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라이온
전환 안내서
이 안내서는 lionsclubs.org/LeoAdvisorTraining에 준비된 레오의 라이온 봉사의 여정 
파워포인트의 보충 자료로, 레오들이 라이온 회원으로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및 모범 규준을 제공합니다. 이 유용한 안내서는 각 헌장지구의 레오클럽 
고문, 레오클럽 회장 및 지구/복합지구 레오위원장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LEO-LION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eo-advisor-training


시작하기

즐거운 봉사의 여정

라이온이 되어가는 레오의 여정
은 한 청년이 레오가 되는 그날
부터 시작됩니다!

레오 보고

이 여정의 시작에서 레오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MyLCI
를 통해 국제협회에 
레오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통해 레오들은 
협회와 소통할 수 있고, 
봉사 경력을 인정받으며, 
레오-라이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오 기록에는 
다른 레오 또는 라이온 
회원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본인 고유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레오 지원이 중요한 이유

레오 및 청년 라이온을 
지원하는 것은 마치 가족의 
모든 구성원, 특히 가장 어린 
식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이를 통해 국제협회 
조직 전체를 강화하고 모든 
회원들의 유대감 및 성공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롤 모델 및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레오클럽 고문 또는 
레오위원장으로서 레오가 라이
온이 되어 봉사를 이어가도록 
결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성공적인 전환에는 더 많은 이
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
서, 지구 및 복합지구 내 라이온
들이 레오들과 얼마나 잘 ‘협력’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합니다. 

많은 라이온들이 의도는 좋지만 
청년들과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최선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라이온들에게 긍정적인 롤 모
델이 되기 위한 성공 전략을 제
시함으로써, 라이온들과 그들이 
지원하는 레오 모두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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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온들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영감을 준 긍정적인 롤 
모델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모범 규준:

• 레오들을 라이온스 회의에 초대하여 참여시키고, 봉
사 행사 기획에 레오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 단순히 레오클럽을 스폰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지
역 내 몇몇 클럽과 함께 레오 및 라이온 합동 봉사사
업을 기획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레오와 라이온
들의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레오들이 준비 및 정리 작업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진
정한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레오들이 라이온들과 나란히 동행하며 지구 및 복합
지구 행사에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레오들이 클럽 이상 수준에서 지도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레오들에게 레오클럽 고문 패널 
및 레오 지구임원회 또는 레오 복합지구 연락원으로
서 라이온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소개합니다.

• 레오 회의에 레오-라이온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어
떤 영감을 받으며 봉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함
께 들어봅니다. 그 후, 레오들이 레오-라이온들과 함
께 봉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레오클럽 고문 패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ionsclubs.org/LeoAdviso-
ryPanel에서, 레오 지구 또는 복합지
구 연락원에 대한 정보는 lionsclubs.
org/CabinetCouncilLiaison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은 매년 검토하여 
모든 레오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clubs/about-leos/leo-club-advisory-panel
https://www.lionsclubs.org/ko/v2/resource/download/125883401


앞으로 가야 할 길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레오들에게:

• 고용주는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이력서를 
제출하는 인재를 
찾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관 및 봉사 
단체에서의 리더십 활동도 
포함됩니다.

•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관리 및 
후원 커뮤니티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용 관리자는 기업의 
공동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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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은 
레오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국제회비 
할인, 특별 지도력 연수 및 
역할, 장학금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지금 lionsclubs.org/LeoLion
에서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레오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세요. 현재 알파 
및 오메가 레오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선택과 어려움을 

여러분의 과거 경험과 비교하여 
이해합니다.

그들에 대해 미리 추측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레오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음 행보와 
그에 어울리는 클럽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레오들에게:

• 많은 대학이 지원서 심사 및 면접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예비 학생의 봉사활동 기록입니다. 학교는 학교의 사명과 
목표를 대표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합격시킵니다.

