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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맞서

우리는 매일 지구가 황폐화 
되어가는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가 그 피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지역 
주민들은 거의 40 년만에 
참혹한 폭우와 끔찍한 홍수로 
헤아릴 수 없는 파괴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파괴된 

곳 중에 지역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장소였던 구라시키 
북서부의 마비초 도서관도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재단(LCIF)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듣는 즉시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30 만 
달러를 재해 구호 
기금으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같이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부분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서관 서적의 90%가 망가졌고,  도서관을 새로  
건축하는 것도 몇 년은 걸립니다.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라고 한 라이온이 말했습니다.  
“국제재단으로부터 추가 기금을 지원받아 트럭 한 대를  
마련하고 책과 책장을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도 
이동도서관은 마비초 지역의 여러 학교들과 임시 주거 
단지를 돌며 도서관 신축공사를 마칠 때까지 임시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30 만명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음1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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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구호 



LCIF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대부분의 LCIF 기금은 라이온들로부터 
모금되며, 100%의 기부금이 LCIF 교부금 및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온스 봉사사업에 사용됩니다.

재해 구호는 LCIF와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이 지원하는 주력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라이온과 클럽의 재정적 지원으로, 캠페인 100은 시력, 
청소년, 재해 구호,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봉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당뇨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처하며 소아암, 기아, 환경 분야까지 확대된 글로벌 주력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라이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단을 지원하여 
라이온스 봉사를 지원하세요 
lionsclubs.org/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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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org/disasterreliefLCIF와 라이온스

교부금 지원, 해결책 제시
지난 50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390 % 증가했습니다9. 그리고 LCIF와 라이온스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LCIF는 아래와 같이 국제적인 재해 구호를 위해 미화 1억 3,400만불을 제공했습니다.

재해대책 교부금 
향후 재해구호 
활동 준비 지원 

최대 US$10,000

긴급자금 
즉각적이고 

중기적인 도움 지원 

US$5,000-US$10,000

지역사회복구 교부금 
단기 청소 및 

수리 지원 

최대 US$20,000

출처/참고: 1,6,7,8유엔; 2,3,42000-2018, 아시아 개발 은행, 국제 재해 데이터베이스; 5아시아 재난 감소 센터; 9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 10국제회장과 국제재단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 교부금 한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재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90 %의 
자연재해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6

중국  

필리핀

일본

한국

2,530만 명이 
갑작스러운 재해로   이재민이  
되었습니다7

연간 경제적 손실은 

2,500억 ~ 3조불입니다8

주요 재해 기금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제공10

홍수, 지진, 겨울 혹한 
피해 규모 

지진  
사망자  

사이클론 사망자 
태풍, 산사태, 홍수 
사망자 사이클론 피해 규모 

피해 규모 

지진, 쓰나미  
사망자  

폭풍, 홍수, 사이클론,
겨울 혹한 피해자

지진, 쓰나미  
피해 규모 

6억4500만 명 ~ 19,850명 ~ 3,910억불390,500명 이상

7,415명 217명100억불4
43억불4

1,460억불2

건물 27,000채,  
농지 31,000헥타르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