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또는 지대회의)





클럽 임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의로 여겨지는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또는 지대회의)

는 클럽회장, 제1부회장, 총무들이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의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 지도자들이 다른 

클럽 임원들과 아이디어와 문제점을 교환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여 회의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대위원장에게 제공합니다.

회의는 보편적으로 봉사 프로젝트, 클럽운영,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을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목적은 클럽임원들에게 토론의 장의 제공하면서, 지대위원장에게 지구총재 

팀과 권유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회의를 주최하는 요령, 각 회의를 위해 권장하는 주제와 형식,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의 후에 취할 단계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평가서 

서식과 회의록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대부분은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회의의 결과는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보고서 (DA-ZCM)

를 사용하여 지구총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견본 서식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지구총재 자문위원회는 지대위원장이 주재하며 지대 내의 모든 클럽회장, 클럽 제1

부회장, 클럽총무가 참석합니다.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는 연간 3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부 지역은 선택사항으로 4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회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차기 클럽 임원들에게 지대회의의 개념을 이해시키기도 

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m  모든 클럽이 국제헌장 및 부칙 (LA-1)과 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합니다. 

 m  클럽이 의미있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회원 증강과 지도력 개발에 영감을 줄 수 
있게 합니다.

 m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m  각 클럽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클럽임원 취임, 신입회원 입회, 회원 성과를 

표창하게 합니다.
 m  클럽이 지구대회, 복합지구대회,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장려합니다.
 m  클럽 간의 회의를 증진하고, 클럽이 헌장수여식과 기타 지구 행사에 참가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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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zone-region-chairperson.php%20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zone-region-chairperson.php%20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zcm.pdf%20


성공적인 회의 요령
참석 장려 

참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m  클럽의 대부분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가장 편리한 위치를 선정합니다. 
 m  회의소집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합니다. 
 m  지구 웹사이트에 행사를 포함시킵니다. 
 m  우편, 이메일, 전화,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웹사이트의 정보에 접속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전화나 문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m  클럽임원에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의제를 잘 전달하여 
잠정 참석자들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19페이지에 있는 회의 준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회의의 모든 세부사항이 

준비되도록 하십시오.

회의 관리: 라이온스 학습센터 온라인 코스는 바람직한 회의 관리, 효율적인 회의 준비 

절차, 회의 진행의 세 단계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그룹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과 

회의들 사이의 후속조치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평가지와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핵심입니다! 임기 초는 물론 임기 내내 클럽회장, 클럽 부회장, 클럽총무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해당 회기에 대해 논의하고 귀 지대의 핵심 리더들과의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이들의 연간 목표와 진행 경과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이들의 

목표 달성을 돕고자 하며, 지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참석의 의미뿐만 아니라 

회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대회의에 이들을 개별적으로 

초대하십시오. 대화는 이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의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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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진행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회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m 자료 준비 

m 이야기 순서 메모 

m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스스로를
준비시킵니다.

http://Lions%20Learning%20Center


의미있는 참여 
대화를 유지: 지대회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멤버들 간의 상호작용이며 다른 클럽 

임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강의"는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집행부 차원의 주제에 초점: 지대회의에서는 일반 클럽회원들에게는 부적합한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여 클럽임원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십시오. 18페이지에 있는 문제점과 기회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클럽 임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회의 준비에 협조: 참가자들이 다른 클럽 지도자들과 최상의 아이디어, 관심사, 성공 

사례를 공유할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여 토론 주제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각각의 회의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회의 준비에 협조를 참고하십시오.    

회의 형식
다음의 형식은 연중 개최되는 지대회의를 위해 권장하는 방식이지만 클럽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회의 시간은 약 45 - 60분 길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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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첫 회의는 국제대회 종료 후 90일 이내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대로 개최해야 

합니다.    

봉사에 초점!
흥미로운 봉사 프로젝트는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지인과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및 잠재 지도자가 봉사 프로젝트를 이끌어 지도력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하십시오. 

