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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원위원장 e-Boo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안내서는 클럽 회원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안내서에는 직무 

수행에 도움되는 자료뿐만 아니라 동료 회원 및 임원들과 함께하는 단일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e-Book을 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에서 수행할 업무에 관한 항목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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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됩니다.  

 

 

이끌어 갈 준비, 성공할 준비 

 

클럽 회원위원장은 우수한 회원을 클럽에 가입시켜 회원 증강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료 회원들이 클럽 행사에 손님을 초대할 때 또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활동을 실시할 

때, 잠재 회원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지역의 봉사사업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만날 때 클럽은 인도주의 봉사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신입회원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임기 시작에 앞서, 학습하고 연수에 참여하고 계획하여 책임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지면 

클럽의 회원 증강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MyLCI 익히기  

 

MyLCI는 클럽 회원위원장과 국제협회를 직접 이어주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MyLCI를 통해 클럽 

회원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통을 극대화하고 클럽 총무를 통해 협회에 신입회원을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yLCI를 처음 사용할 경우, 여러분이 차기 클럽 회원위원장으로 보고된 뒤 4월 1일 이후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어 MyLCI에 대한 완전한 접속 

권한을 얻을 때까지는 우선 연수 영역에 대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https://mylcibeta.lionsclubs.org/Log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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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 Account(라이온 계정) 로그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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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할 수 있습니다. 

 

Lion Account로 Member Portal에 로그인하십시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라이온스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on Account가 없으신가요? 등록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하십시오.   

 

등록 및 비밀번호 안내 - MyLCI에서 아직 프로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안내문에서 MyLCI 

접속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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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들과 소통하고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My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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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 Portal에 로그인한 후 

Shop에서 클럽 자금으로 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클럽 용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메일 orderdetails@lionsclubs.org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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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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도구 및 자료 

 

클럽 회원위원장직을 처음 맡았거나 또는 가장 최신의 직무 설명서, 도구와 자료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임기 준비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대부분의 자료는 국제협회 

웹사이트에 있으므로 도구와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클럽의 회원 증강 및 활력 지원 계획 수립 

 

회원 증강은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존 회원이 만족감을 느껴 클럽을 계속 찾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입회원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의 도구들은 클럽이 과거의 

노력을 평가하고, 유의미한 봉사와 긍정적인 회원 증강, 성공적인 지도부 승계를 통해 클럽을 

쇄신하며, 회원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클럽 개선 계획(CQI) - 이사회에서 처음 직책을 맡았다면 클럽이 클럽 개선 계획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클럽 회장에게 확인하십시오. 전년도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피드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증강 및 회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클럽이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클럽 성공을 위한 계획 - 성공은 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 안내서를 활용하여 클럽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클럽의 강점과 개선점 및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십시오! 계획서는 비전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클럽의 회의 방식에 문제는 없나요? 클럽은 회원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회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다양한 회의 

방식과 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 회원 만족도 개선 - 간편한 평가 절차를 통해 클럽 회원위원장 및/또는 클럽 임원팀이 클럽 

회원의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회원 만족 안내서  – 회원의 경험과 기대치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되도록 개발된 자료입니다. 신입회원 모집, 기존 회원 유지, 탈회 회원 복귀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회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참여해야 하며, 클럽 회원들의 경험과 

기대치가 반영되어야 라이온스 클럽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위원장 설문 조사 결과 – 클럽 개선 계획(CQI), 귀하의 점수는?, 회원 만족 안내서 또는 

기타 자료 등으로 회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이 서식을 사용해 그 결과를 

클럽과 공유하여 새로 알게 된 점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회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wXHJEYq4HB61.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59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8957246
https://cdn2.webdamdb.com/md_ULUtPipcOaB9.jpg.pdf?v=1%2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857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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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원위원장 안내서 검토 

 

클럽 회원위원장 안내서 - 클럽 회원위원장은 라이온스 클럽의 활력, 존속,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능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클럽 글로벌 액션팀의 일원으로서 지도력 개발, 회원 증강, 

봉사 활동에 대해 클럽 봉사위원장 및 지도력위원장과 협력하게 됩니다. 이 안내서는 클럽 회원들이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와 영향력 있고 보람 있는 클럽 활동 경험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신입회원 모집 

 

권유하자! 회원 모집 문화 조성 안내서는 클럽이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과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어 클럽이 모집 문화를 조성하여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클럽 성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 회비  

기존의 국제 회비 43불이 향후 3년에 걸쳐 7불 인상됩니다. 국제회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2023년 7월 1일 - 3불 인상 

