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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1 부총재 임기 준비, 지구총재로의 성공 준비  

 

지구 1 부총재는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지구총재로서 팀을 이끌기 위한 교육을 받고 준비를 

완료합니다. 지구총재가 되면 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합니다.   

 

지구 1 부총재의 우선 임무는 지구총재가 어떠한 사유로든 총재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구총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총재가 배정한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 동안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이끌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 이외에도, 지구총재직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고 연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총재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지구총재의 역할과 모든 책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기 준비 및 계획  

 

지구총재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한 해를 계획하고 당선총재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지구총재의 책임을 숙지하고, 리더십 기술을 가다듬으며, 동료 

지도자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 지구총재로 취임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연수 프로그램 - 당선총재가 국제협회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지식, 비전,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마련된 일년 과정의 집중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개요 PDF 에서 확인하십시오. 

 

 

•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온라인 사전과제 –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는 1 년 동안 온라인 

과제를 배정받습니다. 과제는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학습 경로에 따라 단계별로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배정됩니다.  

 

• 복합지구 차원의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연수 -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 코디네이터가 

교과과정을 제공받아 복합지구 또는 인근 단일지구 내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들에게 

연수를 제공합니다.  

 

•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 미국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에서 1~3 일차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만 참석) 및 국제대회에서 4 일차 연수를 진행합니다.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등록 세부 사항 - 호텔과 여행을 포함해 당선총재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vdg-dge-seminar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vdg-dge-seminar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vdg-dge-seminar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vdg-dge-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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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계획 수립 -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을 확보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클럽을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팀 구성, 비전 구축, 계획 수립, 성공 도약 과정을 통해 클럽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며(회원 유지 개선) 현 및 예비 

클럽 지도자의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회원 포털 로그인 계정 만들기  

 

회원 포털 – 다음과 같은 모든 라이온스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MyLion, MyLCI, Insights, 

Learn, Shop 및 Connect. 

 

등록 및 비밀번호 안내 - MyLCI 에서 프로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MyLCI 접속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LION – 소통.봉사.보고! 클럽이 봉사를 보고하고 봉사사업을 계획하며 동료 라이온들과 

소통하고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MyLCI 관련 문의는 MyLION@lionsclubs.org 로 

연락하십시오.  

 

MyLCI – 라이온 지도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클럽이 회원 관리, 지구 및 클럽 프로필 작성, 클럽 

대의원 확인, 대회 기록 및 계획, 신생클럽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LCI 관련 문의는 

myLCI@lionsclubs.org 로 연락하십시오.  

 

• 클럽 성과 보고:  클럽 방문에 도움이 되는 클럽 개요를 제공합니다. 회원, 상, 임원 등의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구 게스트 관리자 비밀번호 - 지구총재는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라이온 5 명을 게스트 

관리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권한 - 지구 팀이 MyLCI 를 주요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할 방법을 완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회원 연락처 데이터 다운로드 - MyLCI 의 주요 기능으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목록을 

생성하여 쉽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 명단 - 클럽 별 투표권을 위한 유자격 회원 명단입니다.  

 

• 사망 회원 명단 - 최근 사망한 라이온 명단입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global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기술-지원
mailto:MyLION@lionsclubs.org
mailto:myLCI@lionsclubs.org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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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보고서 – MyLION/MyLCI 에 로그인 한 후 홈페이지의 지원 센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등록 보고서 - 클럽 목록과 상태, 회원 수, 최종 회원 현황 보고일이 

표시됩니다. 

 

• 누락된 클럽 임원 - 클럽에서 보고가 누락된 임원직 목록입니다. 

• 회원 요약 보고서 - 클럽의 회원 유형과 성별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원 누적 보고서 - 회기의 해당일까지의 누적 회원 및 클럽 통계 요약 

보고서입니다. 

 

• 클럽 현황 보고서 - 지구 내 모든 클럽의 상태, 회원 수, 보고서 제출에 대한 모든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NSIGHTS – 회원, 봉사 활동, 기부 및 클럽 효율성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지구 목표 및 학습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ARN – 라이온스 학습센터 학습과정 완료, 국제협회 연수회(ALLI, FDI, LCIP) 검색, GLT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가 보고한 현지 연수회를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라이온 및 레오는 ‘내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P -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클럽 용품과 국제협회 상표가 부착된 각종 상품을 국제협회 

스토어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클럽 용품 관련 문의는 orderdetails@lionsclubs.org 로 

연락하십시오.  

 

지구임원회 

 

지구 팀과 지구임원회를 구성할 때, 임원직을 추가하려면 지구의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지구 조직 견본 – 지구임원회 조직도입니다. 

 

지구 조직 견본은 권장하는 지구임원회 조직 구조로서, 글로벌 액션팀 지구 코디네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헌장 및 부칙에 다음 직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원 - 지구 및 클럽행정부 직원만이 MyLCI 에 임원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직전 지구총재 - 전총재 자료실 에서 전총재들은 최신 정보를 접하고 지도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8.lionsclubs.org/reports/membershipregister/
http://www8.lionsclubs.org/reports/gn1067d/
http://www8.lionsclubs.org/reports/gn1569/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umulative/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mailto:orderdetails@lionsclubs.org
https://cdn2.webdamdb.com/md_IYvlnBGQiw18.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ast-district-gover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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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총재 - 지구총재 약력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 지구 제 1 부총재 약력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지구 2 부총재 - 지구 제 2 부총재 약력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   

지구대회 개최 직후, 지구 연차대회 보고서(DA-20) 를 제출하여 차기 지구총재팀 임원 선거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지구임원회 임원 – 5 월 15 일 이후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가 MyLCI 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강령         

 

MyLCI 에서 임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쓰기 가능한 PDF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당선총재는 지역 및 지대를 구성하면서 MyLCI 에서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당선총재가 MyLCI 액세스 권한을 얻는 즉시 완료해야 하며, MyLCI 를 

통해서만 보고가 가능합니다. 

 

• 지구에서 지역 및 지대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및 지대 조직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 기존 클럽과 신생 클럽을 함께 지대에 배정하고 지대를 유지합니다. 

