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활동 보고 이유 
우리의 영향력을 공유하면 글로벌 봉사의 유산을 알리고   

감동을 선사하며 영향력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WRS22.KO 

영향력 있는 이야기 

자세한 정보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음식 제공 

봉사를 했다고 말하는 것 보다 87 가구에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클럽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클럽이 작년 한 해 1,265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영향력이 있습니다. 클럽 

봉사 보고 시, 클럽의 영향력을 알릴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사진 출처: 오트마 페즈 라이온, 

레오 북 

정보에 근거한 결정 

클럽 성과 기록을 보면 효과가 있는 방법과 없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늘고 

있지만 연간 클럽 기금 모금 행사는 줄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클럽이 과거의 봉사 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봉사활동을 결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등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영감 불어넣기 

클럽이 봉사 사업을 보고하면 소속 지구와 전 세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클럽의 창의적인 활동과 그 영향력을 

본 라이온과 레오들은 새로운 봉사 분야와 활동 방식을 

적용하도록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된 봉사활동을 통해 

국제협회 직원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모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보고 이유 

 

 

파트너십 성장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면 봉사 사업을 더 알리고, 

활동 반경을 넓히고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 

파트너에게 연락 시, 클럽 봉사 보고서를 통한 분명한 증거로 

클럽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클럽과의 협력하도록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도자 교육 

고차원적인 봉사 보고는 건전한 클럽, 지대, 지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럽 봉사 이력에 대한 지식은 현 및 차기 

클럽임원들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구, 

지대, GAT 지도자들은 지역 내 클럽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활동하는지 이해할 때 클럽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레오 안내서, 오트마 페즈 라이온 

자긍심 

봉사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라는 

모토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는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라이온과 레오는 3억 5천만 

명 이상에게 봉사했습니다. 1백만 건 이상의 봉사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과를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습니다. 봉사를 보고하는 클럽은 이 자랑스러움에 함께 

동참하고 봉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lionsclubs.org/service-reporting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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