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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타인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본 과정은 모든 라이온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신생 클럽이나 기존 클럽과 협력할 사람, 또는 

지도자 직책을 맡았거나 맡을 계획인 사람들에게 기본과정으로 권장합니다. 코스를 마치면 여러분은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됩니다! 이 과정이 모든 라이온들에게 가치 있는 학습이 되겠지만 특히 클럽 회장에게는 

신생 클럽이나 기존 클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인 가이딩 라이온 과정의 목표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은 신생 클럽이나 재건 중인 클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이딩 라이온은 

스폰서 클럽 회장이나 신생클럽의 창립회장과 협의하여 2년의 임기로 지구총재가 임명합니다.  가이딩 

라이온은 동시에 최대 두 개의 신생 클럽을 맡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가이딩 라이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개요를 다루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가이딩 라이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 가이딩 라이온 과정의 좋은 점: 

1. 가이딩 라이온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클럽이 독립적이고 건실하게 자립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클럽 임원이 클럽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4. 임기 동안 진행 상황을 추적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유능한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가이딩 라이온 임기 시작 전  또는 임명된 직후에  
본 과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3년 동안 공인 가이딩 라이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 임기가 종료되면 재인증 받아야 합니다. 가이딩 라이온으로 클럽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공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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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 
 
본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 방식: 개인의 진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문서 형식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방식: 다른 참가자들과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강의 형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각자 스스로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습식 과정 완료 - 본 안내서에 설명된 대로 교재와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정을 완료하는데 보통 6-8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지구총재와 지식이 풍부한 다른 라이온들에게서 추가 

정보와 지침을 얻어, 활용 가능한 지원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본 과정은 주요 지도자들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여러분이 부족한 분야를 충분히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구총재가 

여러분의 활동지를 검토하고 수료 확인서에 서명하여 국제협회로 제출하면 여러분께 공인 가이딩 라이온 

증서를 보내 드립니다.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과정 참여 -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활동지를 작성하십시오.  안내서를 살펴보는데 

최소 6시간 이상 소요되며 가능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에 대해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의실 토론 세션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고 직책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이딩 

라이온직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자신감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클럽 성공의 6가지 요소    

1. 클럽 회원들이 의미 있는 봉사사업을 시행합니다.  

 

2. 클럽이 회원 순증가를 달성하고 신입 회원들을 신속히 봉사사업에 참여시킵니다. 

 

3. 클럽이 회원들 및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합니다. 

 

4. 클럽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유의미하고 호의적인 행사가 되도록 합니다.  

 

5. 클럽 임원들이 지대 및 지구 지도력 연수회에 참여합니다.  

 

6. 클럽이 굿 스탠딩 상태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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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구성 
 
섹션 1. 성공적인 가이딩 라이온의 능력 

유능한 가이딩 라이온에게 필요한 지도력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깊숙이 

개발할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섹션 2. 순조로운 출발 - 정보 전문가 되기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자료와 연수를 통해 공인 가이딩 라이온직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럽 임원 자료 – 클럽 임원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료 

2. 클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 클럽 강화를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 

3. MyLCI – 클럽 임원들이 클럽 운영 관련 주요 정보를 보고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 맞춤형 대시보드 

섹션 3. 클럽 임원 멘토팀 구성 

클럽 임원 멘토로서 신생 클럽에 협조할 라이온을 찾는데 유용하며, 멘토가 직책별 연수 제공 시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합니다.  

 

섹션 4. 클럽 임원 연수 계획 

지역에서 실시하는 클럽 임원 연수의 일반적인 계획 개요를 제공합니다.  국제협회 소개, 봉사활동 선정과 

시행, 유의미한 회의 실시 방법,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5. 클럽의 요구사항 평가 

자원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클럽의 요구사항 파악을 돕는 섹션입니다.  

 

섹션 6. 가이딩 라이온 참고 자료 

가이딩 라이온이 클럽 발전 과정 추적에 활용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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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장 공인 가이딩 라이온상 수상 
 
국제회장 공인 가이딩 라이온상을 수상하려면 다음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클럽 

• 국제협회의 굿 스탠딩 상태 유지  

• 가이딩 라이온 2년 임기가 끝날 때 회원 순증가 기록 및 최저 20명의 회원 보유 

• 신규 봉사사업 및 기금모금 활동을 보고하고 LCIF 기부 장려 

• 지구 활동(지대 회의 포함)에 참여 

• 클럽 임원들이 클럽 발전에 기여한 가이딩 라이온 승인 

 

가이딩 라이온 

• 2년 동안 국제협회 및 지구총재에게 분기별 보고서 제출 

•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인 가이딩 라이온 과정 수료 

• 대부분의 클럽 일반 회의 및 이사회 회의 참석 

• 국제협회 및 지구총재에게 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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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성공적인 가이딩 라이온의 능력 

 

관리. 동기부여. 팀 구축. 소통. 경청. 성공하는 가이딩 라이온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 중 

일부는 타고날 수 있겠지만 일부는 전적으로 개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책임을 수행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기부여자: 태도는 전염성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신입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라이온스 회원들이 갖는 책임, 혜택, 만족감을 깨닫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신입 회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십시오.  

교육가: 여러분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클럽 지도자들에게 클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클럽 임원과 회원들에게 협회를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연수 시작 전에 잠시 동안 국제협회, 복합지구, 지구, 클럽에 대한 지식을 다시 숙지하고 클럽 

임원 연수에 반영하십시오.  

소통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토론 진행 방법을 익혀 사람들이 분쟁 해결을 돕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회원들 간의 양방향 소통을 장려하십시오.  

관찰자: 클럽을 육성하면서 회원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기술, 능력, 경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클럽 발전을 

위해 개인들의 강점을 활용하십시오.  

계획 및 목표 수립가: 그룹이 협력하여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협조하십시오.  아울러 클럽 및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수립하게 하십시오.  

팀 구성자: 신생 클럽 회원들이 공동체로 활동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클럽 전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면서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이 기술은 클럽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리자: 클럽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보고서 작성 및 클럽 지원에 도움이 되며 자신감을 기르는 데에도 

좋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라이온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롤 모델의 역할을 

하십시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열쇠!  각 클럽은 꿈을 갖고 변화를 원했던 라이온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이딩 
라이온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서의 꿈을 이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꿈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원해 주십시오.  지나치게 열정적인 지도자들은 클럽 회원들이 관심 두지 않는 사업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른 라이온 지도자들에게 클럽의 결정에 협조하도록 
장려하십시오.  지역의 지도자들이 클럽 목표와 무관한 봉사사업에 협조하도록 클럽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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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가: 클럽 지도자들과 통찰력, 지식, 경험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십시오.  

연락원: 신생 클럽과 스폰서 클럽 간에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 둡니다.  

열성적인 라이온:  신입 회원들은 여러분을 경험 많은 라이온으로 생각합니다. 라이온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공유하십시오.  

