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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ampaign100@lionsclubs.org 로 캠페인 자료와 표창 및 LCIF 지구코디네이터와 연락 관련 등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lionsclubs.org/campaign100

캠페인 100 기부는 멜빈 존스  
펠로우 (MJF), 프로그레시브  
멜빈 존스 펠로우 (PMJF),  
라이온스 나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캠페인  
100에 한정된 표창뿐 아니라, 
100% MJF, 100% PMJF, 
100% 라이온스 나눔 참여  
및 회원 평균 기부금 배너  
패치 등 현재 진행 중인 LCIF  
표창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인정됩니다.

클럽이 라이온스 봉사에 힘을 싣는 방법 

캠페인 100과 국제재단(LCIF)에 대한 클럽의 지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라이온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귀 클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 100과 국제재단(LCIF)을 지원하시겠습니까?

100% 회원 참여 권장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한 열쇠는 바로 참여입니다! 클럽 회원에게 개인 기부를  
권장하여 국제재단과 캠페인 100모금을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럽 회원 전원이 US$100 기부에 참여하는 100 I100 클럽이 되십시오
100%의 회원들이 연간 US$100 이상을 기부하는 클럽은 100 I 100 클럽으로 특별  
표창을 받게 됩니다.

기금모금 행사 개최
기금모금 행사는 클럽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불어, 행사에 초대된 비회원들은 라이온들이 펼치는 훌륭한 활동에 대해 배우고  
국제재단과 캠페인 100을 후원하기 위해 신입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클럽 기금으로 기부
많은 클럽들이 자선 기부를 목적으로 조성된 클럽 기금을 국제재단에 기부합니다.  
이러한 기부는 클럽 지도부가 전 회원을 대표하여 국제재단을 후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의 기업체 및 비회원 기부 독려
많은 클럽들이 지역 내에서  기업들 및 라이온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기초하여 라이온이 아닌 지역 주민 및 지역모임들을  
기금마련 행사에 초대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기부를 요청함으로서 캠페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클럽 되기-회원 평균 US$500 기부
모델클럽은 캠페인 100을 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클럽들이 목표를 높게 잡고  
모범을 보이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모금되는 모든 기부금은 모델클럽 자격에 반영됩니다. 모델클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ionsclubs.org 의 자료 센터에서 캠페인 1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고 말할 때, 전 세계 140만 라이온들은 “우리는 봉사한다”
고 말합니다. 클럽이 봉사활동과 기부를 함께 실천하며 100% 온전한 봉사를 펼치는 봉사의 신기원을 연  
모든 클럽에 감사드립니다. 캠페인, 국제협회, 국제재단과 미래의 성공은 현재의 클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함께 캠페인 목표를 이룰수 있고 또한 이룩할 것이며, 전 세계에 봉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