GST 지구 코디네이터 및 LCIF 지구 코디네이터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클럽 

봉사위원장, 클럽회장, 부회장, 총무를 초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의 준비에 협조! 회의가 봉사를 중심에 둘 것임을 클럽임원들에게 알려주어 이들이 

각자의 봉사사업 세부사항을 공유할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클럽 및 지역사회 봉사와 

관련하여 임원들에게 문제점 및 기회 워크 시트를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의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m  개회 (2분): 봉사는 모든 라이온스클럽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의 목표는 봉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클럽의 봉사가 

지역사회의 요구와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만드는데 이용할 도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클럽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성공 사례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m  소개 (2-5분): 참석자에게 자신의 이름, 직책, 소속 클럽을 소개하도록 

요청합니다. 

 

 m  봉사 체계 (2-5분): 봉사체계를 간략히 검토하고, 봉사체계가 봉사와 활동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공유합니다.  

 m  클럽 봉사 프로젝트 아이디어 교환 (참가자 수에 따라 10-20분): 2-3분 

동안 각 클럽이 연간 활동에 대해 토론하게 합니다. 보고서에는 클럽의 대표적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계획된 신규 프로젝트와 직면한 문제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m  신규 봉사 프로젝트를 찾을 방법 (5분): 필요할 경우, 5페이지에 설명된 자료 중 

한 가지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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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클럽의 문제와 성공에 대한 자유 토론 (참석자 수에 따라 10-15 분): 클럽 

지도자들이 다른 클럽 회원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클럽의 성공을 공유하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m  클럽 기획 및 관리 지침  (5분): 세션을 끝내기 전에, 필요한 경우, 클럽 

임원들에게 강력한 클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우리 클럽, 우리 방식! 클럽 개선 계획,  

클럽 우수상을 활용하여 클럽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1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며  www.lionsclubs.org에서 온라인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m  폐회 (3분): 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차기 회의 일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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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현 시키기: 지역사회의 요구를 식별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회원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회원들을 참여시킵니다. 

21세기를 위한 봉사 모델 라이온스클럽을 위한 훌륭한 

자료실인 이 웹페이지에는 라이온들이 실시하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경, 기근 구제, 소아암, 시력 등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제공 (라이온스 학습센터 온라인 코스): 이 코스에서는 지역사회의 

필요 사항을 평가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클럽의 봉사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봉사팀 - GST: 이 팀의 지도자들은 회의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클럽과 

개별적으로 만나 회원증강을 위한 참고 자료와 전략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봉사 
프로젝트 
아이디어

찾기!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STPBG.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http://www.lionsclubs.org
http://Lions%20Learning%20Center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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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이 회의는 11월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대로 개최해야 합니다. 

회원증강에 초점!

효과적인 지역사회 단체에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계획을 주도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시키는 활동적인 회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회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으며. 

지금이 회원증강에 주력할 적절한 시기입니다!

GMT 지구 코디네이터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클럽 회원위원장, 클럽회장, 

부회장, 총무를 초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의 준비에 협조! 회의가 회원증강에 집중될 것임을 클럽 임원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가장 큰 회원증강 문제점 및/또는 성공 사례에 관해 토론할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의제에는 회원 영입 및 회원들의 만족도 보장에 관한 것 둘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클럽 및 지역사회 봉사와 관련하여 임원들에게 문제점 및 기회 워크 시트를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의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m  개회 (2분): 신입회원의 필요사항 및 기존회원의 참여와 만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논의하면서 개회합니다. 회의의 목표는 헌신적인 회원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며, 회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클럽 문제점 및 성공에 관한 자유 토론으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합니다. 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목표를 재확인합니다.

 m  소개 (2-5분): 참석자에게 자신의 이름, 직책, 소속 클럽을 소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회원 영입 또는 회원의 참여를 유지하는 전략에 관심이 
있는지 언급하도록 요청합니다.    

 
 m  회원 영입 및 유지 아이디어 교환 (참석자 수에 따라 10-15분): 2-3분 동안 각 

클럽이 회원 모집 및/또는 유지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도록 허용합니다. 클럽의 
보고서는 신입회원을 찾아서 초대하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회원의 참여와 
만족도 유지를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m  회원증강을 위한 전략 및 자료 (8-10분): 그룹에 적합하거나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국제협회 참고자료를 소개합니다. 8페이지에 소개된 자료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 부분은 GMT 지구 코디네이터가 주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제는 홍보에 도움이 될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클럽 회원위원장이 이러한 도구와 적용에 관해 

인식하게 합니다. 
 

m  클럽의 문제와 성공에 대한 자유 토론 (참석자 수에 따라 10-15분): 클럽 
지도자들이 다른 클럽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클럽의 성공을 공유하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m  클럽 우수상 (2분): 클럽 우수상의 요소에 대해 클럽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각 클럽의 
목표로 계속 홍보합니다. 
 