숙련된 발표자: 마지막 연수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시간을 내어 프레젠테이션과 연수 기술을 새롭게 

재정비하십시오.  목표 수립, 실행 계획 개발, 평가 기술을 비롯해 프레젠테이션 및 그룹 지도 기술을 다듬을 

수 있는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청가: 가이딩 라이온으로서, 신임 클럽 임원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자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컴퓨터 숙련자: 가이딩 라이온은 보고서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간행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국제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딩 라이온의 가장 중요한 능력! ... 헌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가이딩 라이온이 요청받은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이딩 

라이온은 첫 6개월 동안 거의 모든 클럽 회의에 참석하고 2년의 임기 동안 가능한 한 자주 참석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 가이딩 라이온의 궁극적인 목표는 클럽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자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클럽에 
가이딩 라이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가이딩 라이온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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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가이딩 라이온의 능력 자가 평가 
 

가이딩 라이온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능력을 요약해 기술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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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출발하기 -   

정보 전문가 되기! 
 
숙련되고 지식이 풍부한 라이온이라 할지라도 방침, 지원 자료,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의 지침이 클럽 임원 연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LLC)  

 

라이온스 학습센터(LLC)는 클럽 임원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층적인 맞춤형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클럽 지도부가 지속적인 성공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클럽 임원들이 회원 로그인 링크를 

클릭하여 국제협회 웹사이트 내 라이온스 학습센터에 익숙해지도록 장려하십시오.   

 

다음의 온라인 과정을 완료하여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클럽 임원 연수 - 클럽 임원의 역할과 책임, 클럽 조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클럽 회장의 책임 - 클럽 회장직 준비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총무의 책임 - 클럽 총무의 책임을 요약하고 각종 업무 마감일을 설명하며 총무직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재무의 책임 - 클럽 재무직 준비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뿐만 아니라 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여 국제협회 웹사이트 내 라이온스 학습센터(LLC)의 다른 

과정들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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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클럽 임원 연수에서 공유할 핵심 개념 파악 
 

과정을 검토한 후, 신생 클럽 임원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항목이나 개념을 세 가지 이상 파악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회장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총무와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재무와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임원 연수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온라인 과정을 기재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과정 외에도 지구총재, 글로벌 액션팀-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지구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연수와 지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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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지구 및 복합지구 제공 연수 자료 목록  
 

 
클럽 회장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총무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재무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마케팅위원장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회원위원장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봉사위원장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CIF 클럽 코디네이터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지구/지대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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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클럽 운영을 위한 자료 

 

다음으로 국제협회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클럽 운영’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이 섹션에는 다음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럽 운영(클럽 임원팀) – 임원들이 클럽 운영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 각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해 라이온스 클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존 클럽은 클럽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신생 클럽은 

자동으로 표준 헌장을 채택합니다.  

 

클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 클럽의 건전성을 돕는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여기에는 클럽 개선 

계획(CQI), 클럽 성공을 위한 계획(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우리 클럽, 우리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클럽 회원들이 봉사사업을 찾고 회의 방식을 개편하며 클럽 운영 개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클럽 우수상 – 클럽 우수상은 회원 증강, 인도주의 봉사, 조직의 우수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클럽들이 클럽 우수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해 주십시오.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 신입 회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신입 회원들이 협회의 역사와 사명, 

라이온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의미 있는 입회식은 신입 회원들이 존중받는 느낌과 소속감을 

갖게 해줍니다.  

 

헌장의 밤 기획 안내서 – 스폰서 클럽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신생 클럽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기억에 남을 신생 클럽 헌장의 밤 개최를 위한 단계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활동 #4:  

클럽 운영 웹페이지의 중요성 확인 
 

클럽 운영 효율성 증진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officer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improving-club-quality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excellence-awards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1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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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 계정  

 

회원 포털 – MyLion, MyLCI, Insights, Learn 및 Shop 등 모든 라이온스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MyLion – 소통.봉사.보고!  클럽이 봉사를 보고하고 봉사사업을 계획하며 동료 라이온들과 소통하고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MyLION 관련 문의는 MyLion@lionsclubs.org로 연락하십시오.  
 

MyLCI – 라이온 지도자를 위한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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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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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상황 및 Learn 현황 확인 기능도 있습니다.  

 

LEARN – 라이온스 학습 센터(LLC) 학습과정 완료, 국제협회의 국제 연수회(ALLI, FDI, LCIP) 검색, GLT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가 보고한 현지 연수회 확인 및 개별 라이온과 레오의 ‘내 학습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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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할 수 있습니다.  클럽 용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메일 orderdetails@lionsclubs.org로 문의하십시오. 

 

활동 #5: 

MyLCI와 MyLion 익히기 
 
‘MyLCI 자주 묻는 질문’을 검토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 등록 

2. 클럽 임원 관리 

3. 클럽 회원 명부 관리 

4. 클럽 재무 제표 관리 

 

MyLion 파워포인트 자료를 검토하여 봉사 시스템에 익숙해지십시오.  

1. MyLion 소개 

2. 봉사활동에 MyLion을 활용하는 방법 

  

https://myapps.lionsclubs.org/?
mailto:MyLion@lionsclubs.org
mailto:MyLCI@lionsclubs.org
mailto:orderdetails@lionsclubs.org
https://lionshelp.zendesk.com/hc/ko/sections/36000767259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sections/36000767259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https://www.lionsclubs.org/en/v2/resource/download/87402397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26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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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클럽 임원 멘토팀 구성 
 
클럽 임원 멘토팀을 구성하여 클럽 성공에 필요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클럽 지원을 확대하십시오.  

 

팀 구성원 

 

공인 가이딩 라이온 2명 – 2명의 핵심 지도자들이 업무를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가이딩 라이온 중 

1명은 각 회의와 클럽 행사에 참석하고 필요 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구총재팀 – 지구 사업이 클럽의 인도주의적 사명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클럽 회원들은 각자의 

봉사사업을 염두에 두고 입회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임 임원들은 가능한 빨리 지구에서 제공하는 연수와 

지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대위원장 – 클럽 임원들이 지대에서 개최하는 연수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럽 임원 멘토 – 가이딩 라이온으로서, 여러분은 클럽의 행정적 필요에 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클럽에서 활동 중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클럽 임원들과 협력하면 매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토는 현직 임원으로서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클럽 임원 멘토 연수 체크리스트 - 클럽 임원 멘토에게 각 임원용 ‘멘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체크리스트는 28-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원 봉사자들은 클럽이 제공하는 봉사, 그리고 봉사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적 만족감과 즐거움에 
중점을 둡니다.  클럽 임원들과 함께 일할 때,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항상 
가장 먼저 클럽의 목표를 세운 다음, 필요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임원들에게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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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클럽 임원 멘토팀 구성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적임자를 찾으십시오.  

 

지구 지원 

 

지구총재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LT 지구 코디네이터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MT 지구 코디네이터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ST 지구 코디네이터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대위원장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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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계속)  

클럽 임원 멘토팀 구성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적임자를 찾으십시오.  

 
클럽 임원 멘토 

 

클럽 회장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1부회장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총무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재무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회원위원장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봉사위원장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마케팅위원장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CIF 클럽 코디네이터 멘토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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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클럽 임원 연수 계획  
 
다음은 첫 번째 클럽 임원 연수회 준비 및 실시에 도움이 되는 개요입니다.  각 연수 세션을 위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필요와 관행에 맞게 자료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  가능한 한 의미 있고 관련성 높은 연수회가 되도록 할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연수는 몇 

차례에 걸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도록 도울 준비를 하십시오.  각 

세션마다 문답 시간을 마련하고 클럽 임원 멘토팀을 동참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세션들을 

매주 실시하여 임명 후 30일 이내에 연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세션에 도움이 될 클럽 임원 연수 체크리스트가 26-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 연수의 필요성은 임원들의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클럽 임원들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십시오.  임원이 과거에 지도자 직책을 수행한 경우, 필요에 맞게 연수를 수정합니다.  

