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용 문제해결 

안내서 



 



이 안내서는 지구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지구 e-Book 은 지구 운영을 돕는 안내서입니다. 지구총재는 산적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찾고, 클럽과 지구 행정을 위한 핵심 규정을 확인하며, 바쁜 

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 e-book 은 지구임원회 구성, 클럽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 찾기, 경비 청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구총재 웹페이지 – 도구 및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부문으로 주요 

자료와 보충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구 헌장 및 부칙 - 라이온스 지구 관리 규정. 지구 자체의 헌장 및 부칙이 있는 경우, 

관리 규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매월 클럽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클럽 해산 징후를 확인합니다.  

• 클럽 평가서를 사용하여 위기에 처한 클럽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 해산 위기에 놓인 클럽들이 클럽 재건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하고, 클럽을 지원할 공인 

가이딩 라이온 배정을 수락하도록 하십시오. 

 

 

 

• 헌장의 밤 기획 안내서를 활용하여 신생클럽이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 신생클럽의 여정 웹페이지를 공유하여 신생클럽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신생클럽 조직 후 첫 2 년간 공인 가이딩 라이온과 정기적인 점검 일정을 계획합니다. 

• 지대위원장에게 가이딩 라이온을 지대 회의에 초대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전반적인 지구 운영 효율성 

클럽 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지구 내 신생클럽을 위한 지침이 부족하다 

지구 내 클럽 수가 감소하고 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95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district-governor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48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318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rebuilding-reactivation-priority-club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uiding-lion-program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uiding-lion-program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601
https://lionsclubs.org/ko/new-club-journey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uiding-lion-program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19


 

 

 

• 라이온스 클럽 더 나은 지역사회. 변화된 삶 브로셔의 개요를 읽어보십시오.   

• 최신 신생클럽 조직 안내서에서 각 단계들을 알아보십시오.   

• 직접 준비하기(DIY) 신생클럽 개발 워크숍 일정 및 개요를 검토하여 지구 내 신생 

클럽 조직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 특성화 클럽 코디네이터가 될 지식이 풍부한 라이온을 모집하고 다양한 특성화 

클럽을 조직하십시오. 

 

 

 

• 신생클럽 및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지침서를 검토하십시오.   

• 신생클럽 조직 웹페이지에서 자료,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신생클럽 조직 단계를 

알아보십시오. 

 

 

 

• 이메일 membership@lionsclubs.org 로 신생클럽 확장 자료집을 신청하십시오.  

• 신생클럽 조직 웹페이지에서 회원 모집 도구, 포스터, 브로셔 등을 포함한 신생클럽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도구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가상 클럽 또는 특성화 클럽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십시오. 

• 신생클럽에서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까지, 클럽지회 결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클럽 조직 방법을 모른다 

신생클럽 조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신생클럽 조직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필요하다 

지구에서 신생클럽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기존 클럽 모형이 잠정적 신생클럽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40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89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56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resources-for-coordinator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81796173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tart-a-new-club
mailto:membership@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tart-a-new-club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virtual-club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pecialty-clubs-program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branch


 

 

 

• 회원위원장 관련 온라인 자료(클럽 회원위원장 임무, 클럽 회원위원장 안내서 및 클럽 

회원위원장 e-Book)를 공유하십시오. 

• 회원위원장에게 라이온스 학습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클럽임원 연수를 확인하고 

지구에서 제공하는 관련 연수에 참석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모든 클럽들이 세계 입회식의 날에 참가하여 국제협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웹페이지 및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구 차원의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클럽이 라이온스 국제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 매년 지구대회에서 모든 신입회원을 위한 특별 리셉션을 개최하십시오.  

 

 

 

 

• 클럽이 클럽 활동 달력에 회원 모집 목표와 함께 봉사 활동 및 친목 행사를 

포함시키도록 권장합니다. 

•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회원 모집 브로셔 및 회원가입 신청서를 

전달하는 지구 차원의 봉사사업(봉사의 여정 아이디어 참조)을 주도하십시오. 

• 다른 지역사회 단체들과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함께하자’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십시오. 

• 클럽 회원위원장 임명을 장려합니다.  

 

 

지구 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클럽 회원위원장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클럽 회원들이 국제협회와 교류하지 않는다 

기존 클럽이 적극적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지구에서 신입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5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46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74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743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worldwide-induction-day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member-orientation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new-member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youth/peace-poster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lan-a-district-conventi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29938156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87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service-journey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81794018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join-together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embership-chairperson


 

 

• 클럽이 우리 클럽, 우리 방식! 안내서를 사용하여 클럽 활동 방식을 클럽에 맞게 

수정하도록 권장합니다. 

• 가상 클럽을 조직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회원들을 위해 클럽지회 결성을 

장려합니다.  

 

 

 

• 지구총재가 소통, 지대 협력 및 클럽 방문을 통해 지구 비전 및 목표를 모든 클럽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 지구 목표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클럽 확장, 회원, 봉사 및 지도력 개발 목표를 

확인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 교부금 프로그램을 신청하십시오.  

• 지구대회 계획 방법 웹페이지에서 지구대회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알아보십시오. 

• 지구 예산 및 회비 체계를 검토하여 지구 회비에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 지구대회 계획 방법 웹페이지에서 지구대회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아보십시오. 

• 차기 복합지구 회의에서 다른 지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기존 클럽이 예비회원 및 신입회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통솔력 또는 책임감이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지구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구 대회 참석률이 저조하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virtual-club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branch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2022-2023-district-goals
https://insights.lionsclubs.org/district-goal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lan-a-district-convention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lan-a-district-convention


 

 

• 지구 지도부가 승계 계획을 실행하도록 장려합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지도부 

승계 계획 학습과정을 수강하십시오. 

• 지구 지도부 보고서에는 지난 5 년 동안 클럽회장으로 활동한 정회원과 현재 

지구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라이온 명단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본 요청은 이메일 districtadministration@lionsclubs.org 로 연락 주십시오.  

 

 

 

 

 

 

 

 

 

 

 

 

 

 

 

 

 

 

 

 

 

지구 지도부가 매년 동일한 직책을 맡는다 

https://myapps.lionsclubs.org/
mailto:districtadministration@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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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클럽 행정부 

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이메일: districtadministration@lionsclubs.org 

전화: (630) 468-6776 

http://www.lionsclubs.org/
mailto:districtadministration@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