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장지역

8억 2천만 명
이상의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1

새로운 주력사업 분야에 뛰어든 한국 라이온들

한국 라이온들은 식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제협회의
새로운 주력사업 분야
중 하나인 기아 문제에서
영감을 얻은 한국
라이온들은 국제재단(LCIF)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의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이온들은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DCG)을 활용하여
식료품 기부 행사를 개최하고, 따뜻한 음식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이웃들과 만나
서로 소통하는 일이
매우 즐겁습니다.”
라고 성진 라이온이
말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라이온들,
LCIF의 지원으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봉사하다.

기아
lcif.org

최중열 국제회장은 “특히 제 고국에서 라이온들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라이온들은 친절하고 자애로우며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한국 및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DCG 교부금과 더불어, LCIF는 기아 교부금을 통해
라이온들의 대규모 봉사사업을 지원합니다. 현지
라이온스클럽 및 LCIF의 지원으로, 한때 식량 불안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따뜻한 식사를 하고, 집에서 저녁
식사를 차리며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 식량 생산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기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치,
경제적 상황,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지금과 같은 슬픈 현실이 초래되었습니다.
기아 관련 문제는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2천만 명

60% 이상

일본 빈곤선 이하 계층, ~750,000 명
식량부족3

세계 영양결핍 인구의 60%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2

중국의 어려움

~8%

- 1억 5,080만 명 영양실조
- 19.6% 빈혈4
- 세계 인구 22%를 먹일 식량과 세계 경작지5
9%의 생산 담당

대만 인구의 8%가 식량 부족 및
정기적 굶주림 경험6

이는 단지 제5헌장지역의 통계이며, 전 세계 기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9명 중 1명
만성적 기아7

20억 명

5세 미만 어린이의 최소

여성의 식량 불안 가능성 10% 높음8

50% 가 ‘숨은 기아’

영양 가 있고 충분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못함.

필수 영양소 부족9

25% 어린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의 부족으로
성장 발달 문제 경험11

lcif.org/hunger

국제재단과 라이온스

봉사를 지원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아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LCIF는 1968년부터 라이온과 전 세계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아 교부금

학교 급식 프로그램,
푸드 뱅크,
급식소 등 지원

10,000불 100,000불

매칭 교부금

공사 및 장비 비용 지원

10,000불 100,000불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현지 지구 및
클럽 봉사사업 지원

교부금 지급액 상이

레오 봉사
교부금

레오 주도 봉사사업 지원
최대 1,500불
지구당

최대 5,000불
복합 지구당

1유엔식량농업기구, 2글로벌 푸드뱅크 네트워크, 3 알리안즈(ALLIANZ) 4월드 푸드뱅크 프로그램, 5스프링거링크(SPRINGERLINK), 6타이완 뉴스, 7세계보건기구,
8와이헝거(WHYHUNGER), 9 11유니세프, 10유엔, 교부금 한도액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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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는 LCIF와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이 지원하는 여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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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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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단 기부에 참여하여
라이온들의 봉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lionsclubs.org/do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