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은 훌륭한 모방자들이다. 무엇인가 탁월한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자.”

라이온스 가족 자녀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



본 특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의 기쁨을
가르치고 평생 불우한 사람들을 돕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이 책자에는 아이들을 귀 클럽에 동참시키는 제안사항을
소개하며 클럽회의, 기금모금사업 및 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수록하였다.

귀하는 어린이들이 장래 비젼을 구체화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성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훌륭한 기회를 갖고
있다. 자녀들은 협회의 장래 레오 및 라이온들이다.

프로그램 실시 방법
어린이들은 라이온들의 자녀들이며 지역사회의 타
아이들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자녀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제1 그룹: 3세 및 그 이하
• 제2 그룹: 4-7세
• 제3 그룹: 8-12세

회의, 기금모금 혹은 봉사사업이든 각 활동마다 단계별
활동 지침, 활용할 재료 목록 및 활동 실시 상 어느
정도의 감독이 필요한지를 제시해 준다. 약간의
변형으로 모든 그룹에 고루 적용시킬 수 있는 활동도
있으며 어떤 활동은 특정 그룹에만 적합한 것도 있다.

활동을 성공시키는 비결
계획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최대 비결이다. 본
지침에 제안사항을 많이 싣고 있다. 따라서 귀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
아이들의 회의 진행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활동 등
모두 클럽의 감독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룹을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독자수가 많아야 할 것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이
회의를 감독하는 경우 이들이 감독할 사항을 사전에
함께 확인한다. 견학, 봉사활동 또는 모금활동 등 회의장
밖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감독자가 클럽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중요 사항
적절한 감독: 귀 클럽이 항시 적절한 감독을
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자녀의 부모가 아닌 이상 절대 감독자가
혼자서 활동을 관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최소한 세명의 감독자가 필요하다.

허가서: 부모가 자녀의 야외 활동에 동반할 수
없을 때 자녀의 참여를 허용하는 허가서에
서명하게 한다.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서 견본이 본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다.

귀 클럽이
라이온스 가족 자녀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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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사항
첫 회의 때 자녀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한다. 어린이들이 활동에 따른 행동 조건,
약속 등을 충분히 이해할 때 맡은 바의 일을 잘 해내는
경향이 있다.

첫 회의를 통하여 기대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아이들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흔히 스스로
동의하여 정한 규율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기대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칠판이나 대형 종이철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의견을 기록한다. 그런 후,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명확히
주지시켜 준다. 아이들의 행동에 따른 상과 벌을
일관성 있게 공정히 처리해야 한다.

책임 배정:
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배정하는 것이다. 연령에 적절한 활동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루해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된다. 동시에 너무 벅찬 책임을 부여하면 좌절할
것이다.

적절한 책임을 부여할 때 아동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며
발전한다. 아이들을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려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즐거운 활동이라는 점을
시범보여 줄 수 있다. 적절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자녀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목적하는 바대로 잘 따라
올 것이다.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추가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금모금 및
봉사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단, 참가자의 성격과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제1 그룹: 3세 및 그 이하
유아들은 자질구레한 일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그룹의
경우 유아들의 도우려는 의도가 오히려 짐이 되어
이들이 좌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들의 시도를 격려해 주도록
배려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것이 삶의 일부임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3세 및 그 이하의 유아들이 도울 수 있는 일:
• 물건 줍기
• 물건 분류하기

•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할 때 간단한 결정내리기
•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간단한 선물하기
• 물건 옮기기
• 식탁 차리기
• 함께 나누어 쓰는법 배우기
• 간단한 일과 처리

제2 그룹: 4-7세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는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하지만 유아기의 특징인 남을 도우려는 성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때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4-7세들이 할 수 있는 일:
• 기수(旗手) 역할
• 맹세 등을 선행하기
• 식사 준비
• 식탁 차리기
• 쓰레기 들어 내기
• 정해진 스캐줄에 따르기
• 함께 나누어 쓰기
• 마당 일 돕기
• 유아기 보다 복잡한 결정 내리기
• 어린아이 돕기
• 행사 시 등록처에서 인사하고 도와 주기

