되기 위한 최소 기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 =클럽  
회원수

US$ 
기부금x

 1지역 169 443

2지역 21  41

3지역 19  45

4지역 97  201

5지역 800  2,146

6지역 135  235

7지역 39  63

8지역 26  65

합계 1,306  3,239

2021년 6월 30일 현재 모델클럽 수

2020-2021 회기에 전 세계적으로 1,306개 모델클럽이 
추가되어 작년보다 62% 증가한 총 3,239개 
모델클럽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62%
증가

1,306 
신규 약정 클럽

3,239 
회기말 모델클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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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지역

2020-2021 회기
신규 모델클럽

총 모델클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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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금 활동의 개척자
힘겨운 시기에 라이온과 레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전하게 
실천하면서 모금 활동의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캠페인100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기계를 잘 다루고 의욕이 충만한 
레오들은 ‘코로나 전사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와 재능이 돋보이는 
온라인 LCIF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행사를 홍보하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글로벌 TV를 통해 
방송하며 18,000불을 모금했습니다.

이탈리아:  
라이온들은 LCIF의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4,070불을 
지원받아 로마의 소아암 환자 
돕기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념하고 LCIF
와 캠페인100 기금 모금을 위해 
라이온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라이온인 
크리스티아나 페고라로가 연주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주최하고 
생중계했습니다.



호주: 
루우 온리 전의장은 본인의 
머리를 어떤 색상으로 염색할지 
대한 투표권을 주는 대신 호주 
라이온들에게 LCIF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선명한 보라색 머리, 그리고 
캠페인100 덕분에 교부금을 
지원받은 라이온스 봉사의 
수혜자들입니다.

인도네시아: 
LCIF와 캠페인100 모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라이온스 창시자 멜빈 존스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475명의 라이온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봉사로 하나가 되어 자전거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전 세계: 
안전을 유지하며 LCIF 지원을 
계속하는 동안 전 세계 라이온, 
레오, LCIF 후원자들은 한 해 
동안 LCIF를 위한 303건의 
페이스북 모금 행사를 개최해 
139,225불을 모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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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륙 전역의 온라인 해피 아워는 라이온들이 
동료 클럽 회원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LCIF 후원자들은 우정과 
즐거움을 나누며 음료 한 잔 상당의 금액을 LCIF
에 기부했습니다. 비슷한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미국: 
캐나다와 미국 라이온들은 
더글라스 알렉산더 당시 국제1
부회장이 주최한 4시간의 Tell-
a-Thon(온라인 모금행사)에서 
90만불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훈훈한 수혜자들의 
이야기와 음악, 연예인들의 
모습을 즐겼습니다.



회원 평균 기부금1-10위 지구
 지구  기부금(US$)
300-E1 ...............................................................$595 
300-B2 ...............................................................$480 
354-H ................................................................$303 
300-G2 ...............................................................$269 
300-D2...............................................................$241 
331-A ................................................................$224 
335-C ................................................................$224 
334-A ................................................................$192 
335-D ................................................................$191 
300-F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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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톱10 2020-2021
LCIF 기부금 총액  1-10위 지구 
지구 기부금(US$)
300-E1 .....................................................$1,159,353 
300-G2 .....................................................$1,150,198 
335-B ......................................................$1,113,922 
300-B2 .....................................................$1,024,388 
334-A ......................................................$1,013,095 
335-C ........................................................ $815,816 
354-D ........................................................ $798,946 
300-C2 ....................................................... $733,000 
355-A ........................................................ $579,218 
300-A2 ....................................................... $546,375 

기부를 통한 봉사
국제재단은 올해 기부금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차세대 라이온과 
레오, 수혜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부를 약속해주신 라이온스 레거시 소사이어티  
새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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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400,000 이상
Aruna Abhey Oswal

US$200,000-
$399,999
Cheng-Chin Li
James Melvin
V.P. Nandakumar

US$100,000-
$199,999
Ta-Lung Chiang
Jung-Yul Choi
Shih Ling Chou
Richard Felicelda
Magnet Lin
Ting-Yu Ssu
Fu-Lai Tsai
Shu-Lien Wei
Shun-Ying Yeh

