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 직책은 레오-라이온 회원에게 국제협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 회기 새로 선출된 국제회장이 두 명의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을 임명하므로 해당 직책에 대한 결정이 7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 지명이사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 직책은 국제협회 회장이 지명이사로 임명합니다.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은 라이온스 옹호자, 자문 및 대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회 연락원 정기적으로 이사회 멤버, 본부 직원, 전 세계 레오 및 라이온들과 교류합니다. 이사회 연락원은 1년 임기로 
국제이사회의 투표권이 없는 지명이사로 봉사하며 이사회에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 연락원은 담당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연중 장기간 빈번하게 여행하게 됩니다.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 두 명 중 한 명은 헌장지역 윤번 

규정을 준수하여 8년을 주기로 각 헌장지역을 대표하도록 임명됩니다. 다른 한 명의 레오- 라이온은 모든 헌장지역을 대표합니다. 

자격 기준:

모든 후보자는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라이온스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 

 � 만 18 - 35세 

 � 레오 또는 레오-라이온 경력 합산 최소 5년

 � 클럽 회장 역임 경력

주요 책임

 1. 국제협회 이사회에서 봉사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2. 국제 협회와 재단에 대한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식을 구축합니다.

 3.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및 글로벌 액션팀(GAT) 지도자들과 협력합니다.

 4. 국제재단 직원, 청년 라이온스 및 레오 부서 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합니다.

 5. 청년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 기획 및 참여 과정에 협조합니다. 

 6. 회원들과 소통하고 필요에 따라 행사장에서 연설합니다.

 7.  지정된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화상 또는 대면 회의에 참석합니다.

 8.  라이온스 국제이사회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회원들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9.  이사회 회의, 라이온스 포럼 및 레오 포럼 행사에 방문하여 회원들과 소통하고 국제협회를 대표하며 젊은 라이온과 레오의 목소리로 

봉사합니다. 

레오-라이온 이사회 연락원

LEO-LION

이 직책에 따르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방침서 
제3장 H. 에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member@lionsclubs.org.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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