제3 그룹: 8-12세
이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많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연속성이 있고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때 발전을 거듭한다. 이 연령층은 어떤 일을 잘
처리할 때엔 칭찬을 받을 것이며 맡은 바의 책임을
완수하지 않을 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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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세들이 할 수 있는 일:
•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 돕기
• 간단한 돈 거래하기
• 식사 준비
• 남을 지도하기
• 결정하기
• 프로젝트 계획하기

동기부여
본 프로그램에 속한 연령층은 맡은 바의 일을 잘
처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열정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일관성 있게 칭찬해 주는 것이 그룹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칭찬에 더욱
민감한 아이들로 있다. 추가로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스티커 차트를 만들어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어린어이들인 경우 칭찬할 때 스티커를
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든 아이들은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데 보낸 시간을
기록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볼 수 있다.

실생활에 적용
어린이들이 경험한 바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때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공감을 느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실시한 활동에 관하여 생각하는
바와 경험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해 본다.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답이
토픽에서 벗어나더라도 끝까지 경청한다. 경험을
실생활에 적중시킬 때 귀 목표가 달성한 셈이다.

재료
각 활동에 필요한 재료 목록을 제시하지만 항시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종이
• 연필
• 펜
• 크레용
• 마커
• 대형 종이 패드 또는 칠판
• 칠판에 사용하는 마커

특히 주의 집중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장남감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볼 수
있다. 아래 장남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여러 종류의 책
• 블록
• 퍼즐
• 색칠하기 그림책 또는 퍼즐 책

회원들에게 미술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기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품목을
기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접착제
• 공예품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
• 스틱커
• 털실
• 그림 그리는 펜
• 구슬
• 종이 접시
• 갈색 도시락 봉지
• 반짝이는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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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목적 달성
대부분 활동은 모든 연령층에 고루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나 어떤 활동은 특정
연령층에 더욱 적합한 것도 있다. 따라서
귀하가 돌보는 연령층에 가장 적합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대에
알맞게 활동을 변형시켜 실시하면 될
것이다. 계획한 시간 내에 마칠 수 없는
활동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어떤 활동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도 있다. 다음에
다시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각 활동에 대한
의견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아이보다 주의
집중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활동을 빨리 마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 활동을
고려해 두면 좋을 것이다.

누구일까요?
연령: 4-7세

재료:
종이
펜

소요 시간: 20-3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킬 수 있다.

참가자들이 종이에 자신에 관하여 적은 후, 적은
종이를 접도록 지시한다. 접은 종이를 모아 바구니에
담은 후, 돌아다니면서 아동들로하여금 한 장씩 뽑게한
후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힌다. 나머지 아이들은
종이에 적인 아동이 누구인지 알아 맞힌다. 아무도
알아 맞히지 못하면 내용을 적은 아이를 일어서게
한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내용을 적을
때와 읽을 때 도와 준다.

남을 돕기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나무 막대기 틀에 맞게 자른 종이
필기 도구
크레용 및 마커
스틱커
공예품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
접착제
뜨개실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토의를 진행한다. 다른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협조한다.

남을 돕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라이온들은 소속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주민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켜준다.

남을 돕는 방법을 논의한다.
학교, 가정 혹은 친구들을 상대로 돕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다.
아동들이 다음 주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금주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세 가지 적도록 지시한다.

적은 종이를 장식하여 집에 붙여 놓고 식구들이
기재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한다.

어린아이일 경우 활동을 도와 준다. 남을 돕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디어를 적을 때 나이가 많은 아이 또는
활동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해볼 수 있는 활동: 나무 막대기로 테두리를
만든다. 테를 만든 후에 남을 돕는 방법을 적은 종이를
접착제로 붙여 뜨개질 등으로 장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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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은 누구일까요?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종이
필기 도구
크레용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토의를 진행한다.

그룹 리더가 국제협회에 관한 정보를 읽어준다. 읽게한
후, 어린아이들의 연령대에 적합한 활동을 전개한다.

라이온들은 소속 지방 및 지구촌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남녀 봉사자들이다. 라이온들은 과거 90년 이상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국제협회는
1917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멜빈
존스씨가 창설하였다. 멜빈 존스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느낀 바, 라이온스클럽을 조직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시각장애자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은 1925년에 개최한 국제대회에서
맹인, 농아자인 헬렌 켈러 씨가 라이온들에게 “실명과
싸우는 기사”가 되도록 호소한 때부터 라이온들의
주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라이온들은 맹인을 돕는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소속 지역사회, 아동, 성인 및 연장자들을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페셜 오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당뇨병 환자들을 돕는 활동도
펼친다. 또한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단체와 합동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 주기도 한다.