US$50,000-$99,999
Doo-Hoon Ahn
Bob Brown
Douglas Chan
Pravin Chhajed
Shigehito Hayashi
Mei-Li Huang
Ea-Up Kim
Chin-Sheng Liang
Edward Lim Lin
J. Frank Moore III
Ryozo Nishina
In-Kyo Oh
Vijay Kumar Raju
Shingo Onodera
Takahiro Sakurai
Katsuki Shirosaka

Calvin Smith
Chikao Suzuki

US$25,000-$49,999
Mahendra Amarasuriya
Yi-Tu Cheng
Wen-Pin Chiu
I-Lang Cho
Tzu-Ting Chou
Mukesh Shankerlal Chow-
dhary
Yu Jing Duan
Shunichi Hayashida
Jae-Kap Heo
Liao-Chuan Huang
Myung-Yun Huh
George Ibrahim
Prithvi Jairath
Hoon Ji
Larry Johnson
Kazuma Juura
Masayuki Kawashima
Shinji Kayamori
Kentaro Kitano

John Knepper
Jayashree Kumar
Choong-Lai Lim
Hsien-Li Lo
Gary Ka Fai Luk
Isao Matsuoka
Norikata Mita
Yoshio Mizobuchi
Kenji Nagata
Nobuo Nishiki
Paulo Pennacchi
Ferozur Rahman
G. Ramaswamy
John Rudert
Paul Settelmeyer
Michael So
S.B. Somasundaram
Larry Stewart
Kuo-Sung Tsai
Junnian Xiong
Jitsuhiro Yamada
Susumu Yano
Guo-Jun Zhang

우수 기부자 (US$)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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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10,000-$24,999
Naresh Aggarwal
Anil Agrawal
Jagdishchandra Agrawal
Byung-Yeol Ahn
Sanjeev Ahuja
Douglas Alexander
K.S. Babai 
V. Ramesh Babu
K. Babu
James Bixler
Meera Chandra
Min Chii Chang
Hung Ju Chang
Tzu Chin Chang
Shu-Yueh Chang
Chao-Wen Chang
Shui-Chuan Chao
Yi Teng Chen
Wen Jung Chen
Ruey-Chen Chen
Teng-Shen Chen
Feng-Chi Chen
Hui-Tsung Chen
Jing-Shian Chen
Pi-Che Chen
Wen-Hau Cheng
Hsi-I Cheng
Hsin-Chin Cheng
Su-Mei Chien
Jae-Chul Chin
Liang-Chin Chiu
Ming-Chien Chiu
Sang-Bae Choi
Kyu-Dong Choi

Yu Chun Chou
Chang-Kuang Chuang
Chih-Hsiang Chung
Marie Cunning
Frédérique D’Agostino
Rebecca Daou
Lossou Djibom
Ricky Dodson
Giampietro Dolce
Betty Eisenbrey
Shunji Enomoto
Eric Dick Trust
Yao Fiawoo
Daisen Fujii
Kazuhiro Fujii
Tsuguya Fujii
Shinya Fukuda
Philippe Gerondal
Alexis Gomès
Je-Gil Goo
Gang-Su Ha
Myung-Soo Ha
Ichiro Harita
Mitsuyoshi Hashimoto
Ryoji Hashizaki
Kyeong-Soon Heo
Shui-Chien Ho
Masaya Horimoto
Shu Hou
Cheng Chiang Hsieh
Jien Bieng Hsu
Chun-Huang Hsu
Fu-Ta Hsu
Chin-San Huang
Ming-Lu Huang

