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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클럽 

클럽은 협회와 봉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존재이다. 우선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클럽을 강화시켜 계속 봉사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지구총재팀(지구총재, 지구 제 1 및 2 부총재)은 책정되어 있는 지구총재 예산으로 우선클럽에 2 회의 추가 

방문을 할 수 있다. 우선클럽으로 지정하는 것은 클럽의 상태,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 클럽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선클럽에는 지난 24개월 동안 결성된 클럽, 스태터스 쿼클럽 또는 활동정지클럽, 12개월 전에 해산된 

클럽 중 재조직 가능한 클럽이 포함된다.  

지구총재는 5개의 추가 클럽을 우선클럽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생클럽, 최근에 해산된 클럽, 

스태터스 쿼 클럽 또는 활동정지클럽이 아닌 클럽을 우선클럽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려면, 지구총재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지원 계획서를 제공하고 가이딩 라이온을 임명해야 한다. 우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은 클럽,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지구 및 클럽행정부로 제출해야 한다. 우선클럽은 

계속하여 클럽회비를 지불하고 라이온스클럽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정지에 

처하거나 해산될 수 있다. 6개월 이내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우선클럽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클럽은 우선클럽으로 처할 당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 성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구 및 클럽 

봉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5개 이상의 클럽을 추가 우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선클럽은 차타를 받은 클럽으로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니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2년 동안 클럽에 가이딩 라이온이 임명되도록 허락하고 클럽 재건을 위해 지구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활동한다. 가이딩 라이온은 클럽과 지구총재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b. 클럽운영을 개선하고 지도력을 개발하며 회원을 증가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c. 굳 스탠딩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지구 지도자와 지구 및 클럽행정부에 보고한다.  

d. 봉사사업 및 기금모금 활동을 실시한다. 

e. 지구, 복합지구, 국제임원 후보자 추천 및 투표를 포함하여 지구, 복합지구, 국제 행사 또는 

세미나에 참가하고 라이온스클럽을 스폰서하거나 레오클럽을 결성한다. 

f. 월말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선클럽은 계속하여 클럽회비를 지불하고 라이온스클럽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정지에 처하거나 해산될 수 있다. 클럽은 우선클럽으로 처할 당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 성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태평양아세아과로 연락한다:이메일(0TUpacificasian@lionsclubs.orgU0T), 팩스(630-

203-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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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클럽 신청서 

날짜:             지구:      

클럽명:            클럽 번호:      

   

우선클럽에 처해 있는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하십시오. 

              

              

              

              

클럽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U가이딩 라이온 

다음 라이온이 향후 2년간 클럽에 임명되었습니다. 2명까지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가이딩 라이온명:        회원번호:     

가이딩라이온  소속 클럽명:                                                 

가이딩 라이온명:           회원번호:     

가이딩라이온  소속 클럽명:                                                 

U승인 

아래 임원들은 재건 계획 및 임명된 가이딩 라이온을 지원합니다. 

클럽회장:                

지구총재:               

지구 제1부총재:              

신청서 제출처: 

태평양아세아과            이메일: 0TUPacificAsian@lionsclubs.orgU0T    

국제협회   팩스:  630-203-3777 

300 West 22P

nd
P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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