라이온스클럽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 소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이온들은 지난 (연수)년 동안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상 이야기를 들려 준 후에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라이온스클럽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여부
• 라이온들이 펼치는 활동
•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

개별 활동:

3세 및 그 이하 유아들을 위한 활동: 본 지침서
29페이지에 있는 라이온스 로고를 복사하여 나누어 준
후 색칠하게 한다.

4-7세 아이들을 위한 활동: 누군가를 도와 주고 있는
라이온들을 그려본다.

8-12세를 위한 활동: 남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적게 한다.

고려해볼 수 있는 활동: 몇 점의 그림 또는 기술할
내용을 전 클럽에 발표하게 한다.

자기 소개
연령: 4-8세

재료:
종이
마커

소요 시간: 20-3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킬 수 있다.

자서전적인 시(문장)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 간에 더욱 친숙하게 지낼 수 있게 돕는
활동이라는 점을 설명해준다. 시를 적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이름
2)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세 단어
3) 좋아하는 것
4) 싫어하는 것
5) 두려워하는 것
6) 원하는 것
7) 성

예:
재우 (이름)
재미있는, 돌보아주는, 현명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세 단어)
사람들을 돕는 일 (좋아하는 것)
(방 따위를) 어지르기(싫어하는 것)
공해(두려워하는 것)
평화 (원하는 것)
김 (성)

자신이 습작한
내용을 그룹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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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에 관해 학습하기
연령: 4-12세

재료:
눈가리개
접시
젓가락(포크)
간식
각종 물건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관장한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도와 준다.

언제 실명에 관해 알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다음을
낭독해 준다:

실명은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는4천5백만명 이상
실명자와 1억3천5백만 명의 시각장애자가 살고 있다.
이들의 90%가 개발 도상국에서 거주한다. 개발
도상국은

물, 개솔린, 전기 등이 없는 곳으로 국민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이다.

맹인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맹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생각본 적이 있는가?

참가자들을 연령별로 고루 섞어 소 그룹으로 나눈 후
나이가 많은 아이가 소그룹을 관장하게 한다.

몇 몇 아이들의 눈을 눈가리개로 가린디. 가린 후
다음의 세 종류 활동을 시킨다:

1)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에 간식을 담아 놓는다.
숟가락과 젓가락(포크)을 종이 봉지에 넣는다.
눈을 가린 “아이(맹인)”에게 느낌으로 종이
봉지에 들어 있는 젓가락(포크)을 꺼내도록
지시한다. 눈가리개를 한 체로 간식을 먹게
한다.

2) 눈가리개를 한 아이가 임의로 봉지 속에 든
물건을 꺼내게 한다. 느낌으로 봉지에서 꺼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도록 한다.
식별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 파트너를 정하여
물건을 알아맞힐 때까지 유도한다.

3) 서로 교대하여 눈을 가린체 실내를 다니면서
활동을 실시한다. 한 아이는 눈을 가리고 다른
아이는 눈을 가린 아이를 인도할 수 있다.

또는 눈을 가리지 않은 아이들이 눈가린 아이들의
활동을 도와 줄 수 있다. 아이들이 교대로 맹인역을
해본다.

활동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
• 맹인이 된 느낌
• 맹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맹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우리들의 마을(도시), 제1부
연령: 모든 연령층 (부모들의 감독 하에)

재료:
없음

소요 시간: 현장 학습(견학)

관장: 참가하는 아동들을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성인들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하여 학습하는 것은
주위에 살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본 섹션의
활동들은 아이들이 장차 실시할 봉사활동을 계획, 조직
및 추진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우선 마을 회관(시청)을 방문하도록 계획한다. 방문 시
청사 직원이 소속 지역사회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시장 또는 마을 동장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시청이나 마을 회관을 방문했을 때
질문한 아동이나 직원들과 어울려 있는 아동들의
모습을 촬영한다.