Ming-Tsung Huang
Tzong Huang
Hsiao-Shu Hung
Jin-Chang Hwang
Bo-Shiung Hwang
Yasuo Iga
Fumihiko Imai
Yukio Ishida
Nobuyoshi Ishikawa
Ashok Jalan
Jeng Jiang
Hyeong-Kyu Joo
No-Jin Jung
Yuzo Kanazawa
Jeffrey Keckley
Tae-Joo Kim
Dong-Hwan Kim
Sun-Ho Kim
Ui-Gyeom Kim
Chang-Hyun Kim
Jong-Seok Kim
Yasuko Kishimoto
Hideki Kitahata
Anish Koshy
Tatsunari Kubonishi
Cheng-Ching Kuo
Mei-Li Kuo
Morio Kuramoto
Hsiu Hui Lai
Bernadette Lane
Hyeong Mo Lee
Gil-Haeng Lee
Joo-Sub Lee
Chul-Jae Lee
Yen-Chieh Lee

우수 기부자 (US$)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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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a Lee
Kang-In Lee
Gye-Oh Lee
Chia-Shun Lee
Chin Lee
Young-Soo Lee
Ming-Fang Li
Han-Pin Lien
Tien Sheng Lin
Tang-Lai Lin
Chan Lin
Hsin-Chih Lin
Chiang-Ho Lin
Long-Zyh Lin
Shu-Chuan Lin
Sam Lindsey
De Feng Liu
Wen-Kuang Liu
Fu-Chang Liu
Jonathan P.S. Lum
Athanasios Maimaris
Masayoshi Maruyama
Masashi Matsui
Usha Raju Mudunuri
Daisuke Nagai
Yasuhisa Nakamura
Toyoshige Nakatani
Sang-Gi Nam
Yumin Natsu
Yoshinori Nishikawa
Kunio Oaku
Sakiko Odaka
Takahito Oikawa
Makoto Oishi
Takahiko Okada

Veronica Oliva Ornelas
Chin-Shih Ou
Ching-Lu Pai
Jueng Jen Pan
Hwa-Yong Park
Kyung-Boon Park
A.V.R. Prasad
G.R. Surya Raj
G.M. Balaji Rathnam
David Roberts
Nancy Jean Ross

Gertrude Rudert
Toshiko Sabae
Yoshihiro Saito
Kenta Sasaki
Shinji Sato
Catherine Sebat
Tolulope Senbanjo
Manoj Shah
Yoshie Shibata
Chun-Chung Shih
Shunetsu Shim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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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10,000-$24,999 
(계속)  
Hirofumi Shimosoeda
Gi-Il Shin
Yu Shyu
Bill Smothermon
Yin-Mei Su
Chin-Chuan Su
Chang-Il Sung
Shozo Suwa
Toshio Takai
Noriyuki Takano
Masakatsu Takano
Wing-Kun Tam
George Ong Tan
Hung-Min Tang
Peerawat Thum-Utaiporn
Kenji Tominaga
Shu-Chuan Tsai

Mei-Yu Tsai
Tung-I Tsai
Sung Tsai
Yi-Ju Tsai
Yoichiro Tsumura
Koji Tsurushima
Po Hou Wang
Wen-Chuan Wang
Chi-Chu Wang
Fang-Lin Wang
San-Chyi Wang
Chin-Sheng Wang
Osamu Watanabe
Jong-Tae Won
Yong-Gon Woo
J Wayne Wrightstone
Jia-Jen Wu
Hui-Yi Wu
Mei-Yu Wu

Yen-Yoo Wu
Haruo Yamada
Hiroshi Yamakawa
Motohiro Yamamoto
Tomoaki Yamanita
Seiki Yamaura
Mume Feng Yang
You-Seong Yang
Joo-Hwan Yang
Tzong-Fwu Yang
Gudrun Yngvadottir
Osamu Yonechi
Se-Woong Yoon
Haruo Yoshimoto
Shih I Yu
Huei Mine Yu
Chin-Hang Yuan