• 지역 및 지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자료 -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센터에서 지역위원장과 

지대위원장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지역 및 지대위원장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웹페이지에서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과정’에 도움되는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럽 성장을 비롯해 새로운 아이디어, 회원 참여 증대(유지율 

증가 포함) 및 기존 클럽 임원과 더불어 잠재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되는 다양한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고 비전을 구축하여 계획을 세우면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상 - 관련 자료를 가장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간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여 연간 일정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5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42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5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0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cdn2.webdamdb.com/md_6SL4i0f2Zoe9.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77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zone-region-chairpersons
https://www.lionsclubs.org/en/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lobal-membership-approach/region-zone-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zone-and-region-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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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위원장 워크숍 –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을 위한 강사 주도 워크숍이 제공되며, 

위원장의 책무,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직, 지구임원회 내에서의 역할 등을 다룹니다. 

지대위원장 워크숍 자료에는 지대위원장의 임무를 지원하는 연수 자료와 관련 자료 검색 

방법을 안내하는 지대위원장 학습 맵, 강사 주도 과정이 아닌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대위원장 원격 연수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 코디네이터   

 

글로벌 액션팀 코디네이터는 클럽의 발전뿐 아니라 봉사를 위한 시너지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팀으로서 활동합니다. 아래는 직무 설명서로 연결되는 링크이며, 추가 자료는 글로벌 액션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지구 코디네이터 - 임기는 1 년이며,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임명/선출됩니다.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지구 코디네이터 - 임기는 1 년이며,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임명/선출됩니다.   

 

• 글로벌 봉사팀(GST) 지구 코디네이터 - 임기는 1 년이며,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임명/선출됩니다.   

 

• 글로벌 확장팀 지구 코디네이터 – 임기는 1 년이며,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임명/선출됩니다. 직책 설명서가 곧 제공됩니다. 

 

LCIF 지구 코디네이터 – LCIF 를 통해 임명되는 이 코디네이터는 LCIF 가 전세계 인도주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한 LCIF 로 거듭나는데 협조합니다.  

 

지구 위원장   

 

국제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구 위원회 위원장은 14 명입니다.  MyLCI 또는 쓰기 가능한 

PDF 서식을 사용해 위원장과 코디네이터를 보고하십시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입니다.   

 

• 대회 - 대회위원장은 지구의 라이온 회원들이 성공적인 대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구총재를 대신해 활동합니다. 

 

• 소아암 –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아암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확대하고, 환자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며,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보완할 현실성 있는 봉사 기회를 찾습니다. 

 

• 당뇨병 - 지구 내 지역사회에서 당뇨병 퇴치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봉사사업을 

기획합니다.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zone-chairperson-training-material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lobal-action-team-resources
https://cdn2.webdamdb.com/md_gWiKz8NbuG29.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YA1nQSFWYb44.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wehRw1OmQnG3.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QfUtgNjbmxW3.jpg.pdf?v=1
https://lionshelp.zendesk.com/hc/ko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69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693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lan-a-district-convention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fo-for-childhood-cancer-chairperson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fo-for-diabetes-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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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지구에서 클럽들이 환경 봉사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로위원회 - 전총재들이 클럽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구 전체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 기아 - 지구에서 클럽들이 기아 관련 봉사사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보기술 - 소셜미디어, e-지구하우스, e-클럽하우스 기능을 이용해 지구와 클럽 

지도자들을 지원합니다.  

 

• 레오클럽 - 레오위원장은 레오클럽의 홍보, 개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구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임기는 1 년 또는 3 년입니다.  

•  

• 레오 및 레오-라이온 연락원 – 지구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공하면서 레오와 라이온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 마케팅위원장 – 기본적인 브로셔부터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홍보에 관한 폭넓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 지구에서 실시하는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업무와 관련해 지구총재를 

지원합니다.  

 

• 시력 - 지구에서 시력봉사 사업을 기획하고, 라이온들이 봉사사업을 실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 청소년 캠프 및 교환 – 청소년 캠프 및 교환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이 

모여 아이디어, 관습 및 문화적 관점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라이온스 퀘스트 - LCIF 의 가장 종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칩니다.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fo-for-environment-chairperson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ast-district-governor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fo-for-hunger-chairperson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reate-e-district-house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create-website-eclubhouse.php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eo-club-chairpersons
https://cdn2.webdamdb.com/md_MSufQ32Ysa31cT7S.jpg.pdf?v=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arketing-communications-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73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youth/peace-poster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fo-for-vision-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formation-for-YCE-chairperson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lions-quest-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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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 클럽용품부에서 용품 주문    

 

매년 7 월 1 일이 되면 지구총재는 지구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주 구입하는 상품을 

국제협회 Shop(숍)에서 확인하십시오. 

 

• 상 및 메달 - 우수한 라이온스 클럽의 공적을 표창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확인하십시오.  

 

• 명찰 – 지구총재와 전총재 외의 모든 지구 임원용 명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입회원 입회식 키트 - 기존 클럽에 입회하는 신입회원을 위한 자료집입니다. 매년 회기 

초에 지구총재에게 25 부가 제공됩니다.     

 

• 신생 클럽의 신입 회원 키트는 별개로 처리되며 클럽용품부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newclubs@lionsclubs.org 로 연락하십시오.  

 

• 전총재 라펠 핀 - 구매 가능합니다. 

 

• 평화포스터 키트 - 매년 1 월 15 일부터 10 월 1 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상패, 상 및 표창 - 우수한 라이온스 클럽의 공적을 인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럽 용품에 관해 궁금한 점은 이메일 orderdetails@lionsclubs.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교부금 - 교부금은 회원 증강, 클럽활동 홍보, 청소년 지도력 개발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혁의 목소리 심포지엄 – 심포지엄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 및 모든 연령과 배경의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봉사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 개혁의 목소리 워크숍– 다양한 라이온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전 세계 특정 지역의 다양한 

민족, 성, 연령대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고 활동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합니다.  

