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재단(LCIF) 레오 봉사 교부금은 레오들이 개발하고 실시하는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라이온스 지구/복합지구에서 LCIF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부금은 적격한 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지구의 경우 최대 US$2,500,

복합지구의 경우 최대 US$5,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경, 기아, 시력, 

소아암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교부금은 프로젝트 준비 및 레오의 직접 참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준비물, 소모품, 장비 구매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장소, 교통, 행사 홍보, 다과, 사전 행사 계획 및/또는

교육 등을 위해 일부 합리적인 운영 경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부금은 하나 

이상의 레오클럽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허용된 한도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레오 봉사 교부금 

•봉사 중심의 기회

•레오들이 쉽게 개발하고 시행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지역에서 충족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

•지역사회에서 레오와 라이온스 

클럽의 존재를 강조

•라이온스클럽, 지역사회 파트너, 기타

자원봉사자가 적절하게 참여

•클럽 회비 납부, 예비 기금 마련, 모금

활동 지원, 신생 클럽 조직.

•다른 단체에 기부 

•장학금 지급, 부상이나 경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제공

•개인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

•반복되는 수수료 또는 지속적인 

운영비 충당

•소모품 구매 

부적합한 프로젝트:
가능한 봉사 분야

레오들은 매우 다양한 봉사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프로젝트 분야에는

아래가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협회 봉사체계: 당뇨병, 환경, 기아, 시력, 소아암 지원 사업

•긴급/재해대책 및 구호: 계획과 준비 활동, 지역사회 참여, 지역의 응급관리
기관과의 협력

•교육: 교육 홍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멘토링 및 개인교습 활동, 직업 훈련,
사회적 포용

•건강과 복지: 신체 활동,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 교육, 인식, 옹호 활동을 
촉진시키는 행사

•지역사회 활성화: 주택 수리, 정수 프로젝트, 잔해 제거, 주택 도색, 지역 
환경미화, 일반 환경정화 활동, 지역사회 텃밭 조성

•위험한 환경 및 취약 계층: 위험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 노숙자, 장애인, 
노인, 난민, 가정 폭력 희생자 또는 상이용사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

적격한 프로젝트가 갖춰야할 요건:



기준

1. 교부금은 적격한 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지구의 경우 최대 US$2,500, 복합지구의 경우 최대 

US$5,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참여하는 레오클럽은 반드시 굿스탠딩이어야 합니다.

3. 교부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는 프로젝트 착수 최소 6주 전에 LCIF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매년 지구 또는 복합지구 당 1건의 교부금만 허용됩니다.

5. 봉사사업을 위해 협력하는 다수의 레오클럽이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매칭기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7. 레오들은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8. 국제협회 봉사체계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9.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프로젝트 완료 후 30일 이내에 LCIF에 제출해야 합니다. LCIF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지출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며 영수증이나 결제한 송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10. 교부금 지급 건수는 연간 프로그램 한도인 US$200,000가 소진될 때까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LCIF의 목표는 교부금이 모든 헌장지역의 프로젝트에 

골고루 사용되는 것입니다.

11. LCI/LCIF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위원회가 신청서를 예비심사하고 국제재단 이사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질문

1. 프로젝트의 제목/주제는 무엇입니까?

2. 이 프로젝트는 국제협회 봉사체계 중 한 분야 해당됩니까? 그렇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3. 레오클럽명과 클럽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개 이상의 클럽이 참여하는 경우, 시행을 주도할 클럽을 

기재합니다.

4. 이 프로젝트는 언제, 어디에서 실시됩니까?

5.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나 필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6. 봉사할 목표대상이나 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프로젝트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7. 실행계획과 일정을 기술하십시오. 프로젝트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레오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지역사회 파트너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8. 프로젝트 예산을 기재하십시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지출 목록을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다른

재원의 출처를 강조해 주십시오.

9. 이 행사나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별도의 Word 문서로, 질문 순서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제출하십시오.)



레오클럽 회장으로서, 본인은 레오 봉사 교부금 기준을 검토하고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를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에게 제출할 때 프로젝트

세부사항이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레오클럽 회장 (성명, 정자체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으로서, 본인은 교부금 관리자가 되어 국제재단이 승인한 목적을 위해 이 교부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를 국제재단에 제출하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 (성명, 정자체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복합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 당사자는이 교부금의 사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LCIF에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프로젝트 개발) - 레오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라이온스 지구총재 또는 라이온스 복합지구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에게 제출할 때, 사본을 LCIFLeogrants@lionsclubs.org로 보냅니다.

(신청서 제출) -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서명한 후 LCIFLeogrants@lionsclubs.org로 전달합니다.

(LCIF 심사) – LCIF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합니다. 국제재단 이사장의 결정이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 레오클럽 

회장에게 전달됩니다.

(교부금 지급) –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교부금은 지구/복합지구로 지급되어 프로젝트를 시행할 레오클럽에게 전달됩니다. 

(프로젝트 시행 /보고) – 레오클럽은 승인된 활동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이 접수하여 검토하고 LCIF에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반드시 LCIF

(LCIFLeogrants@lionsclubs.org)로 제출해야 합니다.

레오클럽 회장, 라이온스 지구총재/복합지구의장의 서명 확인서

신청 절차

LEO225KO   11/17

국제라이온스재단 (LCIF)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8842

전화: (630) 203-3819

팩스: (630) 571-5735

LCIFLeogrants@lionsclubs.org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