고려해볼 수 있는 활동: 무료 급식소, 노숙자 보호소,
동물 보호소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견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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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마을(도시), 제2부
연령: 모든 연령층 (적절한 감독 하에)

재료:
칠판 또는 대형 종이 패드
마커(펜)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토의를 진행한다.

현장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배운 점은 무엇인가? 학습한 내용을 칠판이나 종이
패드에 적게한다. 아이들의 모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에 관하여 좋은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그 목록을
작성한다.

작성한 후, 변화시키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반응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 공원은 깨끗한가?
• 길잃은 동물이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을(도시)에 동물 보호소가
있는가?

• 우리 마을(도시)에 무료 급식소나 무숙자를
위한 보호소가 있는가?

• 연장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 이러한 시설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다음 회의 때 이에 관하여 논의할
것임을 예시해 준다.

우리들의 마을(도시), 제3부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칠판 또는 대형 종이 패드
마커(펜)
종이
연필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토의를 진행한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그룹을 지도한다.

참가자들을 그룹으로 나눈다. 아동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시)을 돕는 아이디어를 말하게 한다. 귀 클럽이
이미 실시한 활동이 아닌, 아동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약 10분간 시간을 허용한 후에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게 한다. 의견들을 칠판이나 종이 패드에
적어본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곤란을 겪는다면 유도적인
질문을 하거나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 동물 보호소에 협조
• 공원에 식목, 다년생 화초를 심기
• 공원에 쓰레기를 청소
• 양로원을 방문
• 과자를 만들어 연장자들에게 전달
• 아동들을 상대로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 학교나 도서관에서 책을 교환하기
• 무료 급식소에 도움을 제공
• 가난한 이웃에 음식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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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목록을 작성한 후, 어떤 활동을 실시할 지 투표에
부친다. 선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은 다음 기회를 위해
보관한다.

활동을 설정한 후에 실시할 활동을 계획 및
조직하는데 협조할 나이가 많은 아동들로 구성된
지도자 팀을 조직한다. 지도자 팀을 선정함으로써
이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을(도시), 제4부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칠판 또는 대형 종이 패드
마커(펜)
종이
연필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토의를 진행한다.
아이들로 조직된 지도자 팀

일단 실시할 활동을 설정한 다음에는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아이들을 지도한다:

• 활동을 종료하는데 필요한 시간
• 필요한 재료
• 기금이 필요한지의 여부
• 필요한 인원

계획을 마무리하면 수립한 계획을 라이온스클럽에
제시하게 한다. 아이들과 라이온들이 합동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활동상을 담은 사진을 찍어
두도록 한다.

우리들의 마을(도시), 제5부
연령: 모든 연련층

재료:
자축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이를 경축한다. 회의에
특별한 음식을 들고온다. 봉사활동을 마치는 기분을
함께 나눈다. 앞으로 실시할 활동에 대비하여 봉사활동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수정 또는 염두에 둘 사항을
기록해 둔다.

라이온들이 아이들의 활동상을 반드시 축하해 주도록
한다.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계획, 조직 및 실시할 때마다 그
성공상을 반드시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라이온들의 칭찬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음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즐거운 하루를 선사하기
연령: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도움을
요한다.

재료:
공작용 색판지
접착제
가위
크레용 및 마커
기타 필요한 재료(장식물)

소요 시간: 20-30 분

관장: 성인 한 명과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간단한 활동이지만 수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병원, 양노원에 연락하여 환자들이나 연장자들의 방을
장식해도 될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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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계절에 맞는 장식을 하도록 지시한다. 장식
아이디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종이를 오려서 만든 창문에 장식하는 눈송이
• 발렌타인 (하트)
• 꽃
• 생일 카드
•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 쾌유를 비는 카드
• 국경일에 적합한 장식
• 소속 도시에 있는 계절적인 풍경을 담은

유적지 사진
• 좋아하는 동물 사진
• 성탄절(휴일) 장식

가능하면 아이들이 만든 장식품을 수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다.

특별 방문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없음

소요 시간: 활동마다 15-20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초대한 게스트를 소개하고 활동을
주관한다.

흥미로운 게스트를 초대하여 게스트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본 활동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게스트의 소개를 마친 후 질의응답 세션을
마련해 준다.