 

• 레오 지도력 개발 교부금- 레오 지도력 개발 컨퍼런스 개최에 관심이 있는 라이온스 

복합지구, 정지구 또는 단일지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회원개발 교부금- 신생클럽 조직 및 회원증강을 위한 집중 공략 마케팅 전략입니다.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dals/Award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meeting-supplies/Name-Badges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nm10p?variant=31960822906960
mailto:newclubs@lionsclubs.org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b7pdg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b7pdg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ppk1?variant=31075715088464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collections/awards-recognition
mailto:orderdetails@lionsclubs.org
https://cdn2.webdamdb.com/md_o3IXGjgt8o76.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EYggyyQRkG02.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leo-grant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membership-development-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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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교부금 - 복합지구 또는 단일지구가 라이온 및 라이온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복합지구 및 지구 지도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 복합지구/지구 차원의 지구 1 및 2 부총재 

연수회, 지대위원장 연수회와 관련된 경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 복합지구, 단일지구, 지구 미편성 

잠정지구/지역/지대에서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ELLI) 또는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RLLI)를 실시하도록 기금을 제공합니다.  

 

국제재단(LCIF) 교부금  

 

LCIF 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펼치는 봉사를 돕는 다양한 교부금을 제공하여 수십 년 

동안 시력, 재해 구호, 청소년, 인도주의 사업에 중점을 둔 라이온들의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CIF 교부금 안내 웹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시간 관리 – 연간 일정 계획  

 

지구총재 임기 동안의 하루 일과는 눈코 뜰 사이 없이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총재로서 

수행할 책무와 행사에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전체적인 일정을 시작하면, 예상 밖의 다른 행사들에 

대해서도 더 쉽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거나 주도해야 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시간과 여행이 필요한 행사를 적절히 계획하십시오. 

 

국제 행사  

 

• 국제협회 행사 일정표 - 국제본부 일정표는 예정되어 있는 행사, 중요한 수상 신청 마감일, 

글로벌 봉사 행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국제대회 - 국제대회(LCICON) 웹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대회 행사장, 대회 프로그램, 현지 

투어를 포함하여 국제협회 최대의 국제 행사인 국제대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구 행사 - 지구총재는 지구 차원의 각종 행사를 주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지구임원회 회의는 회기의 각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 지구대회 - 각 지구는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라 매년 지구 연차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회의 - 총재협의회 문서에서 복합지구 활동과 지구총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public-relations-grant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leadership-development-grant-program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leadership-development/institute-grant-program
https://www.lionsclubs.org/ko/lcif-grants-toolkit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lions-events-calendar
https://lcicon.lionsclubs.org/ko/
https://cdn2.webdamdb.com/md_sCK6WvbDHo72.jpg.pdf?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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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방문 - 여러분은 클럽을 지원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장려하며 프로그램과 행사를 홍보할 

목적으로 각 클럽의 연례 방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클럽 방문!’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배움의 기회 및 행사 - 여러분은 지구 지도자 및 클럽 임원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 및 도움 요청은 각 지역의 글로벌액션팀-GLT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클럽임원 오리엔테이션 -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자습식 개별 연수를 위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대위원장 워크숍 –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을 위한 강사 주도 워크숍이 제공되며, 

위원장의 책무,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직, 지구임원회 내에서의 역할 등을 다룹니다. 

지대위원장 워크숍 자료에는 지대위원장의 임무를 지원하는 연수 자료와 관련 자료 검색 

방법을 안내하는 지대위원장 학습 맵, 강사 주도 과정이 아닌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대위원장 원격 연수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구 2 부총재 연수 –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과제와 강사 주도 워크숍이 

결합된 복합적 형식의 연수로서, 지구 2 부총재의 역할과 책임뿐 아니라 직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다룹니다.  

 

•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 -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지닌 고유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잠재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ALLI) – 클럽 이상의 수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기 원하는 

라이온들에게 국제협회 및 재단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주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 강사양성과정(FDI) – 지역 수준에서 지도하고 강사로 활동하기 원하는 라이온들에게 

기본적인 연수 진행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의 강의 진행 연습 기회도 

제공합니다. 

 

•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LCIP) - 공인 강사로 인증받고자 하는 라이온들이 신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CIP 인증을 받은 

라이온들은 현지 개최가 승인된 연수회, 국제협회 주관 연수회*,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기타 교육 관련 행사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LCIP 연수회는 자격을 갖춘 

라이온들에게 국제협회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인증을 위한 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온이 인증을 받으려면 60 분 분량의 연수회 세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된 라이온이 LCI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 년마다 온라인 전문 기술 개발 

과정을 이수하고 재인증받아야 합니다. *국제협회 주관 연수회에서 강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visitation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zone-chairperson-training-material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econd-vice-district-governor-training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mentoring-program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advanced-lions-leadership-institute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faculty-development-institute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ions-certified-instructor-program


 

 

   

          목차로 돌아가기  District E-Book |12 

• 초급 지도력 연수회(ELLI) - 라이온들이 클럽 수준 지도자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지 

연수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복합지구, 단일지구, 지구 미편성 

잠정지구/지역/지대에서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RLLI) – 라이온들이 모든 수준의 지도자 직책을 수행할 준비가 

되도록 현지 연수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교과과정은 각 지역의 연수와 지도력 개발 

필요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지구, 단일지구, 지구 미편성 

잠정지구/지역/지대에서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연수회 프로그램 – 복합지구, 지구 및/또는 지구 미편성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연수회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력 개발 국제 연수회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RLLI),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ELLI),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ALLI), 강사양성과정(FDI)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nstitutes@lionsclubs.org 로 문의 하십시오. 

  

라이온 계정으로 접속하는 라이온스 학습센터는 모든 라이온과 레오에게 온라인 쌍방향 코스를 

통해 라이온스 기본 지식 및 지도력 역량을 습득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 접속 안내) 

 

헌장지역 행사 - 국제협회 포럼이 실시되는 헌장지역 내의 모든 라이온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구 연차대회, 선거, 공석 충원 

 

지구 연차대회 

 

• 지구 연차대회 기획 방법 - 지구 또는 복합지구 연차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설명되어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 연사 초청 - 국제 연사를 초청하려면 이 온라인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지구 선거 

 

• 지구 선거 절차 - 2016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 절차 및 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참고 자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 지구 연차대회 보고서(DA-20) - 쓰기 가능한 PDF 서식을 작성하여 선거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emerging-lions-leadership-institute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leadership-development/institute-grant-program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rlli-curriculum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leadership-development/institute-grant-program
mailto:institutes@lionsclubs.org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cdn2.webdamdb.com/md_YPpYBbl9NzF5.jpg.pdf?v=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forum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plan-a-district-convention
https://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speaker-request-form.php
https://cdn2.webdamdb.com/md_YAbcHEIkWc19.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EYEclGZNBSb4.jpg.pdf?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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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항의 절차 - 지구총재/제 1 및 2 부총재 선거 부조리에 대한 헌장 상의 항의를 심리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공석 충원   

 

• 지구총재 - 지구총재 공석을 충원하려면,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의 첨부 B, “지구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 의사규칙”을 참조하십시오. 

