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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총무 e-Boo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안내서는 클럽 총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안내서에는 클럽 총무 

역할에 유용한 자료뿐만 아니라 동료 회원 및 임원들과 함께하는 단합된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e-Book을 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에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와 하이퍼링크가 나타납니다. 하이퍼링크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도구, 자료, 

문서로 직접 연결됩니다.  

 

클럽 이끌기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맡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 연수 및 계획할 시간을 가지면 클럽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료 지도자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면 

클럽이 비전을 인식하고 성공을 확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클럽 총무 e-Book | 2 

이끌어 갈 준비, 성공할 준비 

 

클럽 총무직을 위한 자습식 학습 시작 

 

클럽 총무직을 처음 맡았거나 가장 최신의 직무 설명서, 도구와 자료를 이용하고 싶으면 자습식 

온라인 학습을 활용하십시오.   

 

라이온스 학습센터(Learn 앱 내에 위치)에 로그인하여 직책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알려주는 

온라인 클럽 임원 과정을 학습하십시오.  

 

• 클럽 임원 연수 - 클럽 임원의 역할과 책임, 클럽 조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 클럽 총무의 책임 - 클럽 총무의 책임을 요약하고 각종 업무 마감일을 설명하며 

총무직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명부 관리 및 국제협회에 회원 현황 보고 

 

회의 관련 문서와 의제 준비 및 안건 진행 일체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모든 관련 기록의 파일 보관 

 

클럽 공문 관리 

 

지대회의에 적극 참여 

 

임기 종료 시 차기 총무에게 모든 기록 인계 

 

클럽의 헌장 및 부칙 숙지 

 

클럽의 헌장 및 부칙은 클럽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국제협회의 차터를 받은 클럽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 체계와 방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럽 사업의 진행 절차와 관련해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 클럽이 국제헌장 및 부칙에 준해 자체 관리 규정을 만들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클럽에 자체 헌장 및 부칙이 없다면 이 표준 규정을 사용합니다.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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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로그인 계정 만들기    

 

Member Portal(회원 포털) – MyLion, MyLCI, Insights, Learn, Shop 등 모든 라이온스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Lion Account로 Member Portal에 로그인하십시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라이온스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on Account가 없으신가요? 등록링크를 클릭하여 

등록하십시오. 

 

등록 및 비밀번호 안내문 - MyLCI에서 아직 프로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안내문이  

MyLCI에 쉽게 접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MyLion – 소통.봉사.보고! 클럽이 봉사를 보고하고 봉사사업을 계획하며 동료 

라이온들과 소통하고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MyLCI 관련 문의는 

MyLION@lionsclubs.org로 연락하십시오.  

 

• MyLCI – 라이온 지도자를 위한 앱입니다! 클럽이 회원 관리, 지구 및 클럽 프로필 작성, 

클럽 대의원 확인, 대회 기록 및 계획, 신생클럽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LCI 관련 문의는 myLCI@lionsclubs.org로 연락하십시오.   

 

• Insights – 회원, 봉사 활동, 기부 및 클럽 효율성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지구 목표 진행 상황 및 Learn 현황 확인 기능도 있습니다.   

 

• Learn – 라이온스 학습센터 학습과정 완료, 국제협회의 국제 연수회(ALLI, FDI, LCIP) 

검색, GLT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가 보고한 현지 연수회 확인, 개별 라이온과 

레오의 ‘내 학습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 Lions Shop -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클럽 용품과 국제협회 상표가 부착된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클럽 회장, 총무, 재무가 회원 포털에 로그인한 후 

Shop에서 클럽 자금으로 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클럽 용품 관련 문의는 이메일 

orderdetails@lionsclubs.org로 연락하십시오.  

 

디지털 도구 개선 

 

2023년도 중반, 국제협회에서는 MyLion, MyLCI, Insights를 통합하고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여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Lion Portal(라이온 포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현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on Portal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lci-user-app-prod.azurewebsites.net/account/register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EA%B8%B0%EC%88%A0-%EC%A7%80%EC%9B%90
mailto:MyLION@lionsclubs.org
mailto:myLCI@lionsclubs.org
mailto:orderdetail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digital-products/portal-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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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명부 및 회원 연락처 관리   

 

클럽 총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클럽 회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MyLCI는 클럽 명부와 회원의 연락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회원 명부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 

 

MyLCI에서 나의 클럽/보고서 - 클럽 명단 보고를 실행하여 클럽의 모든 회원 명단이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MyLCI에서 회원 보고  - 회원 추가, 삭제, 전출 또는 각 회원 정보 편집에 대한 질의응답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면 쓰기 기능이 있는 PDF 형식의 

월별 회원 보고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회원 보고 실연 동영상- 회원 명부에서 회원을 추가, 편집,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가족 회원 실연 동영상 - 클럽에 가족 회원을 생성, 편집,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모든 클럽 회원의 회원 유형과 분류 이해하기   

 

각 회원의 권리와 의무, 부과되는 회비는 회원 유형과 회원 분류의 조합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회비 및 클럽회비에 영향을 줍니다.    