  

m  폐회 (3분): 회의를 하는 동안 성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차기 회의일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7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presentation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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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는 클럽이 회원증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클럽 임원들과 회원위원장이 

다음의 자료에 대해 알게 하십시오: 

권유하자: 이 가이드는 클럽이 잠정회원을 식별하여 영입하고 

클럽활동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회원 만족 가이드: 회원들이 탈회하는 주요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협회의 중요성을 신입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회원의 

가치를 인식하게 합니다. 클럽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온라인 도구가 있습니다!

신입회원 스폰서의 책임: 스폰서는 신입회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이 

클럽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스폰서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입회원 입회식: 의미 있는 입회식을 실시하여 신입회원들이 환영을 받고 

특권을 누린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가이드는 신입회원의 기억에 남는 

입회식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대본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회원증강 팀 - GMT: 이 팀의 지도자들은 회의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클럽과 개별적으로 만나 회원증강을 위한 참고 자료와 전략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회원증강 및 
회원만족을 
위한 도구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30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301.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2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22.pdf


제3차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2월이나 3월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대로 개최해야 합니다.   

  

지도력 개발에 초점! 

유능한 지도자는 클럽을 운영하고 봉사사업을 이끌며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국제협회의 회원으로서 귀하는 지도력 개발 코스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지도력 개발의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제4차 지대회의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차기 임원의 교육에 관한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것과 클럽회장, 부회장, 총무를 

초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의 준비에 협조! 클럽에 연락하여 회의가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새로운 회원들이 임원직을 맡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선거, 클럽임원 

취임식, 클럽 감사 실시, 국제헙회에 임원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또한 이들이 학습하고 싶은 연수 주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차기 회의에서 이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회기말에 필요한 시상품과 클럽용품을 주문하도록 

상기시켜 주어 배송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게 합니다. 회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임원들에게 문제점 및 기회 워크 시트를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의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m  개회 (2분): 봉사를 계속하고 클럽을 이끌 지도자 발굴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의 목표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지구, 복합지구, 
국제협회에서 준비한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목표를 
재확인합니다.

 m  소개 (2-5분): 참석자에게 자신의 이름, 직책, 소속 클럽을 소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참석자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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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차기 지도자 선출 및 취임식 진행 상황 (참석자 수에 따라 10-15분): 클럽은 
새로운 라이온들이 내년도 지도자직을 맡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클럽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 모델 클럽 조직도 검토

   • 클럽임원 지명위원회 설립

   • 선거 모범규준

   • 클럽 임원 취임식 행사 기획

   • 클럽기금에 대한 연례 감사 실시

   • 회기말 클럽 시상품 주문

   • 다음 회기 클럽임원을 보고할 역량 구비

   • 클럽임원 오리엔테이션 기획

   •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룹에 추천사항을 요청하거나 클럽임원을 지원할 

시간을 계획 

 m  지도력 지원 및 개발 (15분): 참석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 라이온스 학습센터

   •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ELLI)

   •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ALLI)

   • 강사양성과정 (FDI)

   • 웨비나

  프로그램의 이 부분은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주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웹페이지를 확인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m  지구대회 및 복합지구대회 홍보 (2분):  
지도력 개발 세마나 및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지구대회, 복합지구대회, 국제대회에 파견할 클럽 대의원과 대체대의원에 관한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대회에 참석하여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강조합니다!  

 m  클럽의 문제와 성공에 대한 자유 토론 (참석자 수에 따라 10-15분): 클럽 
지도자들이 다른 클럽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클럽의 성공을 공유하는 시간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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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all/pdfs/DA-MC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e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all/pdfs/da-bpft.pdf
https://www2.lionsclubs.org/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emerging-leadership-institut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advanced-leadership-institut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faculty-development-institut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leadership/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zone-region-chairpers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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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임원 웹페이지: 이 웹페이지에는 각 클럽임원을 위한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 학습센터는 커뮤니케이션, 회원 관리 

