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개인 표창

기부자 표창

기부에 동참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표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재단은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에 참여하며 라이온스 봉사를 발전시킨 개인 및 클럽에게 특별 표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개인 표창

캠페인100
기부자 핀
US$100 이상 누적기부한 개인에게
캠페인 100 기부자 핀이 표창됩니다.
US$100 이상 기부하며 캠페인 100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각 기부 수준에
따라 핀 배너가 표창됩니다.

캠페인 100 기부자 핀 배너

앞/뒤

앞/뒤

선도 및 주요 기부 표창
선도 및 주요 기부자 핀

선도 및 주요 기부자 표창은 US$25,000 이상의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2017년 7월 1일부터 누적 기부액이 US$25,000 이상인 기부자에게
제공됩니다. 선도 및 주요 기부자는 핀과 함께 다양한 수상품을 받습니다.

100만불 핀

US$1,000,000 이상의 기부자 또는
약정자에게 수여됩니다.

선도기부자 핀

US$100,000 - US$999,000의 기부자
또는 약정자에게 수여됩니다.

주요기부자 핀

US$25,000 - US$99,999의 기부자
또는 약정자에게 수여됩니다.

선도 및 주요 기부자 선언문

감사카드 및 희망의 메세지 카드

선도 및 주요 기부자는 캠페인 지도자로부터 특별 감사카드를 받고, 또한
미래의 라이온과 레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세지를 오크부룩 본부의 멜빈
존스 사무실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기 기부자 표창
정기 기부자

캠페인 100에 매년 또는 매월 기부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기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수상품이 제공됩니다.

손가방, 자필 감사장

In gratitude for your support of Campaign 100 as a Sustaining Donor,
Lions Clubs International Foundation is pleased to recognize:

정기 기부자 감사장

Your name as inscribed above will be added to an honored list
of supporters on the Campaign 100 donor wall at International Headquarters
and your continued support will empower the service of Lions for years to come.

PIP Dr. Jitsuhiro Yamada

PIP J. Frank Moore III

International Campaign Chairperson
Campaign 100

International Campaign Vice Chairperson
Campaign 100

캠페인 100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따뜻한 온정이
모아진다면, 우리의 향후 10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재단 (LCIF)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USA
+1.630.203.3836 lionsclubs.org/campaig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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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와 국제재단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EEO)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