 

회원 유형 및 분류 – 각종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간략한 설명서입니다. 

 

 회원 유형 – 협회는 정규 회원 이외에도 가족, 대학생, 레오 출신, 청소년 회원 

등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회원 유형에 따라 각 라이온에게 

청구되는 국제회비와 부과금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회원 분류 - 정규 클럽 회원을 다양한 회원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준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현지의 

클럽 회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비 부과는 클럽의 헌장 및 부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Member/MemberFAQ_KO.pdf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54
https://www.youtube.com/watch?v=ke-hpBNgod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e-hpBNgod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hpGpoIxU0Y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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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입회 처리 절차   

 

클럽에 신입회원을 추가할 때 클럽 회원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신입회원이 입회할 때 

회원위원장은 해당 회원이 선택한 참여 수준에 맞는 회원 범주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가족회원, 학생회원, 레오-라이온 전환 회원 등 할인된 국제회비를 부과하는 협회의 다양한 

회원 유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 - 예비 신입회원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서식입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해 MyLCI에서 신입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입회원의 입회 

신청서 사본을 클럽의 공식 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예비 회원에게 사본 1부를 돌려줍니다.  

 

통신용 회원 데이터 다운로드  

 

클럽 임원 또는 회원 정보 다운로드 - MyLCI에서 이 기능으로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목록 등을 생성해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LCI Shop에서 온라인으로 클럽용품 구매 

 

LCI Shop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품과 국제협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량이 많은 항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클럽 회의 용품 - 의사봉, 공, 회의 서식, 회원 명찰 등이 포함된 온라인 카탈로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입회원 키트 - 신입회원 키트에 담긴 내용물은 신입 라이온을 환영하고 신입회원의 스폰서를 

표창하는데 사용합니다. 클럽 회장, 총무 및 재무가 Lion Account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입회원 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의류 - 셔츠, 모자, 그외 각종 대중적인 의류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 포스터 키트 - 매년 1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 및 표창 - 우수 라이온스 클럽의 공적을 표창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패, 메달, 상장 및 기타 

다양한 상품을 확인하십시오.  

 

 

클럽 용품에 관한 궁금한 점은 이메일 orderdetails@lionsclubs.org 로 문의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Reports/ReportsFAQ_KO.pdf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eting-supplies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nm10p?variant=31960822906960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apparel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ppk1?variant=31075715088464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awards-recognition
mailto:orderdetail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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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후 첫 30일 

 

회기 초는 총무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클럽 회원 명부 관리, 행사와 

봉사사업에 대한 일정 수립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기록 보관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기록은 회원, 위원회 보고서, 재정 및 의사결정 기록, 클럽과 

이사회에서 취한 조치 등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구 주최 클럽 임원 연수회 참가 

 

지구에서 제공하는 연수회는 클럽 전체 지도자 팀이 더욱 유능한 지도력 팀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각 임원들이 가장 일반적인 업무의 기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럽 명부 검토  

 

모든 회비 청구서는 6월말과 12월말의 회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탈회 회원에게 

회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퇴임하는 클럽 총무와 함께 6월 30일 이전에 회원 명부를 검토하고 

12월 31일 이전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회원 명부 검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yLCI에 로그인합니다.  

 

MyLCI의 클럽/보고서 섹션에서 클럽 회원 명부 데이터 보고서를 실행해 명단 내 회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MyLCI의 클럽/보고서 섹션에서 가족회원 보고서를 실행해 가족회원이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신입회원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국제협회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신입회원을 추가합니다.  

 

클럽이사회 검토 후 클럽 명부에서 잠재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의 명단을 준비합니다. 

 

클럽 명부에서 삭제된 회원들에게 회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전에 

MyLCI에서 최종 명단을 조정합니다.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회원 변동 사항이 

MyLCI에 기록되어 있는지 전 총무에게 확인합니다.   

 

•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면 MyLCI에서 회원 카드를 인쇄하거나 회원 서비스센터에서 

회원 카드를 주문합니다.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775


    

   
목차로 돌아가기  클럽 총무 e-Book | 7 

회원 연락처 업데이트 

 

회원들의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MyLCI의 회원 

정보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모든 회원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클럽 일정 수립 

 

회원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려면 클럽 일정을 사전에 잘 계획해 클럽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클럽 회장이 다음 회기의 클럽 일정을 준비하는데 협조합니다. 