 

연수 세션 1: 시작하기! 

 

요약:  국제협회, 국제재단(LCIF), 클럽의 책임, 헌장의 밤 행사에 대한 소개.  클럽 임원 멘토팀과의 최초 

회합 (클럽 조직 또는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만나야 합니다).  

 

참고 자료: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클럽 회장/부회장 e-Book, 클럽 총무 e-Book, 

클럽 재무 e-Book,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클럽 마케팅위원장 안내서, 

헌장의 밤 기획 안내서.  현지의 자료를 추가하십시오.   

 

목표:  이 세션이 끝날 때, 클럽 임원들은 클럽 운영, 클럽의 책임, 헌장의 밤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순서:  

 

국제협회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소개 (최대 12분) 

1. 국제협회 역사, 클럽, 지대, 지역, 지구, 복합지구, 헌장지역 조직: 클럽을 기본 단위로 시작해 각 

조직 수준마다 각기 다른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임원들의 지원을 강조합니다. (3분) 

 

2. 지대위원장의 지원: 지대에서 제공하는 연수와 지원. (1분) 

 

3. 지구총재팀의 지원: 각각의 직책 및 지구총재팀이 클럽 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간략히 검토합니다. (2분)  

 

4. 국제협회의 지원: 활용 가능한 연수, e-클럽하우스, 그 밖에 클럽 임원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합니다. (3분) 

 

5. 국제 봉사사업: 지구총재, GST 코디네이터, 그 외 지식이 풍부한 라이온들이 설명합니다. (2분) 

 

6. 지대, 지구, 복합지구에서 제공하는 지원  

 

7. 클럽이 지원할 프로그램과 행사는 각 클럽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1분)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reate-e-club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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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단(LCIF) 소개 (최장 3분)  

 

1. 국제재단의 사명은 ‘라이온스클럽,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들이 인도주의 봉사사업과 교부금을 통해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입니다.  
 

2. 전 세계 라이온스 봉사에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재단인 LCIF는 18,000여 건의 교부금으로 총 12억 

불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라이온, 클럽, 지구 및 복합지구가 LCIF: 자랑스러운 이야기에서 삶을 

바꾸는 교부금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봉사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3. 교부금 안내 웹페이지는 현재 또는 향후에 클럽, 지구, 복합지구에 적합한 교부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재단이 제공하는 교부금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4. 제 104차 몬트리올 국제대회에서 국제재단은 3억 2500만 불을 모금하여 캠페인 100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상의 요구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라이온들의 능력이 재단을 통해 확대됨에 따라 라이온들이 이 추진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재단을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클럽의 책임 이해 - 클럽 헌장 및 부칙 (23분) 
 

1.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클럽을 위한 기본 관리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헌장에서 

다루는 핵심 요지를 간략히 검토합니다.  

 

2. 임무서, 슬로건, 모토, 목적, 윤리강령: 협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철학이며 모든 임원들이 이 

내용에 정통해야 합니다. (2분) 

 

3. 회원 유형: 각 유형을 간단히 검토합니다 (3분).  회원 유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장 최근 

개정된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4. 납입금 및 회비: 회비 구조와 회비 액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분) 

 

5. 임원의 책임: 각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임원 멘토가 직책에 관한 개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5분) 

 

6. 클럽 이사회: 클럽 이사회의 기능, 역할, 책임을 설명합니다. (2분) 

 

7. 기금 관리: ‘운영비’와 ‘사업비’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2분) 

 

8. 선거: 선거 실시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2분) 

 

9. 회의: 클럽 회의와 이사회 회의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통상적으로 논의하는 사항과 논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2분) 

 

10. 대회 및 대회 대의원: 지구 대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클럽 회원들에게 참석을 장려합니다.  

클럽이 대회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3분)  

 

 

 

 

 

오늘날의 자원봉사자들은 직책과 의전에 관한 것보다 조직이 거둘 수 있는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직책은 지도자가 클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때에만 중요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foundation/mission
https://lcifpride.org/?lang=ko
https://lcifpride.org/?lang=ko
https://www.lionsclubs.org/ko/lcif-grants-toolkit
https://www.lionsclubs.org/ko/give-how-to-give/more-ways-to-give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15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79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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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의 밤 - 헌장의 밤 기획 안내서 (15분) 

헌장의 밤 기획 안내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특히 일정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행사가 신생 클럽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스폰서 클럽이나 지구가 헌장의 밤을 개최하도록 장려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클럽 임원 멘토팀 (10분) 

 

신임 클럽 임원들을 클럽 임원 멘토팀에게 소개합니다.  팀 멤버들의 특기와 아울러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제공합니다.  각 클럽 임원 멘토는 지정된 클럽 임원과 개인 면담을 계획해야 합니다.  각 임원과 해당 

멘토에게 직책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체크리스트는 28-34페이지에 있습니다. 

 

 

 

 

 

활동 #7:  

연수 세션 1의 주요 목표 
 
연수 세션 1은 국제협회의 개요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연수 세션 1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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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세션 2: 클럽 운영: 

 

요약: 핵심 클럽 지도부 직책 및 의미 있는 봉사 사업을 찾을 전략을 검토합니다.  신임 임원들에게 계획, 

팀워크, 소통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클럽 회장/1부회장 e-Book, 클럽 총무 e-Book, 클럽 재무 e-Book,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클럽 마케팅위원장 안내서, 금융 투명성을 위한 모범 규준, 실현시키기! 및 

도움이 될 현지의 모든 참고자료.  

 

목표: 이 세션이 끝나면 클럽 임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에 도움이 될 정보와 도구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및 첫 번째 봉사사업에 어떻게 착수할지를 알게 됩니다.  

 

순서:  

 

클럽 임원의 임무 – 클럽 임원 e-Book (20분) 

클럽 임원 e-Book (클럽 회장/1부회장 e-Book, 클럽 총무 e-Book, 클럽 재무 e-Book,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클럽 마케팅위원장 안내서)은 각 클럽 임원의 주요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각 e-Book을 간략히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합니다.  이 시점은 신생 

클럽 임원들이 멘토들과 만나서 체크리스트 검토를 마쳐야 하는 시점입니다.  클럽 임원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이해 정도를 관찰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줄여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멘토가 돕도록 

요청하거나 필요 시 새로운 멘토를 배정합니다.  

 

금융 투명성을 위한 모범 규준 

금융 투명성을 위한 모범 규준은 재무 보고, 상환 지침, 은행 계좌 보유, 회기 말 감사 실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 기획 - 실현시키기! (30분) 

봉사는 모든 클럽의 근간입니다.  클럽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봉사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사회는 클럽의 

지원에 호응하고 회원은 본인들의 참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실현시키기! 클럽 봉사사업 개발 안내서’를 이용해 예비 신규사업을 찾는 과정을 클럽 

임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안내서에는 클럽에게 평가 과정을 보여주고 봉사사업을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바꾸는데 도움되는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클럽 

임원들에게 다음 회의에서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십시오.  클럽에 이미 봉사사업이 정해져 있다면, 

봉사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이 활동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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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574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4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672792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0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37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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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키기’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현시키기’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작성: 

클럽 회원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변화상을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회원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십시오.  