• 2024년 7월 1일 - 2불 인상 

• 2025년 7월 1일 - 2불 인상 

 

클럽 회원 유형과 분류 이해 

 

회원 유형과 범주를 나누면 회원들이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쁜 일상에서 클럽 회원들이 

융통성 있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유형 및 분류 – 각종 회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회원 유형 – 국제협회에서는 일반회원 외에도 가족, 대학생, 전 레오, 청년들을 위한 

특별 회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회원 유형에 따라 각 라이온에게 청구되는 국제 

회비와 부과금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회원 분류 - 국제협회에서는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잠정 회원들을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제를 제공합니다.  이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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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됩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s298reNMAzV8.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Qm3jC6b7gpm5.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Qm3jC6b7gpm5.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28luLPbVtPl7.jpg.pdf?v=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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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회원 프로그램 

 

• 가족회원 -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1) 라이온스 회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2) 동일한 클럽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예정이며 (3)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출생, 결혼, 기타 법적 관계로 

가족이 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회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클럽 

총무가 가족 회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파일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청년 라이온 - 청년 라이온은 소속 라이온스 클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클럽이 계속 존속하게 합니다. 청년들은 봉사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많이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협회는 청년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청년 라이온 회원 안내서와 청년 라이온들과 소통하기 안내서는 청년들이 봉사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기존 클럽들에게 청년 라이온 유치를 위해 클럽 운영 방식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 행동의 힘에 활력을 더하는 청년 라이온 지도자 - 청년 라이온들의 봉사와 지도력 

참여를 강조하는 동영상입니다.  

 

• 청년 - 30세까지의 청년은 레오-라이온 클럽 가입 시 입회비를 면제받고 

국제회비를 절반만 납부합니다.  
 

• 학생 회원 프로그램 –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법적 성년에서 만 30세 사이의 학생들은 

학생 회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회비의 절반만 납부합니다. 차터비와 

입회비는 면제됩니다. 캠퍼스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는 31세 이상의 학생은 차터비 또는 

입회비 10불과 국제회비 전액을 납부합니다. 

 

• 클럽 지회 – 클럽 지회에 대한 정보와 도구를 설명하는 웹페이지입니다. 클럽 지회는 클럽 

회원의 성장과 다양성을 허용함으로써 유연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유형의 라이온을 

유치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봉사 관심사로 함께 모인 사람들로 특성화클럽 지회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클럽 지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레오-라이온 전환 - 최소 1년 1일 동안 레오로 활동한 바 있는 법적 성년에서 만 35세 

사이의 현, 전 레오는 레오-라이온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레오-라이온은 라이온스 클럽과 

레오-라이온 클럽에 가입하거나 조직할 자격이 있으며, 라이온스 클럽과 레오클럽 양쪽 

모두 가입할 자격 있을 경우 레오 활동을 위해 이중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최소 1년 1일 이상 활동한 전 레오들은 차터/입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라이온스 세계 입회의 날 - 라이온스 세계 입회의 날은 신입회원을 환영하고 회원 증강 및 

라이온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세계적 행사입니다. 라이온스 세계 입회의 

날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amily-membershi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EN/pdfs/tk30.pdf
https://www3.lionsclubs.org/EN/RegisterLogin/HomeLogin.aspx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young-lions
https://cdn2.webdamdb.com/md_cRml0RyjT1p3.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ArjxQFpQs36.jpg.pdf?v=1
https://www.youtube.com/watch?v=SJue6qtfpeY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young-lion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tudent-member-program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student-member-program.php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branch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eo-lion-program
https://www.lionsclubs.org/ko/worldwide-inducti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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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입회의 날 기획 안내서 – 클럽, 지구, 복합지구가 성공적이고 유의미한 행사를 

개최하는 데 도움될 행사 기획 요령, 신입회원 모집 방안, 홍보 관련 권장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 안내서입니다. 