  

월례 클럽 회의 및 이사회 회의 날짜를 정합니다.  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클럽 회의 

장소/시간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클럽 회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행사일정표를 만듭니다. 

 

지구 지도자들과 함께 주요 행사 및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국제대회 및 지구 차원의 표창).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회의(지대회의)를 준비합니다. 

 

클럽 회의 또는 지구총재의 연중 클럽 방문 등 행사를 기록합니다. 

 

타 지구 지도자들의 방문을 기록합니다. 

   

회의 물품 및 클럽 회의 장소 물색을 지원합니다. 

 

필요 시 지구와 복합지구 행사 일정도 제공합니다. 

 

국제협회 행사 일정 - 협회의 온라인 행사 일정표에는 주요 봉사사업, 지도력 및 회원 증강 

프로그램, 국제대회 등의 활동과 주요 행사에 대한 정보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간 업무  

 

클럽 총무는 매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의 준비, 회의와 행사 과정 기록, 후속 조치 

수행, 회의 문서 보관뿐만 아니라 매월 국제협회 및 지구와 소통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lions-events-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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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회의 준비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클럽이 회의 개최 방식을 정하는데 도움되는 안내서입니다. 

 

초청장 - 클럽을 대신하여 강사나 내빈에게 보내는 초청장 발송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클럽 회장에게서 요청을 받으면 클럽 회의와 이사회 회의 의제를 준비하십시오. 

 

보고서와 전월 회의 회의록을 준비하여 클럽 회의나 이사회 회의에서 적절하게 배포합니다. 

 

국제협회 내빈 접객 - 클럽은 지구총재, 해외 내빈 등을 포함해 모든 방문객을 위한 의전서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빈을 초청할 때 클럽의 전통과 의례에 대해 잘 설명하여 내빈이 클럽 

방문 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신입회원 입회식 - 이 안내서에는 신입회원 입회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럽 사업 기록 보관 - 일반 회원, 위원회, 이사회 회의용. 

 

클럽 회의 및 이사회 회의 종료 후 의제와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회의 기록을 위해 위원회 보고서를 수집, 배포, 보관합니다. 

 

회의록, 의제, 위원회 보고서, 재무제표, 선거, 회원 가입 신청서 등 모든 주요 업무 운영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보관합니다. 

 

회의록과 함께 재정 문서나 법률 문서의 보관 업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또는 법률 

기록을 인지하고 보관을 준비합니다.  

 

지방세 또는 단체 등록에 관한 필수 서류를 보관합니다. 

 

모든 계약서와 법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보험 증서를 받습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62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475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ertificate-of-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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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관리 

 

일반적으로, 국제협회와 지구는 라이온스 관련 서신과 물품을 클럽 총무의 직장 주소로 

발송합니다.  직장 주소는 MyLCI에서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 문서 이외의 

물품과 상품(핀과 상)이 포함된 우편물은 사서함으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봉사 및 회원 쉐브론 등의 배부를 준비하고 돕습니다. 시상을 위해 상을 클럽 회장에게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클럽 회장에게 초안을 보내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모든 회원들에게 회의록을 배부합니다. 

 

마케팅위원장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모든 회원들과 주요 지구 임원들에게 클럽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방명록을 활용해 각 회의록에 참석 라이온과 내빈의 명단을 포함시킵니다. 

 

각 회의 마다 클럽이나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를 자원한 회원들을 기록합니다. 누가 참여할 

것인지 위원장이 알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클럽, 지대, 지역, 지구 행사 개최 일주일 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 통지문을 보냅니다. 

 

참석자 확인을 요청 받으면 예정된 모든 지구 행사의 안내문을 보냅니다. 

 

클럽의 운영적 측면, 이를테면, 회원 수, 새로 선출된 클럽 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 

클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위원장과 협의합니다.  클럽에서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포함합니다.  

 

월별 생일과 클럽 기념일 목록(월/일만)을 작성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위원장에게 전달하여 

뉴스레터에 포함시키게 하고, 클럽 회장에게 전달해 클럽 회의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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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회원 변동 보고 

 

MyLCI에서 또는 월별 회원 보고서 서식을 사용해 매월 회원을 보고합니다.  회원 명부에 

변동이 없더라도 매월 보고해야 합니다. 

 

MyLCI에 로그인 - 과거에 MyLCI 사용자로 등록된 적이 없는 경우, 이 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기록해 두십시오.   