 

• 지구 1 부총재 또는 2 부총재 - 지구 1 부총재 또는 2 부총재 공석을 충원하려면,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의 첨부 C, “지구 제 1 또는 2 부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 의사규칙”을 

참조하십시오.” 

 

• 표준 헌장의 주권(우선권) - 이사회 방침서 제 7 장 1 페이지의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을 

참조하십시오.   

 

국제협회에 우려사항 보고 및 지원 요청 - 지구 내 클럽에 관한 문의사항 또는 우려사항이 있으면 

이메일(pacificasian@lionsclubs.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 방문 

 

클럽 방문 준비 - 클럽의 활동 상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보고서들을 

활용하십시오. ‘성공적인 클럽 방문!’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팀 접근법으로 클럽 방문 - 지구총재 팀 세 명이 클럽 방문을 나누어 담당하면 지구 

지도자들과 클럽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 클럽 현황 보고서 - 지구 내 모든 클럽들의 활동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월별 

보고서입니다. 

 

• 클럽 성과 보고서 - MyLCI 에서 제공되는 이 보고서는 클럽 방문 시 유용한 클럽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회원, 상, 임원, 봉사사업, LCIF 기부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지구총재 월별 명세서 - 지구총재가 국제협회에 체납된 클럽의 미납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클럽 계좌 명세서/회비 - 지구 총재는 MyLCI 에 로그인하여 ‘라이온스클럽/명세서/회비’에 

있는 각 클럽 계좌의 현재 잔액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수납 및 클럽계좌 서비스과 membershipbilling@lionsclubs.org 로 문의해 주십시오.  

 

• 임원 취임식 - 신임 클럽 임원들의 연례 취임식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진행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pbUGPn8uP02.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n4IPNnEJnz39.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n4IPNnEJnz39.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n4IPNnEJnz39.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sites/default/files/Board-Policy-Manual/Chapter_7_ko.pdf
mailto:pacificasian@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visitation
https://cdn2.webdamdb.com/md_UYh12clsPR91.jpg.pdf?v=1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430
https://myapps.lionsclubs.org/?
mailto:membershipbilling@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21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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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방문 시 고려할 사항 

 

• 신입 회원 입회식 - 클럽은 지구 임원이 신입 회원 입회식을 진행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 신입회원 키트 - 신입회원 키트에는 라이온스 핀, 회원증서, 회원카드가 담겨 있어 

신입회원이 특별한 소속감을 갖게 해줍니다.   

 

클럽 지원 

 

클럽 효율성 향상 자료  

 

• 표준 클럽 조직 – 이사회, 임원, 위원장들을 포함한 클럽 지도부를 위해 권장하는 조직 

구조를 보여줍니다.   

 

• 클럽 개선 계획(CQI) - 회원들이 함께 모여 클럽의 현재 모습을 검토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재미있는 쌍방향 연수입니다. 

 

•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회의가 회원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클럽이 원하는 

방식대로 회의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 클럽의 성공을 위한 계획(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 기획 안내서 및 파워포인트자료를 

사용해 클럽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클럽의 강점과 개선점 및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십시오! 

계획서를 통해 비전을 세우고 클럽의 필요사항을 평가하며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클럽 우수성 향상 자료 주문서 – 위의 자료 및 공인 가이딩 라이온의 자료 신청을 위한 

주문서입니다.   

 

약체클럽 강화를 위한 자료  

 

• 클럽 재건 및 재조직 - 약체클럽, 해산 또는 스태터스 쿼에 처한 클럽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클럽 재건: 지구총재는 클럽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클럽 방문 횟수에 제한없이 약체클럽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클럽 재건 프로그램은 클럽 재건, 신입회원 모집, 임원 

연수, 의미 있는 지역사회 봉사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도움이 필요한 클럽을 위해 클럽 재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습니다.  

 

• 스태터스 쿼 요청서 - 클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클럽을 스태터스 쿼에 처하도록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이사회 방침서 제 5 장을 참고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475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nm10p
https://cdn2.webdamdb.com/md_cTVQF62bzHL5.jpg.pdf?v=2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59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8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9266822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rebuilding-reactivation-priority-club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09063435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09063435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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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재조직 보고서 - 스태터스 쿼 상태이거나 해산된 클럽이 복귀(해산일로부터 12 개월 

이내)할 때 사용합니다. 

 

• 클럽 활동정지 방침 - 국제회비 미납으로 인한 스태터스 쿼 유형입니다.   

 

• 보호 스태터스 쿼 - 이사회 방침서 제 5 장 F 항을 참고하십시오. 내란, 정치적 불안,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클럽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때 지구총재가 보호 스태터스 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이딩 라이온 및 공인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 - 신생클럽의 성공을 돕기 위해 만들었지만 

기존 클럽들이 클럽을 쇄신하고 활성화하도록 돕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에 우려사항 보고 및 지원 요청 - 지구 내 클럽에 관한 문의 또는 우려사항은 

이메일(clubstatus@lionsclubs.org)로 연락하십시오.  