우수 기부자 (US$) 2020-2021



라이온스 레거시 소사이어티 회원
국제재단은 개인의 라이온스 유산을 조성하여 생이 다한 후 LCIF 교부금 
프로그램에 기부를 약속한 새 기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John Braisted
Gary Brown
Wendy and Barry Cain
Sheila Casteel
Kelly Clark
Dr. Edward and Gail Cordes
Marie Cunning
Ricky Dodson
Gregg and Ellen Drabek
Dennis Dulniak
George A. and Cynthia L. Fosselius
Howard Freedman
Lary Garrison
Rohit and Ekta Gupta
Clarence Harris
Ardie and Ken Klemish
Mark Koller
Dawn Marie and Kevin Kosobucki
Kenneth Kreismer

Hilary Kumnick
Bernadette Lane
Connie Le Cleir-Meyer
Frank and Amy Leidenfrost
Mark and Debbie Mansell
Kerry L. and Deborah L. McKnight
Connie Lee McMichael
Steve and Marilyn Patterson
Joseph Pitts
Joseph Preston
Phyllis C. Rogers
John and Gertrude Rudert
Anne and Thomas Smarsh
Sandra Sowers
Steven Tremaroli
Ryan Vulgamott
Walter and Jama Wahl
John M.  And Melanie M. Wargo
Tom and Diana Witk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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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단 이사회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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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run Yngvadottir
직전회장
국제재단 이사장 

Ronal Arthur “Ron” Luxton
전국제이사
제7헌장지역

Dr. Jung-Yul “Yul” Choi
국제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Dr. Manoj Shah
전국제이사
제8헌장지역

Douglas X. Alexander
국제1부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Lewis Quinn
전국제이사
최다 회원 보유국

Brian E. Sheehan
국제2부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Aruna Abhey Oswal
전국제이사
회원 보유 2위국

Dr. Patti Hill
국제3부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Dr. Ta-Lung Chiang
전국제이사
국제재단 재무이사
회원 평균 최대 기부국

Ardie Klemish*
전국제이사
제1헌장지역

Chikao Suzuki
전총재
회원 평균 기부 2위국

Garnet E. Davis
전국제이사
제2헌장지역

오인교
전의장
회원 평균 기부 3위국

Ramiro Vela Villarreal
전국제이사
제3헌장지역

Dr. Naresh Aggarwal
전국제회장
국제재단 부이사장

Dr. Eng. Sandro Castellana
전국제이사
국제재단 총무이사
제4헌장지역

Chancellor Bob Corlew
전국제회장
전전회기 국제재단 이사장

Dr. Jitsuhiro Yamada
전국제회장
제5헌장지역

James E. “Jim” Ervin
전국제회장
지명이사

Vijay Kumar Raju
전국제이사
제6헌장지역

Doo-Hoon Ahn
전국제이사
지명이사

* 공석으로 인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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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보고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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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Revenue and Gains By Fiscal Year (US$)

LCIF Expenses By Fiscal Year (US$)

Total Net Assets By Fiscal Year (US$)

Net Assets at End 
of Fiscal Year (US$)

 

2019-2020

2019-2020

2019-2020

$302,171,8222019-2020

2020-2021

2020-2021

2020-2021

$362,527,9082020-2021

Contributions
$53,594,375

Grants
$33,060,216

Net Assets
Without 
Donor Restrictions
$253,132,559 

 Net Assets
Without 
Donor Restrictions
$320,912,233

 

Contributions
$46,458,179

Program
Revenue Net
$597,641 

 

Administrative
$4,851,576

Program
Revenue Net
$78,376 

 

Other
$(185,611)

Development
$10,374,661

Other
$(239,996)

Investment
Return Net
$12,072,020 

Other Program
Expenses
$6,603,766  

Net Assets
With 
Donor Restrictions
$49,093,263

Net Assets
With 
Donor Restrictions
$41,615,675

 

Investment
Return Net
$62,442,937

 

57%
<0%

<0%

43%

81%

1%

<0%
18%

60%

12%

9%

19%

62%

11%

9%

18%

89%

11%

84%

16%

Grants
$30,016,054

Administrative
$4,117,043

Development
$8,687,541

Other Program
Expenses
$5,56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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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자산 2021 2020