 

MyLCI에서 회원 추가, 전출, 삭제  - 다양한 회원 보고 기능에 대해 안내하는 질의응답 

문서입니다.  

 

회원 보고 실연 동영상- 회원 명부에서 회원 추가, 편집, 삭제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가족 회원 실연 동영상 - 클럽의 가족 회원 생성, 편집, 삭제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 - 예비 신입회원에게 직접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쓰기가능한 PDF 

서식입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사용해 MyLCI에서 클럽 명부에 해당 회원을 

보고하십시오.  

  

평생회원 신청서 - 협회의 평생회원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들을 위한 서식입니다.   

 

지구와 소통 

 

MyLCI에서 클럽 총무가 보고하는 회원, 선출된 임원, 클럽 봉사에 대한 정보는 지역 및 

지대위원장과 지구 임원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럽 봉사위원장을 대신해 봉사활동 보고  

  

클럽 봉사위원장이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매월 봉사활동을 보고합니다.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54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Member/MemberFAQ_KO.pdf
https://www.youtube.com/watch?v=ke-hpBNgod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hpGpoIxU0Y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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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회의 

 

지대회의  

 

지대는 4-8개의 주변지역 클럽으로 구성됩니다.  클럽 임원들은 통상적으로 회기 시작 후 첫 

세 번의 분기 동안 지대위원장이 주도하는 분기별 회의에 소집됩니다.  MyLCI의 클럽 

홈페이지에서 모든 지구 임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대위원장의 이름과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 지대위원장과 클럽 임원들이 분기별 지대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안내서입니다.  지대위원장은 종종 봉사, 회원, 기타 행사에 

대해 보고하도록 클럽에 요청합니다.  각 회의마다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며 지대회의는 클럽 임원들이 만나서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반기별 업무 - 12월과 6월에 집중 

 

클럽 명부 검토 및 업데이트  

 

국제협회는 연 2회 클럽 회원들에게 회비를 청구하며 대부분의 지구와 복합지구도 연 2회 

회비를 청구합니다.  클럽 회원에게 클럽 회비를 청구하기에 앞서 회원 명부를 검토하고 

클럽에서 활동 중인 회원 명단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월과 12월의 회원 명부를 철저히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라이온 회기는 7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신입회원 회비 및 입회비 - 국제회비와 입회비가 명시된 표이며 신입회원을 보고하는 달을 

기준으로 클럽에 청구합니다.  

 

정확한 청구서 발송과 소통을 위해 클럽 회원 명부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19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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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행사 

 

클럽 선거  

 

선거는 보통 4분기가 시작될 때(4월) 실시합니다. 선거 관련 규정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참고하십시오.   

 

지명위원회에서 임원 및 이사직에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제공합니다.  총무는 규정에 따라 

선거용 투표용지를 준비합니다.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의 ‘첨부 B’를 참고하십시오.   

 

차기 클럽 임원 보고 - 4월 15일 이전까지 또는 클럽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MyLCI에서 또는 

임원 보고서 서식(PU101)을 사용해 임원과 클럽 이사를 보고합니다.  

 

지구/복합지구 연차대회 

 

클럽 총무는 지구 연차대회 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 관련 업무 지원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클럽 지도부에 연락하여 연차대회 준비에 관한 항목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연차대회용 대의원 명단 보고에 대해서는 지구 사무총장이나 복합지구 사무총장에게 

확인합니다.  대의원 인원수 산출 방식은 국제 부칙 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 대기실, 대회 참가자 등 지구 행사에 필요한 등록을 완료합니다. 

대회 프로그램 인쇄물 지면 광고 또는 클럽 보고서에 대해 대회 주최 측과 확인합니다. 

 

임원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할 서류와 클럽 추천 증명을 처리합니다. 

 

국제대회 대의원 

 

각 클럽은 회원들을 국제대회에 투표권 있는 대의원으로 파견해 국제임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지닙니다. 국제대회 웹페이지에서 국제대회 투표 및 대의원 배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Officer/OfficerFAQ_KO.pdf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76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746
https://lcicon.lionsclubs.or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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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관리 규정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 클럽에 자체 헌장 및 부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따릅니다.  클럽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장 최신 버전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개정판을 배포합니다. 

   

클럽 방침 및 규정 - 클럽이 서면 방침과 규정을 갖고 있다면 모든 이사회 회의 및 일반 클럽 

회의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비해 인쇄물 사본을 지참합니다.   

