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급초급초급초급    라이온라이온라이온라이온    지도력지도력지도력지도력    연수회연수회연수회연수회    
준비용준비용준비용준비용    자료자료자료자료    

    
연수회연수회연수회연수회    참가자참가자참가자참가자    귀하귀하귀하귀하::::    

 

연수회 참가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준비용 자료는 라이온의 기본 요소를 간추려 

준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수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leadership@lionsclubs.org 로 전자우편을 보내시거나 전화 (630) 

571-5466 ext 5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수회에서 뵙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지도력부 
 

지시지시지시지시: : : :     

    

1.1.1.1.    라이온의 기본 요소에 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준비용 자료의 연습문제를 충분히 

검토한다. (약 1 시간) 

 

 

 

2.2.2.2.    제 1코스 검토: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를 통해 라이온스 학습 

센터 내용 중 “라이온에 관한 정보”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인터넷 시설이 

없으면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지방의 도서관이나 인터넷 시설이 설비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3.3.3.    클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1-2가지의 봉사활동상을 찍은 사진을 

연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다. (아래와 같은 사진) ‘가장 

성공적인 봉사사업’ 파일에 사용할 사진을 지참해 온다. 

 

 

 

 

 

 

 

사사사사진진진진    샘플샘플샘플샘플: : :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디니아

클럽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크리스마스 

식품 꾸러미(22)를 

만들었다. 

mailto:leadership@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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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협회협회협회    목표목표목표목표    

공란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시키도록 한다: 

 

 

협회 목표

• 세계 인

• 건전한

• 지역사

• 우의와

• 정당이
있는 장

• 지역사
있어서

다다다다 
증진시킨다증진시킨다증진시킨다증진시킨다       향상시킨다향상시킨다향상시킨다향상시킨다        고취시킨다고취시킨다고취시킨다고취시킨다       마련한다마련한다마련한다마련한다       노력한다노력한다노력한다노력한다     돈독히돈독히돈독히돈독히 한한한한
Lions Leadership Institute.KO 

가 라이온을 가이드한다. 협회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가꾸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정신과 시민정신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의 시민, 문화 및 도적적인 분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클럽간의 유대를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나 종파를 초월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을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회의 숨은 봉사자를 격려하고 상업, 산업, 전문직, 공직 및 개인사업 활동에 

 능률을 제고하고 도덕적 수준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회의협회의협회의협회의    목표는목표는목표는목표는    협회협회협회협회    웹페이지의웹페이지의웹페이지의웹페이지의    “라이온스라이온스라이온스라이온스    학습학습학습학습    

센터센터센터센터”의의의의    코스코스코스코스    자료로서자료로서자료로서자료로서    리스트되어리스트되어리스트되어리스트되어    있다있다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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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Code of Ethics CrosswordLions Code of Ethics CrosswordLions Code of Ethics CrosswordLions Code of Ethics Cro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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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ACROSSACROSSACROS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bear in mind my obligations as a citizen to my nation, my state, and my 

community, as to give them my unswerving loyalty in word, act, and deed. To give them freely of 

my time, labor and means.  

5. To ________ friendship as an end and not a means. To hold that true friendship exists not on 

account of the service performed by one another, but that true friendship demands nothing but 

accepts service in the spirit in which it is given.  

6. To ________ success and to demand all fair remuneration or profit as my just due, but to accept 

no profit or success at the price of my own self-respect lost because of unfair advantage taken 

or because of questionable acts on my part.  

7. To 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with my criticism and liberal with my praise; to build up and not 

destroy.  

DOWNDOWNDOWNDOWN    

1. To ______ others by giving my sympathy to those in distress, my aid to the weak, and my 

substance to the needy.  

2. ________________ a doubt arises as to the right or ethics of my position or action towards 

others, to resolve such doubts against myself.  

3. To ________ my faith in the worthiness of my vocation by industrious application to the end 

that I may merit a reputation for quality of service.  

4. To ________________ that in building up my business it is not necessary to tear down another's; 

to be loyal to my clients or customers and true to myself.  

    

The Ethics are listed as a course resource on the The Ethics are listed as a course resource on the The Ethics are listed as a course resource on the The Ethics are listed as a course resource on the “Lions Learning Lions Learning Lions Learning Lions Learning 

CenterCenterCenterCenter” Web Page. Web Page. Web Page. Web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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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라이온스라이온스라이온스    정보정보정보정보:  :  :  :  과거와과거와과거와과거와    현재에현재에현재에현재에    관한관한관한관한    퀴즈퀴즈퀴즈퀴즈    

    

1. 첫 국제대회가 개최된 해는? 

a) 1912년  b) 1917년   c) 1922년 

2. 협회의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a) 130개 국가와 영역에 산재한 29,000개 클럽 산하에 1,100,000명의 회원을 

보유. 

b) 165개 국가와 영역에 산재한 39,000개 클럽 산하에 1,350,000명의 회원을 

보유. 

c) 185개 국가와 영역에 산재한 44,000개 클럽 산하에 1,400,000명의 회원을 

보유. 