 

2단계: 태스크포스 구성: 

관심 있는 클럽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을 권장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 참여하게 하려면 회원들을 신속히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클럽 임원들에게 설명합니다.  

 

3단계: 연구조사 실시: 

태스크포스 멤버들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태스크포스 멤버들은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클럽 임원들이 이 단계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4단계: 계획서 작성: 

이 시점에서 아이디어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5단계: 계획 실행: 

모든 클럽 회원들의 노력이 현실이 됩니다!  성취에 대한 열정과 인정은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클럽의 봉사사업은 항상 클럽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첫 12개월 동안은, 회원들이 의미 

있어 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지역 또는 지구 프로그램에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도록 권장하지 마십시오.  

 

현지의 자료, 의제 견본, 회의록, 안내사항 및 클럽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모든 자료를 포함하십시오.  

 

활동 #8:  

연수 세션 2의 주요 목표 
 

연수 세션 2는 클럽의 역할과 책임에 더 집중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과 공유해야 할 현지의 자료는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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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세션 3: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클럽 행사 개최 

 

요약: 이 세션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을 늘리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연수가 헌장 승인일 또는 클럽에 가이딩 라이온이 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언급한 

전략을 가능한 빨리 적용하도록 합니다.  

 

참고 자료: 우리 클럽, 우리 방식!, 회의 운영 학습과정(온라인-라이온스 학습센터) 

 

목표: 참석율이 높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를 장려합니다. 

 

의미 있고 생산적인 회의는 신생 클럽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들이 봉사사업 아이디어를 모으고 

토론할 뿐만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때로는 

신생 클럽과 임원들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회의나 클럽 모임은 차터 신청서 제출 후에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 연수 세션보다 일찍 회의를 

개최할 경우, 성공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면 임원들이 

참석율 높고 의미 있는 회의를 계획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떠한 경우이든 항상 긍정적으로 격려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다음의 아이디어를 검토하십시오  

 

회의 참석을 늘리는 방법 (참석이 저조한 경우 10-15분 이상) 

다음을 검토하여 참석을 장려하십시오. 

 

  회원 및 잠재 회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 및 잠재 회원들이 실시할 활동을 안내하는 초청장 발송. 
       

  개별적인 전화통화로 현 회원과 잠재 회원을 초대하여 클럽과 지역사회가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환영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안내. 

 

  관심을 모으고 연관성 있는 연사를 각 회의마다 초빙하여 회원 및 잠재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에 

대한 동기 부여 

 

  회의에 참석하는 각 회원들이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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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회의 개선 방법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회의 진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이 

자료들은 클럽이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클럽이 회원들의 필요에 맞게 회의를 조정하도록 도우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위한 정보, 회원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 회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견본과 회의 계획서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 – 라이온스 학습센터(LLC)에 있는 온라인 학습 과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바람직한 

회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현지의 전통 공유! – 지역 고유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설명하십시오.  

 

 

활동 #9: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석을 늘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 번째 연수 이후에도 클럽 임원들이 지역 회의나 지대 회의, 기타 지구 연수 행사에 참석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클럽 멘토와 연락을 유지하여 지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myapp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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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세션 4: 회원 모집과 유지의 중요성  

 

요약: 이 섹션은 지속적인 클럽 회원 증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클럽 임원 멘토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기회가 됩니다.  

 

참고 자료: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권유하자! 신입 회원 모집 문화 조성, 클럽 회원위원장 안내서, 
회원 만족 안내서.  

 

목표: 지속적인 회원 모집 계획을 시작하고 클럽 임원 개발을 확정합니다.  

 

순서:  

 

회원 모집과 유지의 중요성 –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45분) 

 

클럽 회원위원장 e-Book을 검토하고, 권유하자! 신입 회원 모집 문화 조성을 자료로 활용하여 아래 

주제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1. 신입 회원 모집: 신입 회원을 찾기 위한 성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합니다.  

 

2. 스폰서의 책임: 신입 회원 모집, 신입 회원의 참여와 만족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애쓸 헌신적인 

스폰서의 중요성을 검토합니다.  

 

3. 입회식: 신입 회원 입회식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신입 회원에게 의미 있는 입회식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 신입 회원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회원들이 인도주의 및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클럽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럽 활동을 신입 

회원 설문조사(권유하자! 안내서 내)에서 강조된 신입 회원들의 관심사와 연계시킵니다 .  

 

5. 회원상: 클럽,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검토합니다.  주요 표창 

및 연중 회원만족상에 관한 정보는 국제협회에서 제공합니다.  

 

6. 참여: 회원들을 즉각적으로 참여시키고 꾸준히 동기 부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원 

탈회의 보편적인 원인 파악 및 예방을 위해 회원 만족 안내서의 전략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7. 추가 연수: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관련 과정(회원 만족, 갈등 해결, 영향력을 증대하는 회원 영입,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장합니다.  

 

 

후속 개발 (15분) 

임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클럽 임원 멘토가 신생 클럽 임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봅니다.  현안 또는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임원들과 관련된 지구 

소식을 안내할 시간을 마련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51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74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4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141


페이지 | 24 

활동 #10:  

회원 계획 수립: 
 
신임 임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성공적인 회원 모집 계획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수 세션 5: 미래를 위한 계획과 효율성 향상 

 

요약: 지속적인 계획 및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클럽 운영 시작 몇 개월 후부터 다음 회기 신임 클럽 

임원 취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클럽 개선 계획(CQI)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게), 클럽 성공을 위한 계획(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간단한 평가), 클럽 우수상.  

 

목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클럽 개발을 장려합니다.  

 

순서:  

 

클럽이 기본적인 계획 전략(클럽의 성공을 위한 계획 -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지, 또는 

클럽 개선 계획(CQI)에 명시된 보다 철저한 평가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클럽 성공을 위한 계획 - 계획 안내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해 클럽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강점과 

개선점 및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십시오!  계획서를 통해 비전을 세우고 클럽의 필요를 평가하며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클럽 개선 계획(CQI) - 이 과정은 4-6시간 동안 실시하거나 또는 일련의 회의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럽 효율성 평가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럽 우수상 - 우수상 수상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상은 클럽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클럽 회장의 노고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현지 회원 활동 – 현지 클럽이 회원 증가 및 회원 유지에 활용할 활동과 방안을 포함시키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59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1894082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940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excellence-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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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 클럽의 요구사항 평가 
 

공인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은 신생 클럽 및 기존 클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럽에 대한 지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면 35-39페이지의 클럽 평가서를 확인하여 

클럽의 필요사항과 개발 분야를 결정하십시오.  이 필요성 평가는 신임 임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6: 가이딩 라이온 참고 자료 
 

클럽 현황 보고서 

매월 가이딩 라이온은 월별 클럽 현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회원 증감 현황, 

보고서 제출 현황, 클럽의 미납금, LCIF 기부금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클럽의 

가이딩 라이온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보고서를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클럽 현황 보고서 문제해결 방법 

이 안내서는 지구총재가 클럽 현황 보고서에서 클럽 건전성의 주요 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럽용 문제 해결 안내서 

안내서는 클럽 일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 및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분기별 보고서 

클럽의 진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구총재와 국제협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안내서 45 페이지에 있는 공인 가이딩 라이온 보고서는 신생클럽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보고는 국제회장 공인 가이딩 라이온 상의 수상 요건이기도 

합니다.  