 

회기말 체크리스트 

 

수상 신청서 작성 

 

클럽 우수상– 지역사회 봉사활동, 회원 증강, 커뮤니케이션, 조직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클럽과 지구는 우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패, 상, 라이온스 마크가 있는 시상 물품은 LCI Shop에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차기 총무 교육 

 

은행 서명권자 - 클럽 임원 선거 후 새 임원들이 취임하기 전에, 이사회 회의에서 클럽계좌에 

새로운 서명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결의안에는 라이온 회기가 끝날 때 

서명 권한이 종료되는 임원의 성명도 포함합니다.  이 결의안은 클럽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요청 시 클럽의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 회의록, 회원 명부 및 보고서, 신입회원 가입 신청서, 위원회 보고서, 당 회기의 주요 

서신을 보관하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보관한다면 차기 

클럽 총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클럽이 문서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경우 모든 

회원 및 업무 진행 서류 일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excellence-awards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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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및 세부 조항 

 

기금 사용 지침- 클럽 및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기금과 운영 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반책임보험 프로그램  –  국제협회는 전 세계 라이온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클럽과 지구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보험 증서 - 증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험 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험 - 위에 언급된 자동 가입 보험 이외에도 국제이사 및 임원의 책임, 범죄/신용, 추가 

책임보험, 상해보험 등 국제협회는 미국 내 클럽과 지구를 위한 추가 보험을 제공합니다. 

 

라이온스 등록상표 방침 개요 - 라이온스 엠블럼 및 상표의 적절한 사용과 승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국제협회와 국제재단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국제협회와 국제재단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장 및 부칙 개정  

 

클럽은 수시로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클럽 총무는 이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받습니다.  개정 절차가 규정에 준해 진행될 수 있도록 클럽의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고 

개정을 준비합니다.  클럽 총무는 개정안 초안 작성, 회원에게 공지, 개정에 필요한 절차 수행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879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surance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ertificate-of-insurance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885
https://lionsclubs.org/ko/footer/connect/your-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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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클럽행정부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이메일: pacificasian@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
mailto:pacificasian@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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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LCI에서 클럽 총무가 보고하는 회원, 선출된 임원, 클럽 봉사에 대한 정보는 지역 및 지대위원장과 지구 임원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럽 봉사위원장을 대신해 봉사활동 보고

	분기별 회의
	지대회의
	지대는 4-8개의 주변지역 클럽으로 구성됩니다.  클럽 임원들은 통상적으로 회기 시작 후 첫 세 번의 분기 동안 지대위원장이 주도하는 분기별 회의에 소집됩니다.  MyLCI의 클럽 홈페이지에서 모든 지구 임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대위원장의 이름과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 지대위원장과 클럽 임원들이 분기별 지대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안내서입니다.  지대위원장은 종종 봉사, 회원, 기타 행사에 대해 보고하도록 클럽에 요청합니다.  각 회의마다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며 지대회의는 클럽 임원들이 만나서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반기별 업무 - 12월과 6월에 집중
	클럽 명부 검토 및 업데이트
	국제협회는 연 2회 클럽 회원들에게 회비를 청구하며 대부분의 지구와 복합지구도 연 2회 회비를 청구합니다.  클럽 회원에게 클럽 회비를 청구하기에 앞서 회원 명부를 검토하고 클럽에서 활동 중인 회원 명단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연례 행사
	클럽 선거
	선거는 보통 4분기가 시작될 때(4월) 실시합니다. 선거 관련 규정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참고하십시오.
	지구/복합지구 연차대회
	클럽 총무는 지구 연차대회 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 관련 업무 지원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클럽 지도부에 연락하여 연차대회 준비에 관한 항목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대회 대의원
	각 클럽은 회원들을 국제대회에 투표권 있는 대의원으로 파견해 국제임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지닙니다. 국제대회 웹페이지에서 국제대회 투표 및 대의원 배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클럽 관리 규정

	회기말 체크리스트
	수상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및 차기 총무 교육
	은행 서명권자 - 클럽 임원 선거 후 새 임원들이 취임하기 전에, 이사회 회의에서 클럽계좌에 새로운 서명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결의안에는 라이온 회기가 끝날 때 서명 권한이 종료되는 임원의 성명도 포함합니다.  이 결의안은 클럽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요청 시 클럽의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 회의록, 회원 명부 및 보고서, 신입회원 가입 신청서, 위원회 보고서, 당 회기의 주요 서신을 보관하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보관한다면 차기 클럽 총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클럽이 문서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경우 모든 회원 및 업무 진행 서류 일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법성 및 세부 조항
	헌장 및 부칙 개정
	클럽은 수시로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클럽 총무는 이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받습니다.  개정 절차가 규정에 준해 진행될 수 있도록 클럽의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고 개정을 준비합니다.  클럽 총무는 개정안 초안 작성, 회원에게 공지, 개정에 필요한 절차 수행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