 

클럽 표창/상  

 

• 클럽 우수상 - 지역사회 봉사활동, 회원 증강, 커뮤니케이션, 조직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클럽과 지구는 우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레오 상 및 표창 - 국제협회는 레오클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레오와 라이온들에게 

다양한 상을 수여합니다. 우수 레오와 라이온의 공적을 인정하는 20 여 종의 수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럽 간의 화합 증진 

 

분쟁 방지 및 해결   

 

라이온스 분쟁조정 절차(DRP)의 목적은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 라이온스 조직 내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이사회는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 클럽이나 지구(단일, 정, 복합) 수준에서 제기되는 항의, 분쟁,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국제협회 회원은 모든 소송, 분쟁, 항의를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가 정한 방침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에 따라 국제이사회는 

클럽, 지구, 복합지구 수준에서 라이온스 관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클럽 분쟁해결 절차, 지구 

분쟁해결 절차,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 분쟁 해결 지침 - 분쟁이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럽, 지구, 

복합지구 분쟁 해결 절차에 준해 라이온스 회원, 클럽, 지구(단일, 정, 복합)를 돕습니다. 단, 

분쟁 해결 지침은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방침을 보완하는 것이지 국제이사회의 방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362
https://cdn2.webdamdb.com/md_olpmjUVNIs26.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sites/default/files/Board-Policy-Manual/Chapter_5_ko.pdf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uiding-lion-program
mailto:clubstatu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excellence-award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eo-awards-and-recognitions
https://cdn2.webdamdb.com/md_oluvN6FOV68.jpg.pdf?v=1


 

 

   

          목차로 돌아가기  District E-Book |16 

• 클럽 분쟁 해결 절차 - 클럽 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합니다. 

 

• 지구 분쟁 해결 절차 - 지구 헌장 및 부칙, 방침과 관련해 클럽(들)과 지구 집행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합니다. 

 

• 복합지구 분쟁 해결 절차 - 복합지구 내 클럽 또는 지구 사이, 클럽(들) 또는 지구(들)와 

복합지구 집행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합니다. 

 

• 지구총재/부총재 선거 항의 절차 - 지구총재/제 1 및 2 부총재 선거 부조리에 대한 헌장 상의 

항의를 심리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지구총재 예산 및 여비 상환  

 

지구총재는 이사회 방침에 의거, 지구 운영 및 행정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참석한 행사에 대해 

지출경비를 상환 받습니다.   

 

지구총재 경비 상환 방침 - 이사회 방침서 제 9 장 B 항에 상환 가능한 행사, 적합한 행사 유형, 

지구 운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비의 최대 허용액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지구총재 여행 경비 청구서(엑셀) -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에 대한 계산식이 미리 입력되어 있으며, 필요 시 손쉽게 통화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지구총재 여행 경비 청구서(PDF) -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할 때만 이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 지구총재 여행 경비 청구서 제출 팁 – 경비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상환 가능/불가능한 지구총재 경비 – 상환 가능한 행사와 불가능한 행사 유형을 설명합니다.  

 

• 경비 청구 교육 – 라이온 계정으로 접속하는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제공되는 3 개의 강좌를 

통해 경비 청구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원 개발  

 

회원개발부는 지구 및 지구 미편성 지역에서 신생클럽 증강, 기존 클럽 회원 영입, 모든 회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 신규 및 기존 사업 홍보를 통해 회원 증강을 달성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회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 도구와 자원 개발 및 홍보를 제공하며 수상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증강을 장려합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EpwUyB30Lmy9.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6TWGjuIIlQi0.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6OqVydaFFNS3.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pbUGPn8uP02.jpg.pdf?v=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board-policy-manual
https://www.lionsclubs.org/ko/search-results?keys=c30%2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95
https://cdn2.webdamdb.com/md_6oGiUVLHp5e7.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E4Uk1f4Oy951.jpg.pdf?v=1
https://myapp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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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부는 신생클럽 개발, 가족 친화적인 클럽 환경 지원, 클럽의 온라인 상 활동 장려, 클럽 회원 

유지 독려, 라이온들의 더 나은 레오 경험 제공과 레오 활동 개발 및 레오의 라이온 전환 장려를 

위한 업무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회원에 관한 이사회 방침서 

 

• 이사회 방침서 제 10 장: 클럽 확장 

• 이사회 방침서 제 17 장: 회원 

 

신생클럽 개발 

 

• 신생클럽 조직 - 회원의 필요에 맞도록 다양하게 마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클럽을 

소개합니다. 

 

• 일반 클럽 - 전통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라이온스 클럽은 신생클럽 개발의 원천이 

됩니다. 전통적인 클럽은 새로운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를 펼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 특성화 클럽 – 회원들이 공통의 관심사 또는 열정을 공유하는 클럽을 조직하여, 

보다 깊이 있는 차원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회원들은 취미, 직업, 문화, 공동의 사업, 삶의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레오-라이온스 클럽 – 레오-라이온스 클럽은 자격을 갖춘 30 세 이하의 

레오에게 차터비/입회비 면제와 국제 회비의 절반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활동을 마친 레오들이 쉽게 라이온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 캠퍼스 클럽 - 캠퍼스 클럽은 학생, 교직원, 기업체 리더들이 연계하여 캠퍼스 

공동체와 전 세계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합니다. 

 

• 가상 클럽 – 가상 클럽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클럽 활동 및 대면 봉사활동 

계획을 펼칩니다. 

 

• 클럽 지회 - 클럽 지회는 라이온스 클럽 내에서 5 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자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레오클럽 - 라이온들이 펼치는 봉사를 다음 세대에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신생클럽 조직 안내서 - 신생클럽 조직 과정을 설명합니다.   

 

• 신생클럽 개발 워크숍 - 지구총재 팀이나 지구 글로벌 회원증강팀 (GMT)은 신생클럽 개발 

컨설턴트가 지구를 방문해 신생클럽 조직에 대해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lionsclubs.org/sites/default/files/Board-Policy-Manual/Chapter_10_ko.pdf
https://lionsclubs.org/sites/default/files/Board-Policy-Manual/Chapter_10_ko.pdf
https://lionsclubs.org/sites/default/files/Board-Policy-Manual/Chapter_17_ko.pdf
https://lionsclubs.org/sites/default/files/Board-Policy-Manual/Chapter_17_ko.pdf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tart-a-new-club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traditional-lions-club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specialty-clubs-program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eo-lion-program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l1.pdf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ampus-lions-club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virtual-club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branch
https://lionsclubs.org/ko/discover-our-clubs/about-leos
https://cdn2.webdamdb.com/md_EvwF8gdJo412.jpg.pdf?v=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new-club-development-workshop


 

 

   

          목차로 돌아가기  District E-Book |18 

회원 분류 및 프로그램  

 

회원 유형 - 정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예비 회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국제협회는 

다양한 회원 범주를 마련했습니다. 국제협회는 정회원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회원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원 초대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입회원 

 

• 클럽 회원위원장 - 위원장의 책무를 설명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클럽의 회원 증강과 더불어 

위원장을 지원하는 정보 자료를 소개합니다. 