 

가이딩 라이온의 협조 

가이딩 라이온으로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지구 및 클럽행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가이딩 라이온에 대한 지원 문의는 전화 (630) 468- 6810 또는 이메일 

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로 문의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13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2038365
mailto: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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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임원 연수 체크리스트 

 

세션에 도움이 되도록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십시오.  

 

 

세션 1: 국제협회, 국제재단, 클럽의 책임, 헌장의 밤 행사, 클럽 임원 멘토팀 소개.  

 

국제협회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소개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의 역사 

 클럽, 지대, 지역, 지구, 복합지구 조직 

 지대 차원의 지원 

 지구팀의 지원 

 국제협회의 지원 

 클럽 임원 연수 온라인 과정 (라이온스 학습센터) 

 국제 봉사사업 

 회원의 의무 

 

클럽의 책임 – 표준 헌장 및 부칙 

 임무서 

 회원 유형 

 회비 

 클럽 임원의 책임 개요 

 클럽 이사회 

 클럽 기금 관리 – 운영비 계좌와 사업비 계좌 

 클럽 선거 

 클럽 회의 

 대회 및 기타 행사 

 

헌장의 밤 기획 안내서 

 헌장의 밤 

 클럽 임원 멘토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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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클럽 임원의 책임과 의미 있는 봉사사업 착수 

 각 임원의 역할과 책임 

 금융 투명성을 위한 모범 규준 

 멘토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 확인 

 실현시키기! 클럽 봉사사업 개발 안내서 

 

세션 3: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회의 개최 

 회의 참석을 늘리는 방법 

 전반적인 회의 개선 방법 

o 우리 클럽, 우리 방식! 

o 회의 운영 온라인 학습과정 (라이온스 학습센터) 

o 회의 프로그램 아이디어 

 

세션 4: 회원 모집과 유지 

 회원 모집 

 스폰서의 책임 

 입회식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귀하의 점수는? 

 회원상 

 참여의 중요성 

 각 임원이 멘토의 지침을 받고 있는지 확인 

 

세션 5: 미래를 위한 계획과 효율성 향상 

  클럽 개선 계획(CQI)  

  클럽의 성공을 위한 계획(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클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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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장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클럽 회장은 클럽의 최고 집행 임원입니다.  

1. 모든 이사회 회의와 일반 회의를 주재합니다.  

2. 회원증강, 봉사, 지역사회 참여, 운영적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이행합니다. 

3. 정식으로 선거를 소집, 공고, 실시하여 연례 선거를 주재합니다.  

4. 클럽이 현지 법률, 클럽 및 국제협회의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운영되게 합니다.  

5.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참고 자료: 창립 회장에게 아래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클럽 회장 웹페이지를 검토합니다.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헌장 및 부칙의 조항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원 로그인 링크를 통해 국제협회 웹사이트 내 라이온스 학습센터(LLC)를 이용합니다. 

• 클럽 임원 연수 - 클럽 임원의 역할과 책임, 클럽 조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 클럽 회장의 책임 - 클럽 회장직 준비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회장에게 LLC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고, 추가 정보 필요 시 접속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제공합니다.   

  추가 자료, 의제 견본, 그 밖에 클럽 회장에게 도움이 될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회장이 멘토의 클럽을 방문하여 다른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국제협회에서 클럽 회장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클럽 회장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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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총무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클럽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습니다.  총무는 클럽과 클럽이 소속된 지구, 협회 사이의 

연락을 담당합니다.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으로 월별 회원 보고서를 국제협회에 제출합니다.  

2. 클럽 회의 및 이사회 회의록, 출석, 위원회 임명, 선거, 회원 명부 등 전반적인 클럽의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합니다.  

3. 지구임원회가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5.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금액과 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6. 임기를 마치면 클럽의 전체 기록들을 후임자에게 적시에 인계합니다.  

참고 자료: 신임 총무에게 아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클럽 총무 웹페이지를 검토합니다.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헌장 및 부칙의 조항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원 로그인 링크를 통해 국제협회 웹사이트 내 라이온스 학습센터(LLC)를 이용합니다. 

• 클럽 임원 연수 - 클럽 임원의 역할과 책임, 클럽 조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 클럽 총무의 책임 - 클럽 총무의 책임을 요약하고 각종 업무 마감일을 설명하며 총무직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총무에게 LLC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고, 추가 정보 필요 시 접속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제공합니다.   

  MyLCI: 클럽 총무의 역할에 대한 업무별 구체적인 도움말 화면을 검토합니다.  

  추가 정보, 의제 견본, 보고서, 그 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총무가 멘토의 클럽을 방문하여 다른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국제협회에서 클럽 총무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클럽 총무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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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재무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1. 총무와 그 외 사람들에게서 모든 금전을 수납하고, 재정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은행(들)에 예치합니다.  

2. 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으로만 클럽 지출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수표와 영수증에는 재무의 서명 외에 

이사회가 선정한 임원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3. 클럽의 수입 및 지출의 전체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4. 클럽 총무와 협력하여, 각 회원에게 회비 및 기타 의무금 명세서를 발행합니다. 

5. 월별 및 반기별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클럽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6.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금액과 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신임 재무에게 아래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클럽 재무 웹페이지를 검토합니다.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헌장 및 부칙의 조항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원 로그인 링크를 통해 국제협회 웹사이트 내 라이온스 학습센터(LLC)를 이용합니다. 

• 클럽 임원 연수 - 클럽 임원의 역할과 책임, 클럽 조직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 클럽 재무의 책임 - 클럽 재무직 준비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MyLCI: 클럽 재무 역할에 대한 업무별 구체적인 도움말 화면을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 예산 견본, 보고서, 그 외 클럽 재무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합니다.  필요 시, 클럽 

재무에게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게 하고,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클럽 재무가 멘토의 클럽을 방문하여 다른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국제협회에서 클럽 재무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클럽 재무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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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회원위원장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1. 모든 회원이 예비 회원을 클럽에 초대하여 회원 증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합니다. 입회 가능성이 

있는 예비 회원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2. 신입 회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3. 다양한 회원 유형 및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클럽 회원들에게 회원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4. 회원위원회를 구성 및 주도하여 클럽 회원증강을 달성하고 회원 경험을 긍정적으로 늘려줄 실행 계획에 

협조합니다. 

5. 클럽 제 1부회장/클럽 지도력 개발위원장의 지원을 통해 신입 회원에게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소속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 내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게 합니다. 

6. 해당될 경우,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7. 회원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구 GAT와 협력하고 지구, 지역 및 지대에서 개최되는 관련 회의와 

행사에 참여합니다. 