 

신입회원 추가   

 

클럽에 신입회원을 추가할 때 클럽 총무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신입회원이 입회할 때 해당 회원이 

원하는 참여 수준에 맞는 회원 범주를 선택하도록 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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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가능한 PDF 

서식입니다.  신청서의 정보를 이용해 MyLCI에서 신입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입회원의 입회 신청서 사본을 클럽의 공식 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예비 회원에게 

사본 1부를 돌려줍니다.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신입회원 환영 책자 - 국제협회의 사명, 봉사사업, 조직 구조 등을 간략히 설명하는 

안내서입니다.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연수 안내서 - 오리엔테이션 강사가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방법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 신입회원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라이온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이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파워포인트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강사가 활용할 

프레젠테이션 견본을 제공합니다. 강사는 클럽과 관련되도록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활용하여 신입회원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IixJtUrUuG34.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2187400
https://cdn2.webdamdb.com/md_EKqfYKEfcZ41.jpg.pdf?v=1%20
https://cdn2.webdamdb.com/md_ISYUIOJF5ZD7.jpg.pdf?v=1%20
https://cdn2.webdamdb.com/md_aZfYGctl5s02.jpg.pdf?v=1%2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56697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56697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56697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5669728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mentoring-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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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높은 봉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각자의 고유한 기술과 지식의 잠재성을 

깨닫도록 돕는 개인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클럽, 협회 및 개인 생활에서도 리더십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협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더 나은 봉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 초급 멘토링 프로그램 안내서 - 라이온스 초급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 라이온이 봉사를 

시작하거나 봉사 경력을 쌓는데 도움되는 체계와 일관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상급 멘토링 프로그램 안내서 - 유용하고 꼭 필요한 인도주의 봉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봉사사업과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강조합니다. 

 

임기 시작 후 첫 30일 

 

회기 초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클럽 회원 명부를 관리하고 행사와 

봉사사업 일정을 계획하는 클럽 총무와의 협력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업무 기록, 

특히 회원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 제출 확인 

 

국제협회는 회원위원장의 성공을 위한 지원, 지침 및 방안을 제공하는 이메일을 매월 

회원위원장에게 직접 발송합니다. 새로운 도구와 자료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회원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상과 표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회원위원장에게 해당되는 모든 기회를 확인하십시오.  

 

 

지구 주최 클럽 임원 연수회 참가 

 

지구에서 제공하는 연수회에 참가하면 클럽 지도부가 더욱 유능한 지도자팀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각 임원들은 중요한 업무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QOoL8pmAD7q3.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6bWFo3iARYr3.jpg.pdf?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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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해 알기!  클럽 명부 검토  

 

7월이 되면 곧바로 회원 명부를 검토하고 클럽 총무와 꾸준히 소통하십시오.    

 

• MyLCI에서 회원 정보 관련 보고서를 찾으려면 나의 클럽/보고서에서 클럽 회원 명부를 

실행해 명단 내 회원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원 가입 신청서를 이용해 신입회원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협회에 아직 보고하지 않은 

신입회원을 추가합니다. 

 

• 클럽 총무와 협력하여, 클럽 이사회에서 검토 및 클럽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중단한 회원 명단을 준비합니다. 

 

• 클럽 총무는 탈회 회원의 회비가 클럽에 부과되지 않도록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전까지 MyLCI에서 최종 명단을 조정할 것입니다.  직전회기 총무와 함께 회기 말에 

발생한 모든 회원 변동을 확인합니다.   

 

• 회원들이 회비를 입금하고 나면 클럽 총무가 MyLCI에서 회원 카드를 인쇄하거나 

회원서비스센터에 회원 카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 클럽에 새로 입회한 모든 라이온을 기록해 둡니다. 입회 3년 이내의 라이온은 오래된 

회원보다 탈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신입회원이 환영합니다! 웹페이지를 방문했는지, 

라이온스 회원의 혜택과 특전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원 연락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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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모든 회원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 국제협회 행사 일정 - 협회의 온라인 행사 일정표에는 주요 봉사사업, 지도력 및 회원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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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업무  

 

클럽 회원위원장은 매월 일련의 업무를 완료하며, 클럽 회의와 이사회 회의를 준비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mbershipCardInformation.pdf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new-member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lions-events-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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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회의 준비 

 

• 클럽은 내빈을 위한 의전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빈을 초청할 때 클럽의 전통과 

의례에 대해 잘 설명하여 내빈이 클럽 방문 시 진행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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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회원 모집 및 예비 회원 명단 작성 시 방명록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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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여 뉴스레터에 포함시키게 하고, 클럽 회장에게 전달해 클럽 회의에서 발표하게 

합니다.  

 

• 봉사 및 회원 쉐브론 등이 시상을 위해 클럽 회장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 

전달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 업무 기록 보관 

 

회원 가입 신청서 등 회원 지원 업무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보관하고 클럽 총무에게 일반 회원, 

위원회, 이사회 회의 기록을 제공합니다. 

 

회원 문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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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입니다.  MyLCI 클럽 명부에 신입회원을 보고할 수 있도록 클럽 총무에게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평생회원 신청서 - 협회의 평생회원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들을 위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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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클럽에 청구합니다.  