현금 및 현금 등가물  $16,346,779  $6,956,746 

투자이익 채권 미수금  312,622  320,691 

순 미수금 77,246  51,057 

미국 외 지구 회비 1,146,588 1,003,694

국제회비  5,880,774  4,708,926 

선급 비용  1,165,385 1,141,147

순 기부 약정 9,316,302  13,171,718

투자  346,869,801  294,546,003 

순자산 및 설비 419,457  575,165 

기타 자산 -  5,229 

자산 합계 381,534,954 322,480,376

순자산

기부자 비지정  320,912,233  253,132,559 

기부자 지정  41,615,675  49,039,263 

순자산 합계  362,527,908  302,171,822 

부채 및 순자산 합계 381,534,954 322,480,376

부채 및 순자산 2021 2020

외상매입금  $664,610  $798,832 

미지급금  739,494  483,536 

이연수익  115,885  - 

교부금  17,416,630  18,947,332 

자선 기부연금  70,427  78,854 

총 부채  19,007,046  20,308,554 

재무 보고서 | 6월 30일

기부자 비지정 기부자 지정 합계

운영

수입 및 수익

기부금  $37,291,169  $9,167,010  $46,458,179 

프로그램 순수입  78,376  -  78,376 

투자 순수익  16,203,835  -  16,203,835 

제한 해제된 순자산

제한 목적 충족  16,836,796  (16,836,796) -

운영 수입 및 수익 합계 70,410,176 (7,669,786) 62,740,390

운영외

수입 및 수익

투자 순수익  45,992,904 246,198  46,239,102 

환차손  (238,000) -  (238,000)

자선기부연금 가치 변동  (2,011) -  (2,011)

기타 수입  15 -  15 

운영 수입 및 수익 합계  45,752,908 246,198  45,999,106 

지출 및 손실

봉사 프로그램

교부금  30,016,054  -    30,016,054 

시력우선  1,717,250  -    1,717,250 

라이온스 퀘스트  1,725,619  -    1,725,619 

기타  2,119,903  -    2,119,903 

봉사 프로그램 합계  35,578,826  -    35,578,826 

운영비  4,117,043  -    4,117,043 

개발비  8,687,541  -    8,687,541 

운영 지출 합계  48,383,410  -    48,383,410 

순자산 변동  67,779,674  (7,423,588)  60,356,086 

회기 초 순자산  253,132,559  49,039,263  302,171,822 

회기 말 순자산 $320,912,233 $41,615,675 $362,527,908

운영 지출 초과(미만)
운영 수입 및 수익

 22,026,766  (7,669,786)  14,356,980 

활동 보고서 |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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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

운영 활동 현금흐름

순자산 변동  $60,356,086  $11,188,206 

순자산 변동을 운영 활동비 순현금 지출에 맞추기 위한 조정

감가 상각비  155,708  187,516 

순실현 및 비실현 투자(이익)  (57,064,370) (6,317,147)

운영 자산 및 부채 변동

투자이익 채권 미수금 8,069 107,137

미수금 (26,189) (16,552)

미국 외 지구 회비  (142,894)  (442,765)

국제회비  (1,171,848)  (4,708,926)

선급 비용 (24,238) (31,089)

순 기부 약정 3,855,416 (3,953,967)

기타 자산 5,229 42,744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121,736 721,413

국제협회 회비 - (1,484,154)

이연수익 115,885 -

교부금 (1,530,702) (6,778,681)

자선 기부연금 (8,427) (56,157)

운영 활동 순현금 지출 4,649,461 (11,509,318)

투자 활동 현금흐름

 투자상품 취득  (81,997,601) (135,035,816)

 투자상품 처분 수익  86,738,173 148,664,031

 부동산 및 설비 취득  - (260,788)

투자 활동에 제공된 순현금  4,740,572 13,367,427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변동 9,390,033 1,858,109

현금 및 현금 등가물, 회기 초  6,956,746  5,098,637 

현금 및 현금 등가물, 회기 말 16,346,779 $6,956,746

현금 흐름표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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