 

• 회원 가입 신청서 - 쓰기 가능한 PDF 파일이며 클럽총무가 예비 회원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 신입회원 키트 – 기존 클럽에 입회하는 신입회원을 위한 자료입니다. 매년 회기 초, 

지구총재에게 25 부가 제공됩니다. 신생클럽의 신입회원 키트는 클럽용품부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 라이온스 세계 입회식의 날 - 신입 회원을 환영하고 라이온들에게 회원 증강 활동 및 

라이온스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는 범세계적 행사입니다. 

 

교부금 및 심포지엄  

 

• 회원개발 교부금 – 신규 회원시장을 확보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테스트하는 지역, 특히 

회원 감소를 보이는 지역을 지원하는 교부금입니다. 

 

봉사에 대한 헌신  

 

국제협회의 임무는 자원봉사자들이 라이온스 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인도주의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와 국제이해 증진에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국제협회는 전략 

및 포괄적이고 측정 가능한 봉사 기회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라이온과 레오를 통합시켜 당면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28luLPbVtPl7.jpg.pdf?v=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vite-member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embership-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37
https://lionsclubsinternational.myshopify.com/products/nm10p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member-orientation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worldwide-induction-day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membership-development-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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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력사업 

 

지난 100 년 동안 라이온과 레오의 친절함은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 140 만이 넘는 라이온들과 함께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중점적 사업을 글로벌 주력사업으로 통합한 이유입니다.  

라이온스 글로벌 주력사업은 지구촌이 당면한 인도주의적 과제를 대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이제는 라이온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 소아암  

• 당뇨병  

• 환경  

• 기아  

• 시력  

 

봉사의 여정 

 

봉사의 여정은 삶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봉사의 여정에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 

발견, 활동, 축하. 이 네 단어는 정형화된 생각을 뛰어 넘어 생각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네 가지 

단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네 단어는 라이온과 레오에게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지난 

100 년 동안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우리도 함께 발전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쉼 없이 봉사해왔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걷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길로 함께 걸어 

주십시오.   

 

봉사사업 준비세트 

 

봉사에는 열의가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소속 클럽에 봉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려면? 봉사사업 준비세트는 소속 클럽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더 큰 영향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봉사 자료 모음집입니다.  

 

• 클럽 개선 계획(CQI)  

• 클럽 및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평가 

• 지역 파트너십 구축 방안  

• 기금 모금 활동 안내서 

봉사사업 준비패드  

 

봉사사업 시작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이 쌍방향 도구는 글로벌 주력사업 각 분야에 봉사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단계입니다.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childhood-cancer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environment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hunger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vision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service-journey/service-toolkit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81796173
https://cdn2.webdamdb.com/md_ci3HKHvIAn21.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7920355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service-launchpad


 

 

   

          목차로 돌아가기  District E-Book |20 

봉사 사업 

 

국제협회는 전략 및 포괄적이며 측정 가능한 봉사 기회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라이온과 레오를 

통합시켜 당면한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 제 2 형 당뇨병 검사 

• 당뇨병 인식 제고 걷기대회 

• 당뇨 캠프 

• 당뇨병 동료 서포트 그룹 

• 라이온스 안구은행 

• 시력 검사 

• 안경 재활용 

•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소아암, 환경 및 기아 프로그램이 곧 제공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사업 아이디어 

 

봉사사업 계획서는 다운로드 가능한 도구모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주력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클럽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국제협회의 봉사 프로그램 및 봉사사업 계획서 이외에도, 클럽들이 글로벌 주력사업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 분야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는 방법과 

더불어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 봉사사업 아이디어에 관한 링크입니다.  

 

• 소아암 

• 당뇨병  

• 환경  

• 기아  

• 시력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world-diabetes-day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world-diabetes-day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stride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diabetes-camps-program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diabetes-peer-support-group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ions-eye-banks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vision-screening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recycle-eyeglasse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youth/youth-camps-and-exchange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service-journey/service-project-planner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childhood-cancer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diabete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environment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hunger
https://lionsclubs.org/ko/start-our-global-causes/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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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활동  

 

라이온과 레오는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 세계 클럽은 지역사회 인식 증진, 교육, 입법 및 공공정책, 행사 및 파트너십을 

통해 옹호활동에 참여합니다. 라이온과 레오는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지역사회 내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료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옹호활동이란?  

• 라이온스 옹호활동 전략 및 프로그램 

• 국가 별 옹호활동 자료 

• 국제협회와 유엔의 관계 

• 라이온스 옹호활동 역사 

• 옹호활동 일정 

• 축하 및 공유하기! 

 

봉사 활동 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영향력을 측정하고 회원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클럽에서 봉사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과 세계에 봉사하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 라이온과 레오가 참여하는 모든 봉사활동은 규모와 상관없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봉사 보고 웹페이지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yLion 에서 봉사를 보고할 수 있는 사람 

• MyLion 에서 봉사 보고 방법 

•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봉사 보고의 이점 

• 봉사의 영향을 측정할 방법 

• 봉사를 보고한 클럽이 받는 상 

  

봉사상  

 

친절 봉사상 - 매년 라이온스 글로벌 주력사업 중 한 분야에서 뛰어난 봉사사업을 펼친 소수의 

라이온스클럽 및 레오클럽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친절 봉사상은 클럽 차원에서 

추천하며, 라이온과 레오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봉사사업 개발에 도전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가게 합니다.  

 

웹페이지에서 수상 기준, 추천 방법 및 추천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lions-advocacy-toolkit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lions-advocacy-toolkit#mod7
https://www.lionsclubs.org/ko/service-reporting
https://www.lionsclubs.org/ko/kindness-matters-service-award


 

 

   

          목차로 돌아가기  District E-Book |22 

마케팅 

 

• 브랜드 지침과 로고 - 로고는 다운로드와 복사가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하기 전에 

국제협회의 사용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 클럽 마케팅위원장 안내서 – 이 안내서에서 클럽 홍보 방법과 홍보를 위한 도구를 

확인하십시오.  

