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기준 및 행동강령 (지구총재) 
 

우리 협회는 봉사단체이며, 봉사를 실행하는 방식은 봉사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회원, 지구총재, 

국제이사, 집행임원, 행정임원, 국제본부 직원 및 우리 지역사회는 매일같이 이 모든 일원들로부터의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봉사를 펼치거나 혹은 봉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국제협회 내 라이온스클럽, 회원, 임원, 이사 혹은 직원들중 어느 누구를 대표하는 

행위이든 혹은 요청이든 본 지침 내용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의 윤리기준의 기초역할을 하고 있는 4 가지 핵심가치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직성 – 국제 라이온스클럽은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정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협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제협회의 

방침과 적용가능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감 – 국제 라이온스클럽은 모든 지구총재들이 국제협회을 대신하여 부여된 사명감을 존중하고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위반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팀웍 – 국제 라이온스클럽은 팀웍을 통해 혁신과 창의력 및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라이온들의 전적인 참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탁월성 – 국제 라이온스클럽은 정당한 대우, 상호존중, 다양성 및 신뢰구축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봉사의 질, 절차와 우리 자신의 질을 높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함께 

우리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제협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국제 라이온스클럽의 핵심가치와 윤리수준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제협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은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클럽은 임무 선언서, 윤리강령, 봉사활동과 회원을 

위한 반차별 가이드라인, 차터클럽의 임무, 공공조성 자금 사용, 감사규정, 이해갈등, 간청, 

프라이버시와 같은 국제협회 윤리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방침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국제헌장 및 

부칙, 지구총재 강령, 국제 이사회 방침서는 이 같은 방침 내용과 윤리기준, 행동강령 분야의 기타 

지침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윤리기준은 법적 요구조건과도 맞물리기도 

합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윤리적 혹은 법적 준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선 이 같은 사항을 

적절한 국제 이사회 위원회나 국제본부 내 부서(예를 들어 재정 및 본부 운영위원회는 이해갈등 문제를 

검토하며, 헌장 및 부칙 위원회 및 법률부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합니다)로 알려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선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를 국제이사회, 집행임원, 혹은 협회 행정임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제 이사회의 방침과 더불어 국제 라이온스클럽 윤리기준의 핵심가치는 귀하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귀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와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올바른 

최상의 판단이야말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일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수많은 불우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정직하고 윤리적인 라이온스클럽의 전통을 함께 실천해나갑시다.  

 

 
Ethical Standards.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