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 및 레오-라이온  

임원 및 복합지구 연락원 직책 

 

레오, 레오-라이온 임원 및 복합지구 연락원은 젊은 지도자들을 통합하고 라이온스 지구 및 

복합지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1년 임기의 투표권 없는 임명직입니다.  

본 직책은 2021년 4월 국제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지구나 복합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레오 및 레오-라이온들에게는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레오클럽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젊은이들의 다양한 견해를 협회에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이온스 

지도자에게도 지구와 복합지구 수준에서 젊은 목소리와 관점을 통합하고 레오와 라이온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직책에 따른 역할은 국제 이사회에 임명된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본 직책의 이상적인 후보자로는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현재 활동 중인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회원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동료 회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청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지구임원회 연락원(선택 사항)  

지구총재는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회원 중 1년 임기의 의결권이 없는 임원회 연락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총재는 지구 레오 위원장과 상의하여 적절한 후보자를 파악한 후,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회원을 상임위원회에 지명합니다. 

본 직책에 적합한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 현재 활동 중인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 전현직 레오 지구 회장, 부회장, 총무 또는 재무 

✓ 레오 지구가 없는 지역인 경우, 전현직 레오클럽 회장 

임원 연락원의 책임: 

• 지구 내 레오와 라이온 간의 의사소통 촉진 

• 지구 임원 및 배정된 위원회의 자원으로서 활동 

• 레오클럽 및 레오-라이온의 홍보를 위해 지구 레오 위원장과 협력 

라이온스 지구 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지구 레오 위원장의 레오 지구 임원 연수 지원 

• 라이온스 복합지구 활동 중 레오 및 레오-라이온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력 개발 연수 

지원 

• 지구 내 레오의 라이온스 회원 프로그램 기회 탐색 지원 및 담당자로 활동 



• 레오 지구 회장, 레오, 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임명된 경우),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중 소속 헌장지역 대표와 청년 관련 사업 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 

• 라이온스 지구 연차대회, 포럼 행사, 연수회에서 레오 및 레오-라이온 통합 및 계획 

지원 

• 필요에 따라 레오 지구 회의 참석 

• 지구의 레오와 라이온의 협력 사업에 대한 위원장직 수행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선택 사항) 

총재협의회는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과 상의하여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을 1년 동안 투표권이 

없는 공식 임원으로 활동하도록 임명할 수 있습니다.  총재협의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지구 상임위원회에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연락원을 배치합니다.  

 

본 직책에 적합한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 현재 활동 중인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 전현직 레오 복합지구 회장, 부회장, 총무 또는 재무 

✓ 레오 복합지구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전현직 레오지구 회장 

✓ 레오 지구가 없는 복합지구의 경우, 전현직 레오클럽 회장 

 

복합지구 연락원의 책임: 

• 복합지구 내 레오와 라이온 간의 의사소통 촉진 

• 복합지구 임원 및 배정된 위원회의 자원으로서 활동 

• 레오클럽, 레오-라이온 프로그램 청년 참여 기회를 홍보를 위해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과 협력 

•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의 레오 복합지구 임원 연수 실시 지원 

• 라이온스 복합지구 활동 중 레오 및 레오-라이온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력 개발 연수 

지원 

• 복합지구 내 레오의 라이온스 회원 프로그램 기회 탐색 지원 및 담당자로 활동 

• 복합지구 및 지구 레오 회장, 레오, 레오-라이온 임원 연락원(임명된 경우), 레오-

라이온 국제이사회 연락원,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중 소속 헌장지역 대표와 청년 

관련 사업 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  

• 라이온스 복합지구 연차대회, 포럼 행사, 연수회에서 레오 및 레오-라이온 통합 및 계획 

지원 

• 필요에 따라 레오 복합지구 회의 참석 

• 복합지구의 레오와 라이온의 협력 사업 1건에 대한 위원장직 수행 

 

더 자세한 내용은 레오클럽 프로그램 또는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또는 기타 프로그램 혜택 관련 문의 사항은 이메일 leo@lionsclubs.org 또는 

Membership@lionsclubs.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clubs/about-leo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eo-lion-program
mailto:leo@lionsclubs.org
mailto:membership@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