및 동기부여, 성과 달성, 지도력 등의 주제에 대해 모든 

라이온들에게 관련되는 온라인 리더십 코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클럽임원 연수: 클럽임원 직책 별 온라인 연수이며 

유용한 지침서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구 GLT 지도자가 실시하는 

연수를 보충합니다.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 라이온들이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며 

지도력 기량을 높이는 개인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지도력 웨비나: 목표 수립, 사업 계획,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많은 웨비나가 녹화되어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 및 온라인 리더십 뉴스레터: 전세계 라이온 지도자들이 제공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각 헌장지역에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도자직에 

관심이 있는 라이온을 위한 지도력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보와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 - GLT: 이 팀의 지도자들은 회의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클럽과 개별적으로 만나 회원증강을 위한 참고 자료와 전략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도력 
개발에 

활용할 도구

 m  클럽 우수상 (2분): 클럽 우수상을 신청할 것과 
우수상의 요소가 클럽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클럽임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m  폐회 (3분): 회의를 하면서 성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차기 
회의 일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차기 임원들이 클럽 
운영 면에서 잠재적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기획 도구로서 

클럽 개선 계획 (CQI)
을 활용할 것을 
고려합니다.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ntoring-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leadership/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media/videos/video-instruction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cq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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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클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목표와 실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 과정을 클럽에 제공합니다. 임원들이 

계획 수립 과정을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클럽, 우리 방식!: 클럽이 회원들의 요구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회의 형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회의 대신에 매달 봉사활동을 고려하고, 젊은 

사람들을 클럽에 더 많이 초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회원들이 회의에서 

유지하고 싶은 측면과 바꾸고 싶은 측면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클럽 개선 계획(CQI): 이 과정은 클럽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여 클럽이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수상:  봉사활동,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 클럽운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목표와 각 분야별 참고자료를 클럽에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럽 계획을 
돕는 도구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blueprint-for-stronger-club.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cqi.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제4차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
선택사항) 

이 회의는 복합지구대회 개최 약 30일 이전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대로 

개최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차기 클럽회장과 총무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초점!

현 임원들이 회기를 마무리할 것을 생각할 때, 차기 임원들은 앞으로의 일을 

바라봅니다. 선택사항인 이 회의는 대개 양쪽 모두를 축하합니다!

일반적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GLT 지구 코디네이터의 프레젠테이션 실시, 지구총재와의 시상식, 차기 클럽임원들 

초청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의 준비에 협조! 회의의 초점은 현 임원들에서 신임 임원들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뛰어난 회원들의 공로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정할 것임을 임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참석자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갖고 차기 임원을 데리고 오도록 장려합니다. 

의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m  개회 (2분): 지대 내 클럽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지도력의 진척 현황, 클럽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클럽의 목표 달성 현황을 
설명합니다. 차기 클럽임원이 참석한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의 목적과 중요성, 
참석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m  소개 (2-5분): 차기 임원이 참석한 경우 참석자들에게 각자의 소개를 요청하고, 
참석자들이 서로 알고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m  클럽임원 전환 (참석자 수에 따라 10-15분):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각 클럽 회장에게 요청합니다. 신임 임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임 임원 연수와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연수 도구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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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임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8분):  차기 클럽임원들이 참석할 경우 

필요하면 신임 클럽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의 도구를 검토합니다. 이 도구는 

www.lionsclubs.org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강력한 클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클럽 개선 계획 (CQI)

 m  봉사 표창 (10-15분): 좋은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어떻게 클럽임원을 

표창할 것인지를 클럽회장에게 물어봅니다. 국제협회 또는 기타 자원을 통해 

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언급합니다. 클럽용품 카탈로그의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m  상 (6-10분): 회의에 참석, 회원 증강, 우수한 봉사, 기타 성과에 대해 

클럽임원들을 표창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시상식은 개인별로 진지하게 

진행합니다.  

 m  클럽 우수상 (2분): 클럽 우수상을 신청할 것과 우수상의 요소가 클럽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클럽임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m   폐회 (3분): 참석자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고 차기 임원들의 멘토로 
활동하도록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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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용품 카탈로그에는 임원, 출석, 우수 봉사 
표창을 위한 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은 개인용으로 라이온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클럽이 미리 주문하여 배송 시간에 충분한 여유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

클럽
용품

카탈로그

http://www.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STPBG.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cqi.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https://www2.lionsclubs.org/


회의 후속조치 

회의 평가
20페이지에 있는 참석자용 평가서를 사용하여 향후의 회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계획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대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임원들과의 후속조치
각 임원,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의록 사본을 송부합니다. 회의록이 

완벽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16페이지에 있는 템플릿을 참고합니다. 