 

분기별 회의 

 

지대회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는 지대위원장과 해당 지대를 구성하는 4-8개 클럽 임원들로 구성됩니다. 

클럽 임원들은 통상적으로 회기 시작 후 첫 세 번의 분기 동안 지대위원장이 주도하는 분기별 

회의에 소집됩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gmCdqu1c774.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s://lionsclubs.org/v2/resource/download/798741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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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 지대위원장과 클럽 임원들이 분기별 지대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안내서입니다.  최소 1회 이상, 회원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회의에서 핵심 관계자로서 참석이 예상됩니다.  지대회의는 클럽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동료 클럽 회원위원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기별 업무 - 12월과 6월에 집중 

 

 클럽 총무와 함께 클럽 회원 명부 검토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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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합니다.  최근 추가된 회원을 포함해 전체 회원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클럽 총무가 

일년에 두 번 클럽 회원 명단을 함께 검토하자고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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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클럽에 청구합니다.  

 

연례 행사 

 

지구/복합지구 연차대회 

 

연차대회는 동료 클럽 회원위원장들과 우수 사례 및 각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클럽의 봉사, 회원,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위원장과 동료 임원들이 

지도자로서 연대해 클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기 말 체크리스트 

 

회원상 신청서 

 

• 셰브론상 프로그램 - 셰브론 상 프로그램은 장기간 봉사한 라이온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으로서 10주년부터 시작해 5년 간격으로 75주년까지 수여합니다. 당 회기의 쉐브론상은 

1분기에 지구총재에게 자동으로 송부되며 지구총재가 연차대회나 적절한 행사에서 

시상합니다. 

 

• 클럽 우수상 - 클럽 회원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클럽이 회원, 봉사, 지도력, 

조직의 우수성과 마케팅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 클럽으로 선정되면 일년 뒤에 상을 받게 

됩니다.  클럽회장 및 총무와 협력하여 회기가 끝난 직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19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79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hevron-award-program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hevron-award-program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EN/pdfs/me38.pdf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excellence-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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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만족상 - 회원 순증가로 회기를 마감하는 클럽은 두 가지 방법으로 회원 만족상 배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키상 – 클럽의 모든 라이온은 스폰서한 신입회원이 일년 이상 활동하면 회원 키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은 매월 클럽총무에게 발송됩니다. 클럽총무와 협력하여 회원 키상 

수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상식을 준비하십시오. 

 

• 클럽확장상- 라이온은 누구나 클럽확장상을 수상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일년 이상 활동한 

굿스탠딩 신생클럽의 조직을 도운 라이온에게 수여합니다.  

 

서류 준비 및 차기 회원위원장 교육 

 

주로 노트북을 사용해 의제, 회의록, 회원 명부 및 보고서, 신입회원 가입 신청서, 위원회 보고서, 당 

회기의 주요 문서를 보관합니다.  문서를 월 단위로 보관한다면, 차기 회원위원장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클럽이 문서를 전자파일로 보관할 경우 모든 회원 및 업무 진행 서류 일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률 및 절차 

 

• 국제협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국제협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 국제재단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국제재단은 웹사이트 방문자, 기부자 및 회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도 판매, 대여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관리 문서 및 회원 조항 

 

•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 클럽에 자체 헌장 및 부칙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따릅니다.  다양한 회원 유형별 혜택과 의무에 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판을 보유합니다.  클럽 총무가 회원위원장 및 신입회원에게 최신 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협회 Shop에서 온라인으로 클럽용품 구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국제협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제협회 Shop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클럽 회장, 총무 또는 재무가 주문 비용이 클럽 계좌로 청구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량이 많은 항목 링크입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INbzsb92hFy8.jpg.pdf?v=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membership-key-award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membership-awards
https://lionsclubs.org/ko/footer/privacy-policy
https://lionsclubs.org/ko/footer/connect/your-privacy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www2.lionsclubs.org/default.aspx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eting-supplies


 

 
목차로 돌아가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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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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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를 표창하는 데 사용합니다.     

 

• 라이온스 의류 - 클럽 조끼, 셔츠, 모자, 그 외 각종 대중적인 의류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럽의 고유 정보를 넣어 주문 제작 가능한 품목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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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및 메달 - 다양한 메달과 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상패, 상 및 표창 - 우수한 라이온의 공적을 인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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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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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q=peace%20poster%20kit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dals/Award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dals/Award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dals/Award
mailto:orderdetail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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