고려해볼 수 있는 게스트는 다음과 같다:
• 시장 혹은 지역사회 정부 당국자
• 경관이나 소방관
• 무료 급식소의 자원봉사자
• 동물 보호소 소장
• 라이온들의 도움을 받은 수혜자
• 맹인
•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입상자
• 라이온

감사 표시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공작용 색판지
마커
접착제

소요 시간: 20-3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주관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다.

아이들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배우게 한다. 대형 공작용 색판지를
이용하여 나무 줄기를 만든다. 색지를 이용하여
나뭇잎을 오린다. 오린 나뭇잎을 참가자 당 세 장씩
나눠 준다. 아이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내용을 나뭇잎에
적게 한다. 아이들이 적을 동안 대형 나무 줄기를
벽이나 칠판에 게시한다. 아이들이 나뭇잎 세장을 모두
기재했을 때 한 아동씩 적은 내용을 읽힌 후 나뭇잎을
줄기에 붙이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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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지구촌, 제1부
연령: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도움을
요한다.

재료: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라이온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 명단
크레용 혹은 마커
종이
펜

소요 시간: 15-25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한다.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은 소속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전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 활동이다. 또한 라이온들은 지구촌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과 훌륭한 국제협회의
일원임을 시범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내용을 읽어줌으로써 활동을 개시한다:

라이온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 소개)활동으로 주민들을
도울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구촌에는 남여, 여러분들과
같은 소년 소년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남미 및
유럽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실상 130만 명의
라이온들이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라이온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본 가이드 20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복사하여 크레용과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어린이들이 지도에 국가
이름을 적을 때 성인 및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도와준다.

라이온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륙에 속한 몇 몇
국가명을 말해 준다. 지도상에 국가를 확인한 후에
색칠하게 한다. 색칠을 마친 후 아이들에게 라이온들이
활동하고 영역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보여주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협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인식시켜 준다.

다음 회의 때 타국의 시민들이 요하는 사항들은 과연
무엇인지 조사해 오도록 지시한다. 2-3가지 정도를
조사해 오게 하고 혹시 아이들이 겪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발표하게 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조사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우리들의 지구촌, 제2부
연령: 모든 연령층에 적합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도움을
요한다.

재료:
종이
펜
칠판 또는 대형 종이 패드
마커(펜)

소요 시간: 20-25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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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동들이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지난 몇 주간 도움이 필요했던 때나 곤란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이러한 경험을 적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게 한다. 그 목록을 작성한다.

실현 가능성에 따라 아이들에게 2-3 가지 정도를
투표로 선정하도록 한다. 투표로 선정한 활동을 장차
아이들이 실시할 것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일 경우
그룹에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실시 방법을
논의하도록 유도한다. 주로 기금모금 활동이나 물품
기증을 종용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연령: 11-13

재료: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자료
종이 (33cm x 51cm 또는 51cm x 61cm)
메모 용지
마커, 색연필, 색분필, 파스텔 등

소요 시간: 30-40 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관장: 성인 한 명이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킬 수 있다.

국제협회가 주최하는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는
아동들에게 평화, 관용, 국제우호의 정신을 심어주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본 경연대회는 11-
13세까지의 아동들이 평화에 관해 생각해보고 평화가
뜻하는 바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그들의 독특한
비전을 전세계에 알리게 한다.

“평화”란 단어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경연대회를 시작한다. 평화에 관한
아동들의 생각을 우선 적어보게 한 다음 그룹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한다.

그런 후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를 비롯한 당 해의 참가
규정을 설명해 준다. 우선 클럽에서 선정된 우수작은
지구대회에, 지구대회의 우수작은 복합지구 대회에
출품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최종 작품은
국제대회에서 선정하며 최우수상자에겐 유엔과
라이온의 날 행사 중에 실시하는 수상식을 통해
상패와 함께 $2,500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3점의
가작을 선정하여 $500의 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한다.



참가자들이 포스터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집으로 가져가서
완성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고려해볼 수 있는 활동: 협회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수상작품이나 클럽이 실시한 바 있는
경연대회출품작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평화 포스터 자료:
평화 포스터 자료는 국제본부 내의 클럽용품부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저료 당 $9.95에
우송료와 세금이 부과된다.

