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IF: 책임감 있는
교부금 관리

재정 투명성은 자선 단체가 현재 및 예비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신 중 하나입니다. 라이온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봉사를 하려면 반드시 기부자들이 있어야 하며 이 기부자들을 위해 국제협회의 자선 재단인 국제재단(LCIF)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설립된 국제재단(LCIF)은 라이온스 및 협력 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봉사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재단(LCIF)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투명성, 관리 방식, 지도력 및 성과에 중점을 두며
기부자 기금을 관리합니다.

기부자들을 위한
재단의 100% 약속

기부자들은 운영상의 우수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자선 단체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LCIF도 재정적 기부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공유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뢰를 쌓는 데 있으며,
기부자와 수백만 명의 라이온스 봉사 수혜자들 모두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기부자들을 위한 재단의 100%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LCIF는 기부금의 100%를
교부금 및 프로그램 경비에
사용합니다.

모든 자선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LCIF도 프로그램, 행정, 기금 모금 경비 등
세 가지 범주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LCIF는 대부분의 자선 단체와
달리, 이자 수익 및 배당금, 유가 증권 판매 수익, 재단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투자 가치 증가를 포함한 투자 수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행정 및 기금 모금
비용의 10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LCIF 기금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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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처:

• 교부금 지원 (단기 및 장기)

• 프로그램 경비 (교부금 할당 및
LCIF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투자 수익 사용처:

• 행정 경비 (관리 및 관련 회의; 기부금 처리 및
전반적인 재단 운영; 재무 감독)
• 개발 경비 (표창, 기금 모금 활동,
LCIF 코디네이터 기금 모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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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는 라이온스의 연간 국제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제2차 시력우선

기금모금 캠페인(CSF II) 기금을 포함한 지정 교부금에 대한 기금 지원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이유

우리가 출범을 도왔던 저시력 센터를 위해 1990년에 교부금을 제공한 LCIF의
훌륭한 업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LCIF의 초기 재해 구호 기금 중 하나의
혜택을 받았고 최근에는 호스피스 하우스 설립을 위해 US$100,000의 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LCIF의 헌신적인 많은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협력해왔으며, 이 담당자들은 훌륭한 프로그램과 봉사사업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LCIF의 재정 지원을 받을 만큼 성공적이며 가치있게 만들어 줍니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직원과의 협력이 수행되어 기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LCIF를 자랑스럽게 지원합니다.
Dr. Edward V. Cordes 전국제이사 및 Gail Cordes 라이온

발전을 위한
협력

라이온스와 LCIF의 봉사의 여정에는 함께하는 많은 협력 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지원으로
대규모 봉사사업에 필요한 기금 할당 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주요 단체들은 LCIF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적 기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CMYK
BLUE C-100% M-44% Y-0% K-0%
GRAY K-56%

성장을 위한 시간

새로운 주력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17년, LCIF는 소아암, 기아, 환경 분야를 공식 주력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 봉사 사업의 교부금 기회에 대한 라이온들의 인식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동시에 준비 자금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 1월, LCIF는 최대 US$150,000에 이르는 해당 주력 사업 분야의 첫 번째 교부금을 수여했습니다. 교부금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라이온스 봉사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직접 알아보기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세상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140만 라이온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LCIF는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고 신중한 기금 운용을 위해 기부자들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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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FAQ: lionsclubs.org/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cif-general-faq

LCIF 의무 및 개인정보: lionsclubs.org/explore-our-foundation/responsibility-privacy
• 연례 보고서
• 서식 990
• 재무제표

• Charity Navigator

지속적인 신뢰 구축

국제재단은 미국 자선 평가 단체 Charity Navigator(CN)의 모범적인 평가 기록을 자랑합니다2. CN은 9천 개 이상의 미국 기반 자선
단체들의 재정 건전성, 책임감, 투명성을 평가하고 180만 건 이상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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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y Navigator, charitynavigator.org

믿고 기부하세요

lionsclubs.org/donate

lcif.myplannedgif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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