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호활동에 관한 모든 것

인식 고취 교육 변화

라이온스는 소속 클럽이 봉사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라이온스는 많은 
이들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봉사의 
영향력을 높입니다.

라이온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라이온스는 법률, 정책 및 여론의 변화를 위한 
자료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라이온스는 정부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협력하는 전문가로 자리 매김합니다. 

국제협회와 유엔의 관계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유엔(UN)의 관계는 1945년, 우리 협회가 유엔 헌장의 비정부기구 부분 관련 초안 작성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라이온스 봉사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합니다.  

유엔에 임명된 라이온스 대표는 유엔 산하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 활동은 
유엔과 라이온스의 날 행사에서 매년 기념하고 강조됩니다.

전 세계 라이온과 레오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옹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제협회에서 추진하는 옹호활동은 
간단합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지역사회 내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라이온스 옹호활동은 다음 세 가지 봉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라이온들이 참여를 희망하나요? 프로젝트 시작에 도움되는 
아이디어 목록을 준비하세요! 국제협회와 유엔과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25가지 프로젝트

인식 고취 교육 변화

• 지역사회 걷기대회 주최
•  지역 아동병원 방문
• 지역사회 나무 심기 행사 추진
• 지역사회 시력 검진 행사 개최
• 캔 음식 배포 행사 추진
•  인식 고취를 위해 라디오에 광고하기
• 세계 시력의 날 행사 후원
• 당뇨성 망막증 검진 행사 개최

•  당뇨병 검진 행사를 위해 지역사회 당뇨병 
교육자와 협력

•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한 요리법 수업 
주최

•  안과 전문의, 시력장애인 또는 저시력 
환자를 초대하여 라이온 및 레오를 대상 
일반 안과 질환 및 기술 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  독성 물질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전단지 
만들기

•  환경 다큐멘터리 시청 권고
•  클럽에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시설 

기관 방문
•  지역사회를 위한 친환경 생활 방식 안내서 

작성
•  ‘라이온스 시력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해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실명 방지 교육

• 현지 국회의원과 회의 추진
• 클럽 회의에 의원 초대
• 지구 내 회의 일정 잡기
• 법안에 반대/지지하는 이메일 작성
•  법안에 반대/지지하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전화
• 라이온스와 유엔의 날 행사 참석
• 봉사 행사에 의원 초대
• 옹호활동 기본 교육 참석 
•  토론을 주최하여 선출직 공무원들과 논의 

결과 공유

봉사 활동 후,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의 아이디어는 옹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MyLion에서 봉사활동을 보고하고 클럽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공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