 

3. 1918년에 첫 선을 보인 라이온지는 현재 몇개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는가? 

a) 11 개  b) 15개  c) 21 개 

 

4. 전입클럽에서 받아드리는 한 라이온은  세계 어느 클럽에든 전출할 수 있다. 

a) 맞다  b) 틀리다 

 

5. 클럽이 협회의 방침과 국제헌장에 따르는 한 클럽헌장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a) 맞다   b) 틀리다 

 

6. 협회 임무를 묘사한 문장은: 

a. 지역사회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인류간의 상호 이해의 정신을 

배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b. 봉사하기 위해 

c. 봉사사업 실시 및 가치있는 일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7. 협회 임무를 채택한 해는? 

a) 1912년  b) 1917년  c) 1922년    d) 1990년 

8. 협회의 주종사업은?  

a) 시력우선  b) 청소년교환 c) 라이온스-퀘스트 

 

9. 대부분 지구에서 최소한 35개 클럽과 1,25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a) 맞다   b)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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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외에서 최초로 클럽이 조직된 국가는? 

a) 멕시코  b) 캐나다  c) 영국 

 

11.  북미 외에서 최초로 클럽이 조직된 국가는? 

a) 중국  b) 영국  c) 브라질 

12.  복합지구는: 

a) 대규모의 지구. 

b) 다수의 주 또는 국가에 걸쳐 있는 지구. 

c) 2개 혹은 그 이상 준지구로 구성. 

 

13. 기금모금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모금한 기금을 클럽 회원의 국제대회 참석비로 

사용할 수 있다. 

a) 맞다  b) 틀리다 

 

14. 국제헌장 상의 “남성” 이란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여성 회원들의 입회를 개방한 해는? 

a) 1967년  b) 1978년  c) 1987년 

 

15.  레오클럽의 기본 개념은: 

a) 청소년이 소속 지역사회 및 지구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b) 라이온스클럽의 활동을 돕기 위해. 

c) 청소년들에게 사교 및 레크레에이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6.  국제본부는 __________________ 에 위치하고 있다. 

 

17.  국제협회의 색깔은 ______ 색과 ______색이다. 

 

18.  엠블럼 상의 두 마리의 사자는 상징적으로 __________ 와 ___________을 향하고 

있다. 

19.  협회의 슬로건이다. 빠진 단어를 적어 보자:   

“자유, _______ ,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전.” 
 

20. 협회의 모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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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소속소속소속    지구지구지구지구    현황현황현황현황    

1. 소속 지구는 ___________이다. 

2. 지구총재는 ____________이다. 

3. 소속 지구는: 

_____ 개 지역 

_____ 개 지대 

_____ 개 클럽 

_____ 명 회원을 보유 

소속소속소속소속    클럽클럽클럽클럽    현황현황현황현황    

1. 소속 클럽명은 

__________________이다. 

2. 소속 클럽은 _______년에 

조직되었다. 

3. 회원수는 ______ 명이다. 

4. 회장은  _____________이다. 

5. 금년도 _____ 명의 신입회원을 

입회시켰다. 

소속소속소속소속    클럽클럽클럽클럽    조직표를조직표를조직표를조직표를    그려본다그려본다그려본다그려본다....    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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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국제협회국제협회국제협회    임원용임원용임원용임원용 명찰명찰명찰명찰    학습학습학습학습    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이드 

 
 
 
 
 

 

 

국제협회

고안하였

• 국
줄

• 회

• 제
푸

• 전

• 현

• 지

• 지

• 전

• 지
착

국제국제국제국제

전국전국전국전국

전국제이사전국제이사전국제이사전국제이사 국제이사국제이사국제이사국제이사 

전전지전전지

총총총총
 
회장회장회장회장 
Lions

 
 
 
 

는 행사시에 현직 및 

다. 

제회장은 크기가 가로

의 사선이 쳐진 명찰을

장의 임기를 마치고 전

1부회장, 제 2부회장

른색 사선이 쳐진 명찰

국제이사는 우측 하단

 및 전협의회의장은 팔

구총재는 타원형인 명

구부총재와 전지구부총

지구총재는 수직으로 

구임원, 사무총장, 재

용.  

제회장제회장제회장제회장 재재재재 

지구구지구구

재재재재 
 
 
 

협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의장 지구총지구총지구총지구총
 Leadership Institute 

 
 
 
 
 
 
 
 
 

전직 임원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명찰을 

 3”x 세로 2” 인 직사각형에 좌측 상단 코너에 두 

 착용.   

회장이 되면 사선이 우측 하단 코너에 쳐짐.   

과 국제이사 전원은 촤측 상단 코너에 한 줄의 

을 착용.  

 코너에 사선이 쳐진 명찰을 착용. 

각형인 명찰을 착용. 

찰을 착용.    

재는 정사각형인 명찰을 착용. 

된 직사각형인 명찰을 착용 . 

무총장,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은 원형인 명찰을 

지 총재지 총재지 총재지 총재 지 임원지 임원지 임원지 임원 
구부구부구부구부
 구구구구


	?? ??? ??? ???
	??? ??
	ACROSS
	DOWN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