참고 자료: 신임 클럽 회원위원장에게 아래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클럽 회원위원장 웹페이지를 검토합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LLC)에서 다음의 과정을 학습합니다.  

• 영향력을 증대하는 회원 영입 

• 갈등 해결 

• 회원 만족 

•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회원 유형과 관련된 정보를 검토합니다.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필요한 정보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클럽 회원위원장 안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회원 경험을 준비 및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유하자! 회원 모집 문화 조성 안내서: 이 안내서는 클럽 내 회원 모집 문화를 조성하여 클럽이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클럽 발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일련의 회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돕는 강사 지침서와 파워포인트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서: 예비 회원들은 인쇄본 및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만족 안내서: 이 안내서는 회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을 안내하고 회원들이 클럽을 떠나는 보편적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클럽 회원위원장이 다른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멘토의 클럽을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협회에서 클럽 회원위원장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클럽 

회원위원장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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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봉사위원장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1. 봉사위원회를 주도하여 클럽의 봉사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이행합니다.  

2. 국제협회에 봉사활동을 보고합니다. 

3. 현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클럽의 자원 역할을 합니다. 봉사의 확장뿐만 아니라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에서 제공하는 도구와 자료의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개발합니다.  

4. 봉사사업에 참여를 권장합니다.  

5. 필요한 경우,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6. 국제협회 글로벌 주력사업에 대해 지구 GAT와 협력하고 지구, 지역 및 지대에서 개최되는 관련 회의와 

행사에 참여합니다. 

참고 자료: 신임 클럽 봉사위원장에게 아래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클럽 봉사위원장 웹페이지를 검토합니다. 

 봉사사업 준비세트: 소속 클럽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봉사 

자료 모음집입니다.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필요한 정보로 신속하게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라이온스 글로벌 주력사업: 국제협회 글로벌 주력사업 및 지역사회 최상의 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봉사사업 계획서: 다운로드 받아서 글로벌 주력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글로벌 봉사팀(GST) 자료 모음: 봉사의 여정 및 봉사의 가치에 대한 웨비나와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다양한 자료 모음입니다.   

  클럽 봉사위원장이 멘토의 클럽을 방문하여 다른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국제협회에서 클럽 봉사위원장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클럽 

봉사위원장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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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케팅위원장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1. 지역사회에서 클럽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2. 클럽 행사, 봉사활동, 기타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홍보합니다. 

3. 클럽 회원들에게 소통 수단을 제공하여 모든 회원들이 클럽 홍보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4. 현지 언론매체, 지역사회 공무원 및 유명인사와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5. 클럽 봉사사업 및 회원증강 활동의 영향력을 높입니다. 

6. 필요한 경우,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참고 자료: 신임 클럽 마케팅위원장에게 아래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클럽 마케팅위원장 웹페이지를 검토하고 다음에 대해 토론합니다.  

• 마케팅위원장 임무 준비 

• 신설된 라이온스 국제 마케팅상을 통해 클럽 표창 

•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미디어 등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 라이온스 브랜드의 인지도 활용 

• 로고, 브랜드 지침, 동영상, 소셜 미디어 안내서 등에 접속   

  마케팅위원장 안내서를 검토합니다. 

  국제협회 브랜드 지침을 검토합니다.  

  권장사항, 추가 자료, 기타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합니다.   

  클럽 마케팅위원장이 멘토의 클럽을 방문하여 다른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국제협회에서 클럽 마케팅위원장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클럽 

마케팅위원장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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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클럽 코디네이터 멘토 체크리스트 

아래의 연수회는 신생 클럽 조직 후 30일 이내에 클럽 임원 멘토가 실시해야 합니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할과 책임 (전체 내용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확인하십시오) 

1. 국제재단의 사명과 성공, 국제협회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2. 클럽 내에서 LCIF 개발 전략을 실행합니다. 

3. 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구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제재단을 홍보합니다.  

4. 클럽 봉사위원장 및 GAT와 협력하여 클럽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신임 LCIF 클럽 코디네이터에게 아래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료들은 여러 세션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LCIF 교부금 안내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국제재단이 제공하는 교부금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십시오.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십시오.  

 국제재단 기부 방법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협회 웹사이트 기부 방법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합니다.  

  LCIF 클럽 코디네이터 지침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LCIF: 자랑스러운 이야기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클럽 회원들이 각자의 봉사에 재단이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LCIF 클럽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 약정서 서식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제협회에서 LCIF 클럽 코디네이터에게 제공하는 서신: 중요하고 유용한 서신을 놓치지 않도록 LCIF 클럽 

코디네이터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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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평가서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존 클럽용 - 클럽 임원 연수회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개선할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연수와 

지원을 계획하십시오.  

 

신생 클럽용 - 클럽이 첫 90일 이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십시오.  

 
클럽의 책임 이해:   

지도자들의 지식을 평가하여 라이온스의 기본 개념과 봉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는 더욱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원들이 국제협회의 조직, 목표,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자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임원들이 클럽의 전반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자료: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클럽 운영:   

 

클럽 임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 효율적인 클럽 운영에 도움이 될 연수를 알도록 하십시오.  

 

 아래 임원들이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나요?  
 
클럽 회장      예    아니요 

 

 자료: 

 클럽 회장/부회장 웹페이지 

 클럽 회장 멘토 체크리스트 

 

클럽 1부회장      예    아니요 

 

 자료: 

 클럽 회장/부회장 웹페이지 

 임기를 준비할 때 클럽 회장 멘토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클럽 총무       예    아니요 

 

 자료: 

 클럽 총무 웹페이지 

 클럽 총무 멘토 체크리스트 

  

https://cdn2.webdamdb.com/md_aZfYGctl5s02.jpg.pdf?v=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013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president-vice-president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45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president-vice-president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45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secretary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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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재무          예    아니요 

 

 자료: 

 클럽 재무 웹페이지 

 클럽 재무 멘토 체크리스트 

 

클럽 회원위원장        예    아니요 

 

 자료: 

 클럽 회원위원장 웹페이지 

 클럽 회원위원장 멘토 체크리스트 

 

클럽 마케팅위원장       예    아니요 

 

 자료: 

 클럽 마케팅위원장 웹페이지   

 클럽 마케팅위원장 멘토 체크리스트  

 

 클럽 봉사위원장         예    아니요 

 

 자료: 

 클럽 봉사위원장 웹페이지 

 클럽 봉사위원장 멘토 체크리스트  

  

 LCIF 클럽 코디네이터        예    아니요 

 

 자료: 

 LCIF 클럽 코디네이터 웹페이지  
 LCIF 클럽 코디네이터 멘토 체크리스트   
 

월별 클럽 현황 보고서는 클럽의 보고서 제출 여부, 미납금 현황, 선거가 시기에 맞게 실시되는지 

여부를 알려 줍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아래 항목에 답하십시오.  

