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봉사의 파트너 동영상 경연대회  
개요
구드런 잉봐도티어 국제회장과 존 바르니 토르스테이슨 전국제이사는 2018-2019 회기 국제이사 및 지구총재의 배우자/동반자를 특별 봉사 경연대회에 
초대합니다. 2018 “봉사의 지평을 넘어” 동영상 경연대회는 국제이사와 지구총재의 봉사의 파트너들이 소속 국가/지구에서 청소년 중심의 혁신적이고 
가시성 높은 봉사사업을 주도하고 상금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사업은 반드시 라이온스 
글로벌 주력사업 (당뇨병, 기아, 소아암, 시력, 환경)과 관련된 분야로서,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거나 사업의 기획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국제이사와 지구총재의 든든한 봉사의 파트너는 봉사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도움이 되는 국제협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봉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계 레오들의 많은 참여와 주도를 기대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2-3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또는 비메오에 업로드한 후, 
2019년 2월 28일까지 서류와 함께 동영상 파일을 이메일 programs@lionsclubs.org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횟수는 국제이사 또는 지구총재 배우자/봉사의 파트너 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일정

선정 및 수상
출품작은 국제본부 직원이 검토하여 각 헌장지역 및 아프리카에서 최종 후보작 1편씩을 선정합니다. 2019년 4월 국제이사회 봉사활동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작 8편을 심사하고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들이 수상작 3편을 선정합니다. 각 헌장지역의 최종 후보작들은 3편의 수상작이 결정되는 4월 
국제이사회 자리에서 소개될 것입니다. 

수상자가 선정되면, 동영상을 제출한 지구 (단일, 정, 복합)와 개인에게 수상을 통보합니다. 

1, 2, 3등 수상자 (또는 봉사사업 위원장)는 밀라노 국제대회에서 표창되며, 이들의 혁신적인 봉사활동 기획을 지원하도록 다음과 같이 상금을 
수여합니다. 

입상한 봉사사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 차원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수상 지구나 복합지구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1등: US$5,000 
2등: US$2,500 
3등: US$1,000

수상작은 국제협회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게재될 것입니다.

예외사항
수상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국제이사의 파트너는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18년 7월  » 당선총재 세미나에서 동영상 경연대회 발표

2018년 8월 - 2019년 1월
 » 봉사사업 기획 및 시행 
 »  유투브 또는 비메오에 업로드된 동영상과 함께 해시태그 #지평을너머 #봉사의파트너

2019년 2월 28일  » 동영상 제출 마감

2019년 3월  » 최종 후보 선정

2019월 4월
 » 4월 국제이사회에서 3명의 수상자 선정
 » 수상자에게 통보 

2019년 7월  » 구드런 회장과 존 전국제이사가 밀라노 국제대회에서 수상자 발표 

09/18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