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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ALLI)는 지대, 지역, 지구 차원의 지도자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라이온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오-라이온 장학금의 목적은 프로그램 관련 경비에 대한 

상환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연수회 참가를 원하는 레오-라이온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은 각 헌장지역 별로 한 명, 총 8명의 레오-

라이온 회원에게 ALLI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장학금 신청서와 ALLI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LLI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기대 사항 

 

장학금 수령자는 ALLI 졸업자에 대한 기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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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 수령자는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홍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홍보 지원의 일환으로, 국제협회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이 밖에도, 수료자는 지도력 계획과 관련한 레오-라이온 국제이사회 

연락원 지원, 웨비나 참석, 레오-라이온 링크드인 그룹 게시물 작성 및 

국제대회 연사 참여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오-라이온 ALLI 수료자는 각자의 소속 지구, 복합지구 또는 헌장지역 

라이온 포럼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지도력 개발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후보자 자격요건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 후보자는 라이온스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직책으로 성공적인 임기를 마친 회원이어야 합니다. 

 

▪ 레오클럽 회장 

▪ 레오 지구 또는 복합지구 회장 

▪ 지구 또는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 

▪ 라이온스 클럽 회장  

□ 아직 지구 제1부총재직을 역임하지 않은 회원 

□ 현 클럽회장은 여분의 자리가 있을 경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반드시: 

▪ 모든 연수회 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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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신청서 마감일까지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마감일까지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LLI 참가 신청서는 장학금 신청서와 다르며,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은 경비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장학금 수령자는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참여로 인해 발생한 경비 중 최대 

US$1,375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가능한 경비에는 연수회 참석을 

위한 왕복 여행 기간 동안의 여행 경비(항공료, 기차표 비용 등)와 ALLI 

참가비 US$125가 포함됩니다. 연수회 일정과 관련 없는 여행 경비 및 개인 

경비(세탁, 룸서비스, 팁, 간식 등의 비용)는 상환되지 않습니다.  

 

참가자에게는 3일의 연수회 기간 동안의 숙박 및 1일차 조식부터 3일차 

중식까지의 모든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해당되는 경비를 상환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세션 완료 

▪ 국제협회 경비 상환 방침에 따른 지출 보고서 및 모든 영수증(여행 

기간 동안 발생한 항공료, 지상 교통비, 탑승권, 식비 등) 제출 

▪ 연수회 종료 2주 이내에 레오-라이온 ALLI 장학금 지출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 게시글 제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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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요건을 갖춘 레오-라이온들은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사항: 장학금 신청자는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신청서 역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헌장지역 ALLI 신청서에 명시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ALLI 레오-라이온 장학금 신청서는 장학금 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승인된 신청서는 검토를 위해 지도력 연수회과로 전달됩니다.  

 

레오-라이온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mbership@lionsclubs.org 

로 문의하십시오. 

 

소속 지역 ALLI에 대한 궁금점은 institutes@lionsclubs.org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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