자료는 전화 (630-571-0964) 또는 이메일
(lubsupplies@lionsclubs.org)로 주문할 수 있다.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국제본부 내 홍보과로 연락할 수 있다. 전화
(630-571-5466 내선 358번) 또는 이메일
(peaceposter@lionsclubs.org)로 연락하도록 한다.

너를 알고 싶다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없음

소요 시간:2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킬 수 있다.

첫 회의 때 서먹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좋은 활동이다.
그룹에서 나이가 많은 아동들을 몇 명 지적하여
돌아가면서 리더 역을 하게 한다. 리더가 활동의
주제를 선정하며 선정한 주제에 따라 아동들이 재빨리
차례대로 줄을 서는 활동이다. 주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이름 알파벳 순서
• 생일
• 신발 사이즈
• 키
• 좋아하는 색깔, 동물, 스포츠 등.

리더와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되풀이하여 본 활동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이 줄을 서게 한다. 본 활동은
아이들 간에 서로 익힐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 라이온스클럽, 제1부
연령: 4-12세

재료:
종이
펜
컴퓨터
인네넷 접속
스크랩북 만드는 재료
포스터 보드

소요 시간: 2회의 20-30분 세션

관장: 성인 한 명이 주관한다.

부모가 소속된 라이온스클럽에 관해 아이들이 있는
알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더욱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유도한 다음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따라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의문점을 인터넷,
클럽회원과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본 가이드
17페이지에 질문에 대한 회답을 제시한다.

모클럽이 아동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회원들이 인터뷰에 응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모클럽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일뿐만 아니라 성인들과 대화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우리 라이온스클럽, 제2부
연령:4-12세

재료:
종이
펜
컴퓨터
인네넷 접속
스크랩북 만드는 재료
포스터 보드

소요 시간: 2회의 20-30분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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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성인 한 명이 주관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정보를 수집한 후 클럽에 대하여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지시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 기사화
• 파워포인트
• 포스터
• 스크랩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모클럽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라이온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가?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DVD
DVD 플레이어

소요 시간:30 분.

관장: 성인 한 명이 활동을 설명하고 토의를
진행한다.

라이온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분기별 라이온스
비디오 뉴스 “LQ”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국제본부
내 홍보과로 부터 획득하여 아이들에게 보여 준다.

시청한 후 아래 질문을 통해 익힌 내용에 관해
질문한다:

•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을 배웠는가?
• 라이온들이 남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남을 돕는 라이온들의 기분은 어떠한가?
• 라이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라이온들이 지구촌에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 자녀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온스 조직에 속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미로 하는 활동
귀 클럽을 위해 재미로 할 수 있는 공예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연령: 모든 연령층

재료:
각 활동을 참조

소요 시간: 활동마다 15-25분

관장: 필요에 따라 아동들을 도와 줄 두
세명의 성인이면 족하다.

“우리는 봉사한다” 열쇠 고리
재료:
구슬을 꿸 수 있는 플라스틱 줄
가위
금속 열쇠 고리
플라스틱 구슬
플라스틱 문자 구슬

활동 안내:참가자에게 구슬을 꿰도록 플라스틱 줄(약
30cm)을 나눠준다. 구슬을 이용하여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선택하게 한 다음
추가 구슬로 이를 장식하도록 지시한다. 구슬을 모두
꿴 다음 열쇠 고리에 매달게 한다.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쓴 틀 만들기
재료:
미완성 나무 틀(테두리)
페인트 펜
스티커, 반짝이는 접착제, 구슬, 단추 등으로 틀을
장식한다.

활동 안내: 페인트나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틀을
장식하게 한다. 틀 상단에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펜으로 적도록 지시한다. 동료
친구의 사진을 넣는 사진 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콜라주 작품
재료:
참가자 당 가로 23cm X 세로 30cm 인 포스터 보드를
나눠준다.
참가자 당 가위 한 개
잡지 선정
봉사하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접착제
스티커
얇은 비닐 박판(레미네이팅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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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안내:잡지를 통하여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
등의 사진을 선정하도록 지시한다. 봉사활동상을 찍은
아동들의 사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한
사진을 보드에 붙이도록 한 후 얇은 비닐 박판을
씌운다

핸드프린트 아트 (손도장 찍기)
재료:
공작용 색판지
페인트
마커
젖은 수건
종이 타월 혹은 신문
활동 안내: 아이들이 페인트에 손을 적시게 한 후
손도장을 찍어 동물, 풍경, 계절적인 사진 등을
묘사하도록 설명한다.

