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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라이온들에게 호감을 주는 봉사 행사 및 
클럽에 대한 안내서.

청년 라이온들과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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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회원 경험 보장 

시작하기
클럽에 ‘청년’ 회원을 유치할 방안을 생각할 때 먼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청년’ 회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클럽의 평균 연령이 60세 라면 50세 정도의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클럽 회원들의 평균 연령보다 약간 

어린 회원을 영입하는 것은 강력한 다세대 클럽을 만드는 좋은 

시작이 됩니다! 40세 이하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면, 클럽이 청년 

라이온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클럽이 청년 라이온들에게 호감을 주는가? 

40세 이하 예비 청년 라이온들에게 호감을 주는 클럽을 만드는 

일은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청년층의 바쁜 일정과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 클럽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청년 
신입회원은 지역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추가로 필요한 봉사를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 라이온이 인생의 어느 단계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 특별한 
관심사와 사회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일정보다 훨씬 더 제약이 많을 수 있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고 존중하십시오. 특히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어린이나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십시오. 

• 지회 클럽 조직 시 청년 회원을 초대하십시오. 청년 라이온들이 
독립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신들이 열정을 쏟는 봉사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스스로가 클럽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클럽 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ko/club-branch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각 세대는 본인의 환경 및 살고 있는 인생의 단계에 맞는 
소통과 교류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라이온들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새로운 청년 회원층에 다가갈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클럽이 청년 라이온에게 리더십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청년 회원을 초대하기 전에 클럽이 청년들의 잠재된 지도력을 

지원하고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선한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청년 라이온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봉사와 회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청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낼 기회가 많을수록 클럽에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http://lionsclubs.org/ko/club-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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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를 통해 청년 라이온 모집하기 
국제협회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 이며, 행동하는 라이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회원들의 마음을 얻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비 청년 라이온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차기 봉사 사업을 계획하십시오. 

행사 기획
• 모임이 아닌 봉사 행사에서 모집을 시작하십시오. 

•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X 클럽 및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 평가를 수행하여 중요한 문제를 
이해합니다.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 평가지는 lionsclubs.org/ko/
service-toolkit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X 청년들과 직접 대화하여 클럽이 청년들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접 참여 행사를 
계획하십시오. lionsclubs.org/ko/family-membership 에서 
가족회원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할 차기 가족 봉사활동 계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 보십시오.  

• 지역의 대학생, 이웃, 부모, 지역의 청년 전문가, 청년 직장 동료 등과 
같이 다양한 청년들을 초청하십시오. 

 X 청년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 모든 행사는 재미 있고 활기차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활동적인 봉사 행사를 선호합니다!    

•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지 확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데 기여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행사에서
• 사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정시에 행사를 시작하십시오.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구와 재료를 제공하십시오.

• 청년들을 ‘힘쓰는 일’이나 청소만이 아닌 봉사에도 참여시키십시오.   

• 초청한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늘의 라이온’이 된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물어보십시오.

행사 후
•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십시오. 

 X 페이스북이 좋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등 청년 라이온들이 
사용하는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편안하게 사용하십시오. 
행사 참석자들은 게시물을 공유하고 주변 친구들은 물론 전 세계 
라이온들로부터 ‘좋아요’를 받을 것입니다.

• 행사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예비 청년 라이온들을 다른 봉사 행사에 
초청하십시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오도록 장려하십시오. 모임뿐만 
아니라 클럽의 봉사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http://lionsclubs.org/ko/service-toolkit
http://lionsclubs.org/ko/service-toolkit
http://lionsclubs.org/ko/family-membership


청년 라이온들과 소통하기  |  4

회의 경험 강화하기 
사람들은 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합니다. 그러므로 회의에서 조차도 봉사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클럽의 주요 목표인 봉사를 

게속하면서 청년 라이온들이 클럽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회의 요령
• 정시에 회의를 시작 및 종료하고, 어린 자녀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시간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X 회의가 1시간으로 예정되었고 정해진 시간이 지난 경우 
이를 안내하고 최장을 허용합니다. 

• 회의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십시오. 

 X 임원과 위원회는 클럽 회의 전후에 별도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클럽은 회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유지합니다.  

• 각 회의 시작 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 모든 회의에 봉사를  
포함시키십시오.

 X 봉사의 성과를 축하하십시오. 사진을 보여주고 감사의 뜻을 
전하십시오. 회의 중에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봉사 업무를 
계획하십시오. 

• 가능하면 온라인 회의를 고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회원들이 실시간 회의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간식은 환영하지만, 회의와 
별도로 공식 식사와 같은 친목 행사를 계획하십시오. 

• 클럽 회원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X 숙제를 돕고, 색칠하기/공예 활동을 이끌거나, 학령기 
어린이들이 지역의 불우한 어린이를 위한 봉사 행사를 
계획할 때 지도해 줄 사람을 지정하십시오. lionsclubs.
org/ko/family-membership 에서 자녀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이들을 지도하고 멘토링할 유용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회원이 기여한 바를 
축하하십시오.

청년 라이온들의 참여
• 활동을 주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청년 라이온들이 돕게 

하십시오.  

• 청년 라이온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 능력의 도움을 받아 봉사 
행사를 홍보하고 예비 청년 회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청년들의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식은 클럽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청년 라이온들에게 중요한 봉사 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 청년 라이온들이 열정을 가진 봉사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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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라이온 및 레오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young-lions
이메일: membership@lionsclubs.org 
전화: 630-468-6926

http://lionsclubs.org/ko/family-membership
http://lionsclubs.org/ko/family-memb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