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용 문제해결 

안내서 



 



이 안내서는 클럽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 및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계획 안내서 및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여 클럽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클럽의 강점과 

개선점 및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세요! 계획서를 통해 비전을 구축하고 클럽의 필요사항을 

평가하며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이 안내서는 클럽 회의를 회원들의 필요와 생활방식에 따라 더 

적합한 방식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에서 어떤 요소를 유지시키고 어떤 것을 

바꿀지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클럽 개선 계획 (CQI) - 클럽이 개선점을 찾는 데 유용한 전략적 기획 도구입니다. 변화는 

모든 클럽에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운영 상태 및 개선할 부분을 찾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 모든 클럽은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5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 라이온스 학습 센터를 통해 팀 동기 부여, 혁신 증진 및 회원 다양성 존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회의 일주일 전과 하루 전에 회원들에게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 '귀하의 평점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운영 지침서는 설문 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실행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클럽 개선 계획(CQI)에서 평가 3: ‘지도력 개발 및 클럽 운영 우수성 추구’를 작성하십시오. 

• 클럽 지도부가 회원 만족 안내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전반적인 클럽 운영 효율성 

회원들이 자주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클럽의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59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8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39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15.pdf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13


 

 

• 우리 클럽, 우리 방식!에서 새로운 회의 아이디어를 알아보십시오. 

• 클럽 개선 계획(CQI)에 참여하여 클럽 전체가 동참하도록 합니다. 

• 라이온스 학습 센터를 통해 팀 동기 부여, 혁신 증진 및 회원 다양성 존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클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클럽 활동 달력을 통해 이를 전달합니다. 

 

 

• 라이온스 학습센터의 ‘갈등 해결 및 팀 구축’에서 제공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십시오.  

 

 

 

• 회원 만족 안내서는 탈회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회원들의 클럽 탈회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퇴회 회원 대상 설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봉사 방법을 알아봅니다. 

• 봉사 영향력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봉사 사업 아이디어를 요청합니다.  

• 봉사 아이디어를 위해 클럽 개선 계획(CQI)의 평가 2: ‘새로운 봉사 기회를 통한 클럽 
활성화’를 작성하십시오. 

 

 

 

  

회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회의 진행 중 회원들 간에 논쟁이 있다 

회원들의 탈회 이유를 모르겠다 

의미 있는 봉사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63744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29938156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13
https://cdn2.webdamdb.com/md_I5nGQcsVtm43.jpg.pdf?v=1
https://lionsclubs.org/ko/explore-our-clubs/service-storie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 클럽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0 가지 마케팅 아이디어에서 선택하십시오.  

•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홍보 관련 과정을 수강하십시오. 

• 라이온스 SMiLE 에서 제공되는 소셜 미디어 자료를 검토합니다. 

• 마케팅 위원장 웹페이지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 도구 및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클럽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 혜택이 무엇인지 묻고 회원들이 라이온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유인물 및 권유하자!신입회원 영입 안내서를 클럽 회원들과 

공유하십시오.  

• 회원 영입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지역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묻습니다.  

•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에서 추가 아이디어 및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변화를 만드는 라이온스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회원증강 아이디어를 요청합니다.  

• 권유하자! 신입회원 영입 안내서를 통해 회원 모집 계획을 세우십시오.  

• 회원 증강 행사 웹페이지의 도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회원 증강 행사를 준비합니다. 

 

 

 

  

클럽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하지 않는다 

클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회원들이 어떻게 회원을 영입해야 할지 모른다 

클럽의 회원증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63857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social-media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arketing-communications-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16957
https://lionsclubs.box.com/s/mrmvm93b35bk8a07gm4xjfv7ifqxfc9f
https://lionsclubs.box.com/s/mrmvm93b35bk8a07gm4xjfv7ifqxfc9f
https://www.lionsclubs.org/en/v2/resource/download/7986449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4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4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8835560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74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87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4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41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membership-growth-event


 

 

• 청년회원 모집 안내서는 청년 라이온들의 필요와 관심에 가장 적합한 클럽과 회원 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청년 라이온 웹페이지에서 청년회원 영입을 위한 클럽 운영 활성화 아이디어와 청년회원을 

위한 다양한 회원 및 클럽 유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참여하자! 라이온이 되자! 동영상은 라이온이 된 이유, 회원이 받는 혜택, 소속 클럽이 

실시하는 봉사사업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조명합니다. 

 

 

 

• 회의에 참석하는 예비 회원을 위한 환영 계획을 세우고 각 클럽 회원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 국제협회 정보 및 회원 혜택 안내지를 예비 회원들과 공유하십시오.  

• 회의 운영 및 대중 연설에 관한 라이온스 학습센터 과정을 통해 훌륭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및 클럽 개선 계획 (CQI)을 통해 클럽이 가치 있는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클럽 지도부의 중요성, 임무 및 혜택에 대한 클럽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각 클럽 지도자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후임자를 교육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GLT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ELLI)를 요청합니다. 

  

청년회원 모집이 클럽에 도움이 된다 

게스트가 회의에 참석한다 해도 회원이 되지는 않는다 

클럽 지도부에 어려움이 있다 

아무도 지도부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732722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young-lions
http://youtu.be/gkVNXztmMm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55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16957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08886686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emerging-lions-leadership-institute


 

 

• 클럽 회장/부회장 e-Book 에서 권장하는 대로 클럽 지도자들이 승계 계획을 실행하도록 

장려합니다. 

•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지도부 승계 계획 연수 과정을 수강하십시오. 

 

 

 

• 모든 클럽 임원들이 직책에 맞는 클럽 e-book 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차기 임원들이 지구에서 제공되는 연수에 참석하도록 장려합니다. 

• 클럽임원에게 라이온스 학습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클럽 임원 연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클럽 활동 달력을 작성하여 지도자들이 연간 클럽 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클럽 지도부가 매년 동일한 직책을 맡는다 

지도부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모른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10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officers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2993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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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클럽행정부 

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이메일: clubofficers@lionsclubs.org 

전화: (630) 468-6890 

http://www.lionsclubs.org/
mailto:clubofficers@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