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F 프로그램
MJF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위한 공헌을 표창하는 국제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MJF 프로그램은 국제협회 창시자 멜빈 존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1973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MJF 프로그램은 라이온스 국제재단
(LCIF)에 US$1,000를 기부하는 분들의 공헌을 표창합니다.

새로운 MJF은 기부자에게 핀, 감사패 및 국제재단 이사장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기부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기부 내역을 다른 개인 명의의
MJF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MJF(Progressive Melvin Jones Fellowship) 프로그램

PMJF는 MJF의 확장된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공헌을 도모합니다. 초기
MJF 기부 이후, 추가로 US$1,000를 기부할 때마다 누적 기부 총액에 따라 PMJF 특별핀이
수여됩니다. MJF와 마찬가지로, 기부자는 PMJF 기부자 명의를 다른 개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 분야

국제재단은 시력, 청소년, 재해 구호, 인도주의 봉사에 중점을 두며 더욱 폭넓게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기금에 기부할 경우 MJF 및 PMJF를 수상하게 됩니다.
• 봉사에 힘을↗ 기금
• 일반 재해 기금

봉사에 힘을↗ 기금: LCIF 주력사업 (시력, 청소년, 재해 구호, 인도주의 지원, 당뇨병, 소아암, 기
아, 환경)

재해 구호: 국제재단이 재해가 발생한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응급 구호, 일반 구호 및
장기 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재단은 수 주 또는 수 개월간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해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MJF 프로그램은...
지구, 클럽 및 개인 모두가 MJF
프로그램을 통해 LCIF에 기부할 수
있지만, 그중 개인 기부자에 한해
공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부자의 기부금을 모아 함께 MJF를
신청할 경우, 모든 기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이 대표로 MJF를
수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기념하거나, 추모하기
위해 MFJ 수상자로 다른 개인의
명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FJ는 한 번에 전액을 기부하지
않아도 되고, 5년 동안 최소
US$100의 분할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총액이 US$1,000에 도달하면
MJF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MJF 신청서(후면
또는 www.lionsclubs.org 에서
다운로드)를 기부금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MJF 기부금이
이미 누적 된 경우,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 ‘기부 방법’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MJF(Melvin Jones Fellowship) 신청서
신청서 작성자

성명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분야를 선택하세요.
___봉사에 힘을↗ 기금
___재해 구호 기금

(이상의 금액은 MJF로 누적됨)

___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JF 로 누적되지 못할 수 있음)

MJF 수상에 반영된 이전 기부:

*참고 - 이 항목은 국제재단에 이미 충분한 기금이 입금된 경우에 한해 작성합니다.
수상에 반영된 기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기부 세부사항

기부자 성명 (개인, 클럽, 회사, 재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자 회원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자 소속 클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자 소속 지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 금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전액 기부 ___분할 기부 ___분할 기부 완료

MJF을 위해 개인 기부를 한 기부자들은 라이온스 나눔 프로그램의 회원으로도 인정
받게 됩니다. 라이온스 나눔 프로그램은 세 단계의 기부에 대해 표창합니다: US$50
(1 스타) US$100 (2 스타) US$200 (3 스타).

o네! 제 기부에 대해 MJF 수상과 더불어 라이온스 나눔 핀도 함께 수령하겠습니다.
기부 방법

Www.lionsclubs.org를 통해 기부하세요.

___US$ 수표 동봉 (LCIF를 수취인으로 하는 미국 은행 발행 수표)
___전신환/계좌 이체 (계좌 이체 영수증을 첨부하세요.)

___지역 LCI 무통장 입금 (은행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세요.)

___현금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기부자 기부 양식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국제재단은 모든 기부금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lock box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3. MJF 수상자 (개인)

수상 신청 유형(다음 중 하나 선택) 기업 또는 단체는 MJF 수상 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___MJF ___PMJF ___수상자 추후 지정
___고인을 기리는 추모패

수상자명 (기재한 성명이 상패에 표기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상자 회원번호(해당되는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상자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시/도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
수상자 소속 클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상자가 고인일 경우 추모패를 수령할 MJF 유가족 명단을 기재하세요. (추모
패와 함께 수여되는 인증서에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배송지 정보

참고: 인증서 등의 물품은 사서함을 통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령인 회원번호 (해당할 경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시/도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서는 본부에 기부금과 신청서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대로 발송해드립니다. 배송기간은 미
국 내 최대 15일, 미국 외 지역 30일이 소요됩니다.

특이 사항/요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ons Clubs International Foundation
Department 4547
Carol Stream, IL 60122-4547 USA

전화: 630-203-3836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이메일: donorassistance@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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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