• 많은 학교들이 ‘좋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평균 
학점 외에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장학금의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 봉사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학교에는 봉사 클럽 및 단체의 회원인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각자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이온이 되어서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레오들이 캠퍼스 라이온스클럽 또는 
학생클럽에 가입하거나 조직함으로써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지금 lionsclubs.org/
CampusLionsClub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전 레오 및 경력을 중요시하는 
청년 라이온들과 함께 레오-
라이온 클럽 조직 또는 가입에 
대해 논의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계속 봉사하고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lionsclubs.org/LeoLion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ampus-lions-club
https://cdn2.webdamdb.com/md_McWHvYOsxPd9.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McWHvYOsxPd9.jpg.pdf?v=1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레오들에게:

20대, 30대의 삶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레오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많은 
청년 라이온들이 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 및 오랜 
친구들과 어울리고,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동료들과 
서로 돕고 있습니다. 

가족 회원 프로그램은 회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청년 라이온들에게 가족과 
함께 봉사할 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
FamilyMembershi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프로그램은 ‘미래의 레오’를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청년 
라이온들은 공원을 청소하거나,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장난감 
또는 책을 수집하고, 어린이 
중심의 봉사사업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 방법 4
여러분의 지역 내 클럽들은 다음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청년 라이온들은 신입 라이온으로서 자신의 목적지를 
찾았다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클럽이 자신의 아이
디어를 지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바
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라이온들이 자신들에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봉사 행사를 계획하고,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고, 동
등한 파트너로서 봉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
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라이온들과 협력하는 데 유용한 전략은 청년 라이
온들과 소통하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런 다음, 청
년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클럽 유형을 청년 라이온 
회원 안내서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 자료는 lions-
clubs.org/YoungL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많은 지역에서 매우 높은 금액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라이온들을 위한 클럽 및 지역 회비 면제 또는 
할인을 고려하십시오.

MyLCI를 통한 간단한 레오-라이온 
전환 절차 

레오-라이온 전환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레오들에게 
매우 중요한 다음 사항이 
MyLCI 전환 절차에서 
지원됩니다:

• 레오-라이온은 기존 
레오 회원 번호를 
신입회원 번호로 
사용합니다.

• 레오 봉사 경력은 
라이온 경력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 이중회원 자격은 레오 
활동 종료 날짜를 
공란으로 두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MyLCI에서 레오를 라이온스 클럽으로 전입시키는 방법을 이 안내서 또는 동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자료는 lionsclubs.org/LeoL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중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amily-membership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amily-membership
https://cdn2.webdamdb.com/md_ArjxQFpQs36.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ArjxQFpQs36.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UbDbOmJm3130.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UbDbOmJm3130.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Y9S8Ztbu2x02AbJM.jpg.pdf?v=1
https://vimeo.com/549029194/1a4912392f
https://vimeo.com/549029194/1a4912392f


훌륭한 여정에 대한 표창5

레오-라이온 전용 핀

레오-라이온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전통은 레오-
라이온 회원 전용 핀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구 행사에서 지역 내 레오 
지원 및 레오-라이온 전환을 
도운 모든 이를 표창하는 
특별 시상식을 갖고 함께 
축하해 주세요.

이 모든 즐거운 순간을 
사진에 담아 자부심과 
격려의 말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ProudLeoLion

중요: 

• 라이온스클럽 총무와 
협력합니다 - 각각의 
레오-라이온이 신입 
라이온 기록에 정확한 
주소 및 이메일을 
입력하여 국제협회에서 
발송한 무료 핀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레오 기록에 기재된 
주소가 현 거주지 주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참고: 레오-라이온 무료 핀은 
레오-라이온이 MyLCI에 보고된 
지 한 달 후에 국제협회에서 
발송됩니다.

라이온스 상 

국제협회에는 레오 회원이 레오-라이온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을 도운 라이온과 레오-라이온 
클럽을 조직하도록 도운 라이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두 가지의 표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클럽, 지구 및 복합지구 수준의 이 특별상은 
국제협회에 보고된 라이온 임원에게만 
수여됩니다.

• 레오에서 레오-라이온 전환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LeoLion에서 
확인하세요.

https://cdn2.webdamdb.com/md_E4RipN1OOvX0.jpg.pdf?v=1


지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봉사로 하나 된 가족이며, 국제본부의 국제협회 팀은 여러분이 청년 라이온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membership@lionsclubs.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청년 
라이온들이 순조로운 봉사의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mailto:membership%40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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