회의록은 개별 메모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아울러 후속 토론을 위해 18페이지에 

있는 문제점과 기회 워크시트를 사용합니다. 

연락을 유지
각 클럽이 각 조치를 언제 시행할지 기록해두고 진행 상황 확인 및 지원을 위해 수시로 

연락합니다. 각 클럽이 회의 중 및 회의들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알게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한 가지를 목표: 각 참석자들이 소속 클럽을 개선는데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만 얻는다해도 회의는 성공적입니다. 클럽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라이온들 간의 상호 작용은 언제나 유익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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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견본: 회의록 

  

기존 사업: 논의, 결정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규 사업: 논의, 의결사항 (책임과 함께)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사/프로그램 설명: 

표창: 

다음 회의 날짜: 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 의제 항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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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___________________

시작 시간: _______________

종료 시간:  _______________

참석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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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를 지구총재, GLT/GMT/GST 지구 코디네이터, 지역부총재에게 전달합니다.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보고서

지대위원장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지역: _____________________ 지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의 장소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회 시간: ___________ 폐회 시간: ___________ 다음 회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석 클럽 

회의 초점:    봉사            회원증강          지도력           기타

회의 요약

1. 클럽들이 공유한 주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적합한 경우 클럽이 명시)?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주요 기회와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어떤 조치가 결정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a. 글로벌 액션팀 멤버들 (지구 지원팀)이 지원할 것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공유한 최고의 성공 스토리/사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a. 누가 공유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클럽임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지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번호                      회장    부회장   총무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번호             회장     부회장 총무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ZCM.KO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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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기회 워크시트

지대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함께 준비한 클럽임원들은 회의에서 클럽을 개선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을 얻게 됩니다. 원활하게 운영되는 지대회의는 클럽 임원들이 클럽 관리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각 지대회의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중요한 클럽운영에 중점을 둡니다:

 1.  봉사 - 클럽 봉사 프로젝트 및 활동의 품질에 관한 피드백과 의견을 제공하는데 

클럽 봉사위원장을 참여시킵니다.

 2.  회원증강 - 클럽의 회원 모집과 유지의 성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클럽 

회원위원장을 초청합니다.

 3   지도력 - 클럽 제1부회장은 클럽의 다음 회기와 신임 차기 임원을 준비할 때 

모범규준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각 클럽은 아래 질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리 클럽은 임원들이 그룹과 토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의 잠재적 원인을 확인했습니까?

 문제점을 희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클럽은 문제점에 대해 지대위원장 및/또는 지구 글로벌 액션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까?

DA-ZCCOWS.KO   08/17

자유 토론을 위해 회의에 이 주제들을 갖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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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준비 체크리스트

DA-ZCMMPC.KO 08/17

업무 완료
(3)

메모

업무 및 원하는 결과 결정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 결정

의제 준비 (4페이지의 의제 견본 참조)

초대 게스트 명단 작성

회의 일자 및 시간 결정

회의 준비
a. 장소 및 회의장
b. 장비
c. 음식과 음료
d. 준비물

회의 자료를 참석자와 연사에게 발송
a. 초청장
b. 문제점 및 기회 워크시트
c. 연사 확정

회의장 준비 (회의 당일)
a. 좌석 배치
b. 장비 점검
c. 조명, 냉/난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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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용 평가서

회의가 끝나면 다음의 평가서를 작성하고 회의장을 떠나기 전에 지대위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예 아니오

1. 문제점 및 기회 연습은 유용했는가?

2.  회의 이전에 초청장, 의제, 문제점 및 기회 워크시트 사본을 받았으
며 회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정보를 가졌다.

3.  회의는 토론,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정보도 제공하였다.

4.  의결사항, 조치할 항목, 필요한 후속조치는 분명하고 명확하였다.

의견:

DA-ZCPE.KO 08/17





지구 및 클럽행정부
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lionsclubs.org
이메일: zoneandregion@lionsclubs.org
전화: (630) 468-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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