종이 봉지 인형
재료:
갈색 도시락 봉지
크레용
마커
뜨개실
퉁방울눈
천 조각
팜팜
공작용 색판지
접착제

활동 안내: 여러 가지 재료를 종이 봉지에 붙여 인형을
만들도록 한다. 마커나 크레용으로 상세한 부분을
묘사하게 한다.

고려해볼 수 있는 활동: 장식한 종이 봉지 인형을
가지고 서로 인형극을 하게 한다.

이합체(離合體)의 시(각 행의
첫글자를 짜맞추어 시를 지음)

재료:
종이
펜 또는 연필

활동 안내: 한 단어를 설정하도록 한 후 그 단어를
세로로 길게 적도록 지시한다. 세로로 길게 적어 놓은
낱자를 이용하여 시를 적어보도록 한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라이온스클럽
• 자원봉사 하기
• 남을 돕기
• 우정
• 유년 단원

예:
Caring (돌보아주는)
Unbelievable (믿기 어려운)
Best (최고의)
Service (봉사)

우표 공예

재료:
소인이 찍힌 우표
접착제
노트북
종이 끼우개판 (회람판)
빈 쥬스 깡통
시리얼 박스

14 라이온스 가족 자녀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



활동 안내: 아동들과 클럽회원들이 소인이 찍힌
우표를 수집하게 한다. 책상 위에 놓고 쓰는 물건을
소인이 찍힌 우표로 커버하는데 사용토록 한다. 빈
쥬스 깡동 표면에 우표를 붙여 연필 꽂이를 만들고
시리얼 박스를 잘라서 잡지 꽂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모빌
재료:
철사 옷걸이
뜨개실
포스터 보드 혹은 카드 제고품
잡지
마커
접착제
가위
구멍 뚫는 기구

활동 안내: 잡지에 있는 남을 돕는 사진이나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활동상을 찍은 사진들을 선택하도록
지시한다. 사진, 잡지에 있는 사진을 잘라서 포스터
보드나 카드에 붙이도록 한다.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적도록 한다:

• 돌봐주는
• 베푸는
• 자원봉사자
• 도와주는
• 도우려고 애쓰는
• 유년 단원

사진 상단에 구멍을 뚫어 뜨개실을 사용하여 철사
옷걸이에 건다. 모빌의 제목을 덧붙여 적어 걸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온라인 또는 지방 도서관에 가면 각종 공작품 만드는
리소스 자료들이 많이 있다.

라이온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아동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시하기 전에
모(母)라이온스클럽의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모클럽이 가족친화적이기 때문에 클럽 봉사활동에
이미 자녀들을 포함시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동참하는 봉사활동이나 기금모금사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몇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아동에게 일을 배정할 때 맡은 바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늘 지 그 연령과 성숙도를
감안한다.

• 항시 활동을 감독하도록 배려한다.
• 활동 및 실시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 맡은 바의 책임을 완수할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봉사활동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것이 바로 라이온스클럽의 활동
목적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실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보람된
활동이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동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지켜 보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지루하여
방해를 할 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책임을
부여하여 활동적이며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실지도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회원들 간에 책임을 교대함으로써 가족들이
봉사활동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도록 배려한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지루하지 않게 계속 활동하도록
배려해야겠지만 2세 이상은 간단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활동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다:

• 인사하기
• 등록
• 물건 옮기기
• 마당 일
• 요리
• 음식이나 간식 대접하기
• 사람들 인솔하기
• 식탁 차리기
• 쓰레기 모으기
• 강아지와 산책하기
• 청소
• 활동에 참가하는 아동들을 지루하지 않게 돌봄
•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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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모금
라이온스클럽이 자선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모금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클럽의
모금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금활동 실시 때 염두에 둘 사항을 다음과 같다:
• 자녀들이 바쁘게 활동하도록 배려한다. 할 일이

없으며 지루해져 활동에 방해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 모금활동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 클럽이 다음과 같은 모금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o 티켓 받기
o 간단한 돈거래 (감독 하에)
o 복권 판매
o 간식 대접
o 준비하기
o 청소
o 증진자료 게시

• 아동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한다. 교대로 활동하도록
고려한다.