 

• e-지구하우스 - 지구나 복합지구의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무료로 개설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e-지구하우스를 이용하십시오! 

 

• e-클럽 하우스 - 라이온스 클럽의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e-클럽하우스를 이용하십시오! 

 

• e-레오클럽하우스 - 레오클럽의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무료로 개설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e-레오클럽하우스를 이용하십시오! 

 

•  국제 평화 수필 경연대회 - 시각장애인들이 평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라이온지 - 라이온지의 디지털판뿐 아니라 라이온지에 대한 다른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이온스 보도자료 센터 – 이 온라인 뉴스룸은 보도자료 견본, 미디어 자료집, 공익광고 

등의 종합적인 홍보 자료를 제공하며 소식을 전하도록 도와줍니다.   

 

•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 전 세계 어린이들이 평화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5 년 동안, 100 개 나라 어린이 수백만 명이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소셜 미디어 - 라이온스 소셜 미디어 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또는 수정 가능한 소셜 미디어 

그래픽, 사용 안내 동영상, 블로그 게시물, 라이온과 레오들의 글로벌 봉사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온스 블로그 – 글로벌 봉사의 중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와 소식을 소개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brand-guidelines
https://cdn2.webdamdb.com/md_I9ujpZWEwtP7.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reate-e-district-house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reate-e-clubhouse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reate-e-leoclubhouse
https://www.lionsclubs.org/ko/peace-essay
https://www.lionsclubs.org/ko/footer/lion-magazine
https://www.lionsclubs.org/ko/footer/lions-press-center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youth/peace-poster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ions-and-social-media
https://www.lionsclubs.org/ko/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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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참고자료 

 

관리 규정 문서  

 

• 국제 헌장 및 부칙 - 국제 헌장 및 부칙은 협회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 표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 PDF 파일과 MS 워드 문서 형식의 두 가지로 제공되며 

복합지구가 자체 관리 규정을 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 - PDF 파일과 MS 워드 문서 형식의 두 가지로 제공되며 지구가 

자체 관리 규정을 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 PDF 파일과 MS 워드 문서 형식의 두 가지로 제공되며, 클럽이 

자체 관리 규정을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이사회 방침서 - 방침서의 각 장마다 참고하고 준수해야 할 주요 방침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담겨 있습니다. 

 

• 국제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 지구 또는 클럽 운영에 영향을 주는 방침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이사회가 종료되면 항상 의결사항 요약서를 검토하십시오. 

자료실에서 의결사항 요약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임원 e-Book 및 안내서 

 

• 복합지구 의장 e-Book - 현재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복합지구 의장 강령을 

이용하십시오.   

 

• 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e-Book - 현재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구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강령을 이용하십시오. 

 

• 새롭게 보강된 지역위원장 및 지대위원장 e-Book - 지역위원장과 지대위원장이 임기 

동안 지대 내의 클럽들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e-Book 을 통해 표준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안내서를 포함해 지구에서 성공적인 직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방침, 도구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746
https://cdn2.webdamdb.com/md_6EPEkPICPmO8.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48
https://cdn2.webdamdb.com/md_n4IPNnEJnz39.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00
https://cdn2.webdamdb.com/md_creHiy8uIr79.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board-policy-manual
https://www.lionsclubs.org/ko/search-results?keys=executive+summarie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67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63585
https://cdn2.webdamdb.com/md_wdpygsLYEEQ0.jpg.pdf?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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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임원 e-Book   

• 클럽회장/제 1 부회장 e-Book 

• 클럽 총무 e-Book 

• 클럽 재무 e-Book 

•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 클럽 마케팅 위원장 안내서 

•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 LCIF 클럽 코디네이터  

 

국제재단(LCIF) 소개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자선 기관입니다. LCIF 의 사명은 ‘라이온스클럽, 

자원 봉사자 및 파트너들이 인도주의 봉사사업 및 교부금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킨다.’입니다. 

 

LCIF 는 1968 년부터 라이온스 회원, 일반 대중, 파트너 단체들의 기부를 통해 인도주의 봉사에 

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부금은 전액 교부금 및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 라이온스 봉사를 지원하는 유일한 재단인 LCIF 는 16,000 여 건의 교부금으로 총 11 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LCIF 는 다음과 같이 라이온들의 봉사를 확대했습니다.  

 

• 960 만 건의 백내장 수술에 기금 지원  

 

• 재단의 대표 청소년 개발 및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인 라이온스 퀘스트를 통해 110 개국의 

청소년과 교육자 지원 

 

• 재해 구호 및 대책에 1 억 4000 만 달러 이상 지원 

 

• 1 억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홍역 예방접종 실시 

 

LCIF 는 시력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생활 기술을 제공하며 주요 재난에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의 필요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LCIF 가 

지급하는 많은 교부금들은 당뇨병의 발병을 줄이고 당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집중됩니다. 또한, 소아암, 기아 및 환경 등 새로운 글로벌 주력사업을 지원하는 교부금을 

제공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1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9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86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74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672792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44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lcif-coordinator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lcif-coordinator
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foundation/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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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는 봉사를 통해 전 세계 라이온들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50 년 이상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교부금으로 수혜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누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연락처: lcif@lionsclubs.org 

 

LCIF 지원  

 

위에 언급된 교부금 지급 성과는 라이온, 레오, 라이온스 클럽, 파트너, 및 재단 후원자들이 

끊임없이 재단을 지원하기에 가능했습니다. LCIF 에 기탁되는 모든 기부금은 액수와 상관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푼 한 푼이 삶을 바꾸는 봉사가 되어 어려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데 

사용됩니다. 라이온스 봉사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재단의 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표창 프로그램 

 

기부를 통해 재단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핀, 상패, 감사카드 등으로 표창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표창은 기부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 클럽, 지구, 기업에 제공됩니다. 

 

LCIF 교부금 

 

LCIF 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펼치는 봉사를 돕는 다양한 교부금을 제공하여 수십 년 

동안 시력, 재해 구호, 청소년, 인도주의 사업에 중점을 둔 라이온들의 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CIF 교부금 안내 웹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 소아암 교부금은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 

 

• 당뇨병 교부금은 당뇨병 발병 감소 및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돕습니다. 

