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봉사
A. 서문
1. 봉사에 대한 신념. 각 라이온스 및 레오클럽은 소속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자의 시간, 재능, 발언권, 자원을 사용해 지역의
인도주의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에, 라이온스
및 레오 클럽, 지구, 복합지구와 라이온들이 관리하는 기관/재단의 노력으로
글로벌 개발안을 추진하고 인류가 겪는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제협회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주요 봉사활동을 통해 라이온들과
레오들을 융합하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2. 소망서. 지역사회와 인도주의 봉사 부문에서 세계적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
3. 임무서. 라이온스클럽을 통해 자원봉사 하는 방법을 알리고 인도주의적
필요에 부응하며 평화와 국제이해를 증진시킨다.

B. 정의
1. 봉사 참여 모델. 옹호활동, 봉사활동 실시, 기금 모금 및 기부를 포함하여
라이온들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중차대한 봉사 체계.
2. 글로벌 주력사업. 분명한 목표를 지닌 봉사 영역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세부 전략. 이러한 전략에는 국제협회 봉사 프로그램, 국제재단
교부금, 옹호활동 기회, 봉사가 미치는 영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등이 포함된다.
3. 국제협회 봉사 프로그램. 국제협회가 라이온스 및 레오 클럽, 지구,
복합지구와 라이온들이 관리하는 기관/재단을 위해 개발하고 지지하는
조직적인 프로그램.
4. 대표 봉사활동. 라이온들과 레오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클럽의 시간, 자원, 경험에 따라 진행하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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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글로벌 주력사업
1. 국제협회의 글로벌 주력사업에 포함되는 분야:
a. 당뇨병
b. 환경
c. 시력
d. 소아암
e. 기아
2. 아동 및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은 구체적으로 글로벌 주력사업 분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라이온스 봉사의 중요한 수혜자이자 라이온들과 함께
봉사하는 파트너로 간주한다.
3. 기간. 글로벌 주력사업은 2017 년 7 월 프로그램 출범 후 5-10 년 사이에
검토한다.

D. 국제협회 봉사 프로그램 평가
1. 기간. 모든 국제협회 봉사 프로그램은 출범 후 2-5 년 사이에 평가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봉사활동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2. 고려할 사항.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제이사회에 평가내용과 추천안을
제공한다:
a. 국가, 헌장지역, 전세계 기준별로 참여하는 클럽, 지구, 복합지구 수;
b.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
c. 클럽, 지구, 복합지구, 라이온스 기관/재단, 국제협회가 투자로 얻은 실
수익;
d. 클럽, 지구, 복합지구, 라이온스 기관/재단, 국제협회가 투자로 얻은 기대
수익;
e. 사업을 시행하여 증강된 회원 수;
f. 동일 글로벌 주력사업을 시행하는 타 단체의 활동; 및
g. 대중의 인식

E. 신규 국제협회 봉사 프로그램 제안
1. 검토 기관. 새로운 국제협회 봉사 프로그램 제안은 국제이사회 기간 중
봉사활동위원회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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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할 사항.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제안서와 추천안을 제공한다:
a.
b.
c.
d.
e.

LCI 포워드와 글로벌 주력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
모든 헌장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지의 여부;
프로그램 개발 및 출범에 소요되는 자원(직원, 자금 등);
같은 분야의 활동을 시행하는 타 단체의 활동; 및
기대되는 기탁 증대 및 회원 증강 정도.

3. 기간. 봉사활동위원회에서 국제이사회에 추천하여 채택되는 사업은 먼저
2~3 년 동안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며, 국제협회 프로그램으로 공식
채택하기 전에 추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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