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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협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와 회원 그리고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클럽회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한다.”란 협회의 

목적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회비 및 기타 청구 

- 라이온지, 회원/임원의 정보, 최신 정보의 배포 

- 회원증강, 클럽확장, 회원유지 프로그램을 협조할 목적 및 회원 프로파일에 대한 편집 

- 대회 및 회의 기획 

- 전 및 현국제임원, 이사, 지명이사, 복합지구 협의회의장, 지구총재, 지구부총재 및 

클럽임원을 포함한 라이온 리더들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 

- 홍보활동 및 협력관계 추진 

- 국제재단 및 기타 공식 봉사프로그램의 지원 

- 국제이사회가 결정한 목적과 목표에 준하여 특별 광고, 회비 외의 수입 프로그램 및 

기타 용도 

- 법적인 의무에 따른 정보제시 혹은 사법에 의해 정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정보제시 
 

협회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하는 분야,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집된 지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전하는 도중에 소프트웨어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협회에서 용품 주문확인을 할 때 크레디트 카드 번호의 일부만 제시합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명단을 관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럽임원의 

연락처와 클럽의 로캐이터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클럽의 로캐이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편명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로케이터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라이온스클럽라이온스클럽라이온스클럽라이온스클럽, , , , 지구지구지구지구, , , , 복합지구복합지구복합지구복합지구    및및및및    재단에재단에재단에재단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라이온스클럽, 지구, 복합지구 및 혹은 재단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회원, 

기탁자, 인도주의적 협조에 따른 수혜자 등 기타 개인적인 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관한 공통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의료정보, 재정정보 등 어떠한 개인정보든 이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제삼자와 이메일 주소를 교환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지방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법률은 국가마다 각기 다르므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세부사항에 관해 지방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상 방침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협회 630) 571-5466 혹은 legal@lionsclubs.orglegal@lionsclubs.orglegal@lionsclubs.orglegal@lionsclubs.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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