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DCG)은 지역사회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DCG 기금은 지구와 클럽이  
재단에 기부한 각자의 기부금 액수 내에서 교부금을 지급합니다. DCG  
기금의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CI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및 지침은 라이온들이 공동 사업을 위해 DCG 기금을 모으거나  
DCG 기금을 다른 LCIF 교부금 프로그램의 현지 매칭으로 사용할 때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각 클럽은 클럽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자의 DCG 기금을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사업에 협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여러 클럽들이 DCG 기금을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기금을 함께 모으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각 클럽은 남은 DCG 잔고 중 일정 금액의 기금을 지구로 이전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클럽회장이 서명한 서신을 제공함으로써 단일 사업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데 합의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클럽은 지구로의 기금 이전 승인을 확인할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n 다음으로, 지구는 클럽으로부터 모아진 기금을 단일 사업에 사용한다는 DCG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클럽이 서명한 서신과 회의록은 지구의 DCG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n 기금은 국제재단이 지구의 DCG 교부금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만 클럽에서 지구로 
이전될 것입니다.  

n 지구가 교부금을 수령하고 교부금 관리 및 보고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집니다. 

여러 클럽의 DCG 기금을 합산하는 방법 

다른 LCIF 교부금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매칭의 일환으로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신청

여러 클럽들의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기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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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클럽은 다른 LCIF 교부금 프로그램의 현지 매칭 기금 구성요소 중  
일부로 각각의 DCG 가용 잔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매칭 기금 요건을  
갖춘 모든 LCIF 교부금 프로그램은 지구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LCIF 교부금 프로그램 신청의 현지 매칭 기금 요건 전체 또는 일부로 DCG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 각 클럽은 다른 LCIF 교부금 신청의 매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DCG 가용 
잔고 중 일정 금액의 기금 사용에 동의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클럽의 DCG 잔고 중 일정 금액의 기금을 지구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클럽회장이 서명한 서신을 말합니다.  또한 각 클럽은 지구로의 기금 
이전 승인을 확인할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n 지구는 현지 매칭 기금 요건의 전체 또는 일부로 적용될 DCG 교부금을 위한 
LCIF 교부금 프로그램과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DCG)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클럽이 서명한 서신과 회의록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n LCIF 교부금 신청이 승인되면, DCG 기금도 승인됩니다. DCG 기금은 LCIF  
교부금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 클럽에서 지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n 또한 지구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른 LCIF 교부금 신청의 현지 매칭 기금  
요건으로 DCG 가용 잔고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LCIF 교부금 프로그램의 현지 매칭 기금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DCG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