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연장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FAQs) 

LCIF 는 지역사회 및 전 세계적인 라이온스 봉사를 지원하는 캠페인 100 기부자, 국제위원회 위원, 

특별 위원회 위원, 지역대표/지도자,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지구 코디네이터, 클럽 코디네이터의 

모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여파가 캠페인 100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LCIF 는 캠페인 100 의 기간을 1 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CIF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연장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캠페인이 왜 연장되었나요? 

A: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은 LCIF 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금 모금 활동입니다. LCIF 

이사회는 최근 2020 년 5 월 21 일에 종료된 이사회 화상회의에서 캠페인을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현 실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재단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캠페인 100 에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분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모든 라이온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입니다. 

Q: LCIF 지원의 중점 분야가 연장 기간 동안 또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LCIF 지원의 중점 분야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라이온들과 협력하는 것은 언제나 LCIF 의 사명이었습니다. LCIF 는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지역사회의 복구를 지원했듯이, 코로나 19 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LCIF 는 어려운 지역사회에 190 건의 교부금을 통해 총 US$3,500,000 를 

지급했습니다. 

LCIF 가 현재와 미래에 지원해야 할 주력 분야는 여전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은 재해 

구호, 기아, 인도주의 활동, 청소년 사업과 같이 캠페인 100 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이웃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CIF 는 시력, 당뇨병, 소아암, 환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력 분야 

또한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https://lionsclubs.org/ko/give-how-to-give/campaign-100


  

LCIF 는 캠페인 100 을 시작하며, 라이온들의 봉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을 함께 겪고 있는 지금, 주력 분야를 확장하고 봉사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Q: 표창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캠페인 표창 계획은 연장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표창 

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표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부 창고 및 외부 업체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임시 폐쇄 및 전 세계 일부 지역의 우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표창 실행이 

당분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지역 대표/지도자,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지구 코디네이터의 임기가 캠페인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되나요? 

A. 예, 임기는 캠페인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임명에 관해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지역 대표/지도자,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지구 

코디네이터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위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대체 지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2021-2022 임기에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 연수회가 개최되나요? 

A: 예, LCIF 는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를 위한 연수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수회 

개최 시기 및 장소는 미정입니다.  연수회는 대면 연수, 웨비나 또는 웨비나 시리즈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LCIF 직원들은 지도자들에게 적합한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수회에 대한 일정은 온라인 행사 센터에서 확인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LCIF 

개발 관리자 및 스페셜리스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연장 기간까지 경비 상환에 지급할 예산이 남아 있나요? 

A: 예, LCIF 는 코디네이터들에게 캠페인 활동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2020-2021 및 2021-2022 회기 예산 할당에 대한 정보가 곧 안내될 예정입니다.  

Q. 기부 약정 기간이 연장되나요? 

https://lionsclubs.org/ko/virtual


  

A. 기부자가 기존 약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LCIF 는 기부자와 협의하여 변경 사항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신규 약정의 경우, $300-$24,999 의 기부 약정은 3 년간, $25,000 이상의 

약정은 5 년간 이행합니다. 

Q. 모델클럽 이행 기간이 1 년 더 연장되나요? 

A. 예, 모델클럽 약정 이행 기간은 2023 년 6 월 23 일까지 1 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2021-2022 

회기 동안 신규 모델클럽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전체적인 캠페인 목표가 상향 조정되나요? 캠페인 100 지역/복합지구/지구 목표 모금액이 

증가되나요? 

A. 전체 캠페인 목표는 3 억 불로 유지됩니다. 지역, 복합지구 및 지구 목표 모금액은 변경된 기간 

및 현재까지의 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모델클럽 챌린지 기간이 연장되나요?  

A: 2020 모델클럽 챌린지를 통해, 2020 년 5 월 8 일자로 175 개의 클럽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챌린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 주신 모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 모델클럽 

챌린지는 연장되지 않지만, 향후에 새로운 모델클럽 챌린지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Q: 2019-2020 회기 재단이사장 메달 수여 또는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지급에 대한 일정이 

연기되거나 자격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A: 아닙니다, 2019-2020 회기 재단이사장 메달 수여 또는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지급에 대한 

일정 및 자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은 캠페인 100 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재단이사장 메달 및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Q: 지금 어떻게 캠페인 100 을 지원할 수 있나요?  

A: 많은 라이온들이 이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LCIF 에 대한 라이온들의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2020 년 5 월 8 일까지, 캠페인 

100 을 통해 라이온들의 봉사를 가능하게 할 US$151,804,119 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https://lionsclubs.org/en/v2/resource/download/79864712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district-club-community-impact-grants
https://lionsclubs.org/ko/donate


  

기부에 참여하시고, 라이온들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LCIF 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LCIF 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라이온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기부금은 MJF 및 캠페인 100 표창에 반영됩니다. 

최근,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온정과 지도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면 회의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단, 국제협회 및 동료 라이온들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재단에 대한 소식은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행사 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에 LCIF 교부금을 수령한 지구의 경우, 코로나 19 의 영향을 고려하여 교부금 사업 시행에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지나요? 

A: LCIF 는 라이온들이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장려합니다. 소속 지구가 

교부금을 수령했지만 현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변경된 사업 일정에 

대해 LCIF 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봉사사업을 위한 매칭 기금 모금에도 적용됩니다.   

Q: 교부금 신청 마감일이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교부금 신청 마감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여기 교부금 웹페이지에서 다가오는 

마감일 및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LCIFLions/
https://lionsclubs.org/ko/discover-our-foundation/mission
https://lionsclubs.org/ko/virtual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