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IF 교부금 중간 보고서

LCIF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교부금 지원 활동을 감독하고, 혜택을 측정합니다. 국제재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부금 지급 또는 기타 
행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부금 수령인에게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장 및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재단은 교부금 사업 기간 
중 언제라도 중간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속 교부금 지급 및/또는 향후 교부금 요청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교부금 보고 지침입니다. 요청하는 정보와 답변을 아래의 순서대로 별지에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교부금 정보 

1. 국제재단 교부금 지정번호
2. 보고 기간              월/년               부터              월/년               
3. LCIF 교부금 금액 (US$)
4. 이전에 지급된 LCIF 기금액 (해당될 경우)

세부 사항

교부금 수령인은 보고 기간 동안의 활동을 요약합니다.

5. 보고 기간 동안의 활동을 요약하세요.

6. 사업과 관련한 행사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7. 기존 활동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을 요약합니다.

8. 보고 기간 동안 라이온들이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세요.

사업 관련 사진 및 미디어 홍보 

9. 보고 기간의 사업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을 제출합니다.
a. 사업에 대한 언론 홍보물 사본을 제출하세요.
b. 가능한 경우, 보고 기간 동안의 직접 수혜자 수를 표시하세요.

재무 세부 정보

10. 보고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예산을 제출합니다.
 a. 교부금 기금으로 구입한 모든 물품, 경비, 서비스에 대해 지불 송장 또는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원본을 제출하세요.
 b. 사업 계좌의 은행 명세서 사본도 제출하세요. US$200을 초과할 경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c.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필요하거나 요청할 경우).
 d. 미사용 교부금 잔액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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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보고 양식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 기간 동안의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활동 다음 단계

사업 활동의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활동 계획, 예상 목표 및 목적, 일정 및 예산, 예상 종료일, LCIF 다음 지급 요청액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보고서 승인

보고서는 LCIF에 제출하기 전에 클럽 임원(클럽 교부금), 지구임원회(지구 사업), 복합지구의회(복합지구 사업) 또는 LCIF 승인위원회/그룹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와 승인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와 회의록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 서명

LCIF 보고서 제출 승인을 위해, 교부금 관리자와 사업위원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고서는 LCIF 교부금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교부금 수령인은 LCIF에 제출한 모든 보고서(관련 자료 포함)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라이온스재단 (LCIF)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USA
630-571-5466  |  LCIF@lionsclubs.org

수입 금액 사업 경비 금액 공급처 
사업체명

영수증 번호

라이온스 지출 X 1
지출 Y 2

기타 지출 Z 3
기타 경비 4

LCIF 교부금
합계: 합계:

교부금 관리자 서명 이메일 날짜 

사업위원장 서명  이메일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