 

회원 및 봉사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자료:  

MyLCI 

MyLION  

클럽 현황 보고서 문제해결 방법 

 

현재 클럽 계좌가 있나요?      예    아니요 
 
자료:  

재정 자료 웹페이지 

지구 월별 명세서     

 

클럽이 매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있나요(임원들이 연임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treasurer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71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71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embership-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162444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162444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arketing-communications-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99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service-chairperson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83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45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97201045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lcif-coordinator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8894615
http://www8.lionsclubs.org/reports/membershipregister/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133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finance-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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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   

 

클럽이 클럽 봉사위원장을 임명했나요?      예    아니요 
 

 클럽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봉사활동은 가시적이고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나요?      예    아니요 

 

회원들이 추구하는 다른 봉사사업이 있나요?      예    아니요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거나 새로운 봉사사업을 찾아야 할 경우, 클럽 봉사위원장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클럽 봉사의 여정, 글로벌 주력사업, 봉사사업 계획서, GST 자료 모음, 실현시키기!를 

따르십시오. 

 

마케팅: 
 

효과적인 마케팅 계획은 클럽의 노력을 인정받게 하고 클럽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 및 외부 소통 모두 긍정적이고 기존 및 예비 회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클럽이 클럽 마케팅위원장을 임명했나요?      예    아니요 

 

클럽이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회의, 행사, 봉사사업 소식을 클럽 회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클럽에 웹사이트가 있나요?      예    아니요 

 
클럽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나요?      예    아니요 

 

마케팅 안내서, e-클럽하우스, 클럽 총무 연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제공되는 홍보 학습과정도 고려하십시오.  
 

국제재단(LCIF): 
 

클럽이 LCIF 코디네이터를 임명했나요?      예    아니요 
 

클럽 회원들이 국제재단 교부금과 프로그램, 재단 지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나요?    예    아니요 

 
클럽이 LCIF 기금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봉사활동은 가시적이고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나요?      예    아니요 

 
회원들이 추구하는 LCIF 교부금 사업이 있나요?      예    아니요 

 

LCIF 교부금 안내 웹페이지에서 LCIF 교부금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LCIF 교부금이 클럽, 지구 또는 

복합지구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클럽이 국제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 방법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LCIF: 자랑스러운 이야기에서 LCIF 교부금으로 가능했던 봉사 이야기를 읽고 

공유하십시오.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service-chairperson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service-journey
https://www.lionsclubs.org/ko/explore-our-clubs/our-global-causes
https://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service-journey/service-project-planners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st-toolbox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5370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reate-e-clubhouse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www.lionsclubs.org/ko/lcif-grants-toolkit
https://www.lionsclubs.org/ko/give-how-to-give/more-ways-to-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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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생산적인 회의는 클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을 모집하기 전에 클럽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하며 생산적인가요?      예    아니요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나요?      예    아니요 

 
참석율이 높은가요?      예    아니요 
 
회의 참석을 권장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회의는 모든 회원들과 관련 있나요?      예    아니요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우리 클럽, 우리 방식! 

 

 
회원 증강: 
 

회원 증강은 클럽의 가장 큰 도전이며, 회원 증강 캠페인은 클럽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또는 

신입 회원의 탈회 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시작해야 합니다.  회원 증강 캠페인을 실시하기 전에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십시오.  

 

클럽이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클럽에 회원 증강 계획이 있나요?      예    아니요 
 

 회원들이 클럽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원 유지를 위해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클럽 회원위원장 웹페이지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79874228
https://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club-membership-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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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지원: 
 

지구 지도부의 목적은 클럽의 건전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클럽으로 하여금 회원들이 관심을 두는 

봉사사업과 행사를 지원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강한 클럽의 경우는 

회원들에게 유의미한 지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구 사업이 약체 클럽 재건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 지도부가 호의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요 
 

지구나 복합지구가 클럽 임원과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연수를 제공하나요?      예    아니요 
 
클럽 임원들이 지대 회의에 참석하나요?      예    아니요 

 

지구 행사와 회의 소식을 클럽 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지구 행사/사업이 클럽 회원들의 클럽 자체 봉사 지원을 저해하나요?      예    아니요 
 

 지구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지도력 개발: 
분열을 조장하는 회원부터 통솔력 부족에 이르기까지 지도력 문제로 인해 클럽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라이온 지도자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회원들에게 광범위한 리더십 개발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지구 코디네이터에게서 연수 기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입 및 기존 회원들에게 협회가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라이온스 

학습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myapps.lionsclubs.org/?
https://myapps.lionsclubs.org/?


페이지 | 40 

자립 과정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은 클럽의 자립을 돕게 됩니다.  다음은 목표 수립 및 성과 추적을 위한 일정입니다. 

1년차:  

1분기:  

30일:  

 클럽 회장이 실현시키기! 활동을 실시하여 봉사사업을 기획하는 데 협조합니다 

 다수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임원 연수를 제공합니다 

 향후 2년 동안 정기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 시 조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회원 보고서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클럽 임원들이 멘토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60일:  

 봉사사업 실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클럽 임원들이 위원회를 배정하는데 협조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입 회원을 계속 초청합니다 

 헌장의 밤 계획에 협조합니다 

90일:  

 봉사사업 계획을 계속합니다 

 클럽 임원 멘토팀을 소개합니다 

 임원들이 지대 회의에 참석합니다 

 헌장의 밤을 개최합니다 

 필요 시 임원 지도력 연수회를 실시합니다 

2분기-3분기:  

 월별 회원 보고서 및 활동 보고서를 적절히 작성해 시기에 맞게 제출하게 합니다 

 봉사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성공적인 클럽들이 개최하는 회의에 클럽 임원들이 참석하도록 권장합니다  

 회원 모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기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서 클럽 임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문제점과 기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임원들이 지구 또는 복합지구 임원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럽 개선 계획(CQI)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다른 라이온스클럽 방문을 권장합니다 

4분기:  

클럽 개선 계획(CQI) 실시 - 회원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충족시키고 회의의 적절한 진행 및 지속적인 클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클럽 개선 계획 (CQI)을 실시하여 클럽이 회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음 회기를 위해 단기 목표(향후 몇 개월 이내)와 장기 목표(향후 3- 5년간 진행)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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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딩 라이온 2년차 
 

1분기:  

신임 임원들은 적절한 임명식을 거쳐 다음의 계획에 따라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봉사사업 계획 - 봉사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단계와 목표를 포함시킵니다.  이 계획에는 자금과 

인력이 모두 포함된 일정표 및 자원의 배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현시키기! 안내서는 이러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회원 모집 계획 - 신입 회원 모집과 클럽 홍보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는 회원위원회 구성 

또는 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도력 개발 계획 - 클럽 임원 및 지도자들의 육성과 지원을 소개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임원과 

회원들은 자가 평가를 통해 각자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구체적 목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력 기술에 관한 계획에 집중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성공적인 클럽이 실시하는 회의에 클럽 임원들 (및 차기 클럽 임원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합니다 

   지구 활동에 계속 참여합니다 

   연간 계획을 수정하고 확장합니다 

 

2, 3, 4분기:  

   지속되는 목표의 진행 경과를 추적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합니다 

   클럽 개선 계획(CQI)을 실시합니다 

   클럽 방문을 권장합니다  

 

회의 참석을 늘리기 위한 방안   

1. 회의 일시와 장소를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로 정합니다.  

2. 회의 장소는 편안하고 회원들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합니다.  

3. 다양한 소통 수단(이메일, 서신, 전화)을 이용해 참석을 장려합니다. 소통은 긍정적이어야 하며, 

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클럽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4. 회원들과 예비 회원을 회의에 초청하고 지인을 동반하도록 권유합니다.  봉사사업의 개발과 경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합니다.  