 

• 재해 교부금은 다음과 같은 재해 구호 활동별로 다양한 종류의 기금을 제공하여 라이온스 

주도 구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 긴급자금은 자연재해 이재민에게 즉각적으로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는 라이온들을 

돕습니다. 

 

▪ 재해 대책 교부금은 지자체 및 기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향후 재해구호 활동을 

준비하는 라이온들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복구 교부금은 타 단체에서 즉각적인 필요를 이미 해결한 지역의 단기 

정화사업 및 복구를 지원합니다. 

 

mailto:lcif@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lcif-grants-toolkit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cancer-pilot-grant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diabetes-grant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disaster-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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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재해기금은 자연재해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은 클럽이나 지구의 인도주의 봉사사업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 기아 교부금은 기아 완화 및 식량 제공 개선에 중점을 둔 라이온스 봉사사업을 지원합니다. 

 

• 레오 봉사 교부금은 레오들이 자체 봉사사업을 평가, 기획, 실행하도록 돕습니다. 

 

• 라이온스 퀘스트 교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교부금은 라이온스가 지역 학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약속한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의 시행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을 지원합니다.  

 

▪ 홍보 교부금은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가치를 

알리는 지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파트너십 교부금은 새로운 지역에서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 시작 또는 

중단된 기존 프로그램 재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매칭 교부금은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행되는 라이온 주도 사업 시행 또는 

확장을 돕는 건설 사업 또는 장비 제공을 지원합니다. 

 

• 시력우선 교부금은 기반 시설 구축, 인력 교육, 안과 치료 서비스 제공 및 눈건강 교육 등에 

중점을 둔 봉사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안과 치료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교부금 설명에 대한 인쇄 자료는 라이온스 봉사 지원: LCIF 교부금 안내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 연락처: LCIFGlobalGrants@lionsclubs.org  

 

 

지역에서 시작하기 

 

클럽, 지구, 복합지구가 LCIF 교부금을 지원받는 봉사사업의 기획 및 실행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학습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속 지대에서 LCIF 

교부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LCIF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여 소속 지구의 LCIF 교부금 이력을 확인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district-club-community-impact-grant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hunger-pilot-grant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leo-grant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lions-quest-grants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matching-grants#_ga=2.119997773.496672518.1612886333-1771807562.1548777711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sightfirst-grants
https://cdn2.webdamdb.com/md_2EJG8L8s5ue6.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2EJG8L8s5ue6.jpg.pdf?v=1
mailto:LCIFGlobalGrant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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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확인, 지구 자료, 교부금 신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 가지 팁: 

LCIF 교부금 신청을 참고하십시오. 

 

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 

 

LCIF 지구 코디네이터는 지구 임원회 멤버로서 LCIF 이사장이 임명하며, 지구 및 지구총재가 LCIF 

모금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구 

코디네이터와 즉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구 모금 기회에 대한 전략화  

• 지구 내 라이온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제 개발  

• 지구 내 각 클럽 연락 일정 계획 

• 지구 표창 목표 설정  

• 지구 코디네이터가 지구 대회 및 지대 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대  

 

MJF 

 

• MJF - MJF 는 US$1,000 이상을 LCIF 에 기부하는 분에게 수여됩니다. 개인 (비회원 포함), 

클럽, 지구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MJF 신청서 - 이 신청서는 이미 기부금이 LCIF 에 기탁되어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라이온스 나눔 - 매년 LCIF 에 US$50, US$100, US$200 의 3 가지 중 한 단계를 기부하는 

라이온을 표창합니다. 

 

LCIF 개발부: lcifdevelopment@lionsclubs.org 

LCIF 기부자 서비스과: donorassistance@lionsclubs.org  

 

 

합법성 및 세부 조항 

 

• 국제 방문객 및 의전 - 방문객의 원활한 체류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라이온스 고위 

임원을 위한 협회의 공식 의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 기금 사용 지침 - 클럽 및 지구의 사업비와 운영비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일반책임보험 – 국제협회는 전 세계 라이온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클럽과 지구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https://cdn2.webdamdb.com/md_2GkNILdzbJd0.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2GkNILdzbJd0.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ko/give-how-to-give/melvin-jones-fellowship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64500
mailto:lcifdevelopment@lionsclubs.org
mailto:donorassistance@lionsclubs.org
https://cdn2.webdamdb.com/md_ACbMSoa4Pxw4.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sqxNfRKd0W07.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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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증서 - 증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자의 보험 증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험 - 상기에 언급된 자동 가입 보험 이외에도 국제협회는 국제이사 및 임원의 책임, 

범죄/신용, 추가 책임보험, 상해보험 등 미국 내 클럽과 지구를 위한 추가 보험을 

제공합니다. 

 

• 라이온스 등록상표 방침 개요 - 라이온스 엠블럼과 상표의 적절한 사용 및 승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국제협회와 국제재단(LCIF)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국제협회와 재단은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장 및 부칙 개정  

 

지구는 수시로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지구총재가 이 절차를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개정 절차가 규정에 준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고 개정을 

준비하십시오.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지구 내 클럽에 공지하고,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사무총장의 협조를 받으십시오.  

 

• 지구 재편성 - 단일, 정, 복합지구의 지구 재편성 신청서 작성 요령, 필요한 절차, 구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구 통합 안내서 – 지구와 클럽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합지구가 정지구를 재구성하는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윤리 기준 - 지구총재: 지구총재의 책임은 국제협회의 핵심가치와 윤리기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윤리 기준 - 클럽: 협회에서 클럽의 역할은 진실하고 윤리적인 행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제본부  

 

연락처 -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각 부서의 주요 지원 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ertificate-of-insurance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query=insurance
https://cdn2.webdamdb.com/md_6YzbkbwrAOy7.jpg.pdf?v=1
https://lionsclubs.org/ko/footer/connect/your-privacy
https://www.lionsclubs.org/en/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mprove-administration
https://cdn2.webdamdb.com/md_otQ744LkiF85.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RxsLTxqzt06.jpg.pdf?v=1
https://cdn2.webdamdb.com/md_snX4nTcZvV67.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ko/footer/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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