• 책임을 교대시킴으로써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행사 후엔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알려준다!

축하연 및 수상식
라이온들처럼 자녀들도 자신의 공로를 인정 받길
원한다. 연말 수상식이나 축하연을 계획할 때 봉사에
참여한 자녀들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창장 견본이 본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다.
표창장 외 다른 상을 수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자녀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여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도록 한다.

홍보자료
다음 페이지에 아동들의 활동에 관한 유용한 참고
자료를 소개한다.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식, 퍼즐,
색칠하는 종이 및 표창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
활동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있는 출판물(MPFM-
34)을 통해 다운로드 및 프린트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자녀 프로그램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나 지침이
필요할 시 연락처:

회원 프로그램 및 신생클럽 마케팅과
국제협회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067-8842 USA
전화: (630) 571-5466, 내선 6727
이메일: memberprog@lionsclubs.org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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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라이온스클럽에 관한 학습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성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회장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경력이 가장 오랜된 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장 최근에 입회한 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터뷰에 응한 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경력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이 되어 가장 좋은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으로 가장 선호하는 활동/즐거운 추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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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허가서 양식

지방 당국자에게 본 서식을 검토하게 하고 실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아동이 클럽회의 외 야외 활동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을 때 본 허가서에 서명해 오도록 한다.

현장 학습 허가서(부모 및 보호자가 작성)

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클럽

상기 라이온스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에 참가하도록 허락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연락처

자택 전화 휴대폰

직장 전화 무선 호출기/삐삐

건강보험 회사명 주치의

보험 증서 번호 주치의 전화번호

아동이반드시 휴대해야 할 약품과 관련정보 기술(예: 알레르기, 약물, 의료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료 허가서

본인이 부재 시에 자녀가 부상, 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클럽, 소속 회원 및 보호자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또는
의사의 선택 등으로 인한 불상사에 대해 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클럽 및 보호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작성일



클럽회의 활동계획서

연도: ___________

회의일 활동 노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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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대륙과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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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기를 색칠하는 페이지

독일 1-검정색 2-빨간색 3-노란색
미국 1-빨간색

2-파란색 표시 안된 부분- 흰색

중국1-빨간색 2-노란색
이태리1-초록색 2-빨간색 표시 안된

부분- 흰색

핀란드 1-짙은 청색 표시 안된 부분- 흰색 일본 1-ㅏ빨간색 표시 안된 부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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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la

Mandala Challenge



Mandala

Before starting Mandala, take a few moments for the Cubs to choose the words and design they are
creating (samples on next page). Create words inside the dashed lines or designate a color when
adding words inside of the “L” for an added challenge.

1. Start from the smallest, center-most inner circle, forming your first letter right on top of
the line. (A)

2. Write in a clockwise direction. (If your language reads from right to left, write counter
clockwise).

3. When you have filled in one circle, move to the next circle up, always starting right on the
line. (B)

4. Continue writing until all the circles have been filled. When you write in the outermost circle,
take care that the last word completely fits in the circle. (C)

You are free to choose the writing instruments, colors, style of writing, designs and positive words
you like. You can also combine various languages.

Examples of positive words: Bringing Communities Together, Peace, Love, Joy, Go Green, Give to
Others, Service, I am Thankful for…, We Serve, Knights of the Blind, etc.

(A) (B) (C)

Tn h a
kyoudeerEa

rthTn h a
EveryoneGratitudeS

un
Fa

m

ily kyoudeerEa
rthTn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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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la

Mandala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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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을 연결한 후 색깔 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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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 로고

임무서

라이온스클럽을 통해 자원봉사 하는 방법을 알리고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부응하며 평화와 국제이해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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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아프리카

2.남극

3. 아시아

4호주

5. 유럽

6 북미

7 남아프리카

8 북극

9 대서양

10 인도양

11 태평양

12 남극

지구촌의 대륙과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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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프로그램

신생클럽 및 마케팅과

국제협회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전화: (630) 571-5466, 내선 6727

이메일: memberprog@lionsclubs.org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MPFM 33.KO 11/09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