5. 각 클럽 봉사사업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6. 회의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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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가이딩 라이온 테스트    

1. 공인 가이딩 라이온으로 인증받고 나면 지도하고 싶은 클럽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구총재가 공인 가이딩 라이온을 임명합니다 

 예. 가이딩 라이온이 클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클럽이 공인 가이딩 라이온의 지구에 소속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신생 클럽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하나요?  

 예. 2년 동안 대부분의 클럽 회의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 첫 6개월 동안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니요.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해야 합니다 

 

3. 클럽 임원들이 지대 및 지구 지도력 연수에 참가해야 하나요?  

 예. 적극 권장합니다 

 아니요.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모든 지도력 연수를 제공합니다 

 예. 단, 클럽 조직 2년차에만 참가합니다. 

 

4. 신생 클럽이 지원하는 봉사사업은 누가 결정할까요?  

 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클럽에 적합한 봉사사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클럽은 무엇보다 먼저 LCIF를 지원해야 합니다  

 

5. 신생 클럽 임원들을 위한 멘토는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지명해야 하나요?  

 예. 그래서 각 임원이 경험 많은 임원들로부터 최신 정보를 교육받습니다  

 아니요. 모든 연수는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실시해야 합니다 

 1년 후 및 임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지명합니다 

 

6.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연수 세션 중에 회원 모집과 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생 클럽의 문제가 아닙니다. 

 1년 후 및 클럽 회원이 감소할 때에만 논의합니다. 

 예. 중요한 일입니다 

 

7.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클럽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요.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률이 저조할 때만 설명합니다 

 예. 지속적인 회의 참석을 위해 중요합니다. 

 

8. 얼마나 많은 클럽 임원 연수 세션을 권장할까요?  

 좋은 지도자들이라면 단 하나의 세션만 필요합니다 

 다섯 개의 세션을 권장합니다 

 신생 클럽인 경우 헌장의 밤 전후로 세 개씩 총 여섯 개의 세션을 권장합니다 

 

9.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될 때만 제출합니다 

 신생 클럽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제출합니다  

 

10.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 클럽의 진행 과정의 최종 설명을 제공합니다 

 클럽이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제출합니다 

 이전에 보고서를 전혀 제출한 적이 없을 때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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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클럽 회원과 임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클럽을 방문하도록 권장해야 

하나요?  

 아니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 후에만 방문합니다 

 예.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12. ‘클럽 임원 연수’는 언제 실시하도록 권장할까요? 

 차터 신청 승인일 또는 기존 클럽에 배정된 지 3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헌장의 밤 또는 기존 클럽에 배정된 지 2개월 후에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13. 신생 클럽이 지구 활동에 참여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소 2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국제적인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참여합니다. 

 가능한 빨리 참여합니다. 

 

14. 신생 클럽은 조직 후 첫 2년 동안 회원 증강을 이루어야 하나요?  

 아니요. 신입 회원들은 신입 회원 모집 전에 먼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예. 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회원 감소를 보일 때에만 회원을 모집합니다 

 

15. 신생 클럽의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결정해야 하나요?  

 예. 당연히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최상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니요. 반드시 신입 회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공인 가이딩 라이온에게 편리한 시간에 개최해야 합니다  

 

16. 지대위원장은 ‘클럽 임원 멘토팀’에 포함되나요? 

 예. 포함됩니다 

 아니요.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지구총재가 임명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17. ‘클럽 임원 연수’의 각 세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까요?  

 하루 종일 실시합니다 

 휴식을 포함해 최소 3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각 세션은 최소 1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18.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납입금과 회비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요? 

 헌장의 밤 행사 이후에만 설명합니다 

 관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 공인 가이딩 라이온은 클럽이 ‘회원 모집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해야 하나요? 

 클럽 조직 2년차에 수립합니다 

 예. 클럽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신생 클럽의 회원이 감소할 경우에만 수립합니다 

 

20. 회의 참석을 늘리는 것이 신생 클럽에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예. 회원들의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임원들만 참석해야 합니다 

 헌장의 밤 행사 이후에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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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가이딩 라이온   

수료 확인서 
인증 과정: 

인증을 받으려면 본 확인서 및 42-43 페이지의 질문지를 작성하십시오. 지구총재, GLT 지구 코디네이터 

또는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만나 답변을 검토하고 추가로 개발할 분야를 논의하십시오.  

 
공인 가이딩 라이온 정보: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능한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대부분의 클럽 회의에 참석하며, 임원 

연수와 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클럽 임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협조하고, 클럽이 봉사 및 회원증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클럽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생 클럽 지원을 요청받으면 책임을 

이행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지구총재,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또는 GLT 지구 코디네이터 승인 

 

위 라이온은 공인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및 현지의 자료와 관행에 대한 지식)을 이수하였고 공인 가이딩 

라이온으로서 활동할 능력과 지식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지구총재,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또는 GLT 지구 코디네이터 

 

 

 

 

 

승인 받은 후 제출하실 곳: 

Lions Clubs International 

C/O District and Club Administration Division, Pacific Asian Department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이메일: 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mailto: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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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딩 라이온           

  분기별 보고서  
 

각 분기별로 국제본부와 지구총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이딩 라이온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클럽 회의: 

클럽이 일반 회의 및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나요?      예    아니요 

회의 참석률은 높았나요?      예    아니요 

귀하는 참석 가능했나요?      예    아니요 

회원: 

클럽이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나요?      예    아니요 

클럽의 회원이 줄고 있나요?      예    아니요 

봉사사업: 

완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향후 계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금 활동: 

완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향후 계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수: 

클럽 임원들이 연수를 받았나요?      예    아니요 

받았다면 해당 연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반적 개발: 

클럽과 관련된 어려움을 갖고 있나요?      예    아니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협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내실 곳: Lions Clubs International       

          District and Club Administration Division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이메일: 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mailto: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페이지 | 46 

가이딩 라이온 

          최종 보고서 및 수상 신청서  
 

신생클럽 창립 2주년에 제출하십시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이딩 라이온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2년의 임기를 마친 가이딩 라이온은 라이딩 라이온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럽 및 가이딩 라이온을 

위한 가이딩 라이온상 수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국제협회의 굿 스탠딩 상태  

 2년의 가이딩 라이온 임기 종료 시 회원 순증가 및 최저 20명의 회원 보유  

 신규 봉사사업 및 기금모금 활동을 보고하고 LCIF 기부 장려  

 지구 활동(지대 회의 포함)에 참여  

 클럽 임원들이 클럽 개발에 협조한 가이딩 라이온 확인 (최종 보고서에 서명)   

 

가이딩 라이온 

 2년 동안 국제협회 및 지구총재에게 분기별 보고서 제출  

 2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인 가이딩 라이온 과정 수료 

 대부분의 클럽 일반 회의 및 이사회 회의 참석 

 국제협회 및 지구총재에게 최종 보고서 제출 

 

승인 

클럽 회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 

지구총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 

 

보내실 곳:     Lions Clubs International       

      District and Club Administration Division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이메일: 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mailto: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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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지구 및 클럽행정부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이메일: certifiedguidinglion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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