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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교부금으로 지진 구호 활동을 펼치는 튀르키예 라이온들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023년 2월 8일 - 2월 5일 초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하여 가옥과 건물 수백 채가 붕괴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망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지역사회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변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라이온스는 가장 먼저 구호에 나선다.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튀르키예 라이온들의 구호 봉사를 돕기 위해 신속히 주요재해기금 20만 불을 

지급했다. 라이온들은 교부금을 지원받아 100년 만의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장단기 구호를 제공한다. 

 

더글라스 알렉산더(Douglas X. Alexander) 국제재단이사장은 “이번 강진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에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민들에게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라이온들은 이 교부금을 사용하여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청소와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현지 단체와 협력하여 장기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봉사에서 부족한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라이온들 대부분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살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까지고 주민들 곁에서 돕겠습니다.” “국제재단 교부금은 재난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더 큰 변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라고 알렉산더 이사장은 말했다.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자연재해가 400%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재단 재해 구호 교부금은 다양한 구호 활동 단계에서 라이온스 주도 구호를 

지원한다. 라이온들은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약하며 구호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필요를 평가하는 것도 라이온들의 

몫이다. 국제재단 교부금은 라이온스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 발생할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이재민을 돕는 라이온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면 웹사이트 lionsclubs.org/donate를 확인하거나 지역의 라이온스클럽을 

방문하면 된다. 

 

국제라이온스재단(LCIF) 소개: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국제협회의 자선 기관입니다. 1968년에 설립된 국제재단은 

교부금 지원을 통해 라이온들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968년 설립된 이래, 국제재단은 18,000여 건의 

교부금으로 총 12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CIF 페이스북에 접속하거나 

온라인 lionsclubs.org/LCIF에서 확인하십시오. 국제재단을 지원할 

방법은 lionsclubs.org/donat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c212.net/c/link/?t=0&l=en&o=3392964-1&h=2811153006&u=https://www.lionsclubs.org/ko/donate?utm_source=news&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us-tornado-2021&a=lionsclubs.org/donate
https://c212.net/c/link/?t=0&l=en&o=3392964-1&h=2170182883&u=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club-locator&a=contact+your+local+Lions+club.
https://c212.net/c/link/?t=0&l=en&o=3392964-1&h=4094630599&u=https://www.lionsclubs.org/en/discover-our-foundation/mission?utm_source=news&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us-tornado-2021&a=Lions+Clubs+International+Foundation
https://c212.net/c/link/?t=0&l=en&o=3392964-1&h=987020044&u=https://www.facebook.com/LCIFLions/&a=LCIF+on+Facebook
https://c212.net/c/link/?t=0&l=en&o=3392964-1&h=3955370639&u=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foundation/mission?utm_source=news&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us-tornado-2021&a=lionsclubs.org/LCIF
https://c212.net/c/link/?t=0&l=en&o=3392964-1&h=2811153006&u=https://www.lionsclubs.org/ko/donate?utm_source=news&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us-tornado-2021&a=lionsclubs.org/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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