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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계획 및 준비  

 

귀하는 지구총재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계획하고 당선-총재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지도력 자료/당선총재 세미나 - 당선총재가 국제협회를 강화하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 

비전 및 기술을 겸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집중적인 연수 세미나.  

 

 당선총재 과제 – 지구 제 1 부총재/당선총재를 위한 자습식 온라인 과제. 

 

 GMT/GLT 지역 연수  - 당선총재를 위한 GMT/GLT 지역 연수는 GMT/GLT 지역 소속의 

지구 제 1 부총재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 문제점, 모범 및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당선총재 세미나 – 본 웹 페이지는 호텔과 여행을 포함한 당선총재 등록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  매년 10 월 말 차기 국제대회에 관한 정보를 게시.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dge-sem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dge-seminars/dge-preassignment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dge-seminars/dge-gmtglt-area.php
http://lcicon.lionsclubs.org/KO/seminars-events/seminars-dg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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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출처  

 

MYLCI - MyLCI 에 로그온 하면 귀 클럽, 지구, 복합지구 운영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클럽의 

최신 동향에 병진하도록 돕는 필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ntroduction, Basic Features (소개, 기본 기능)  - 이 짧은 동영상은 MyLCI 의 기능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 

 

 등록 및 로그온 - 신규 및 기존 사용자 모두를 위한 정보.  5 월 중순 지구 

제 1 부총재/당선총재는 지구임원, 지구위원장을 보고하고 지대 및 지역을 개설할 수 

있음.   

 

 지구 게스트 패스워드  - 지구총재 혹은 협의회의장은 행정 지원을 위한 5 명의 추가 

라이온을 게스트 관리자로 배정할 수 있음.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 귀 지구 팀은 또한 주요 정보원으로 MyLCI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는지 확인. 

 

 회원 연락처 데이터 다운로드  - 쉽게 통신하기 위한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 

목록을 만들려면 MyLCI 의 이 기능을 사용. 

 

회원보고서   - 본 정보는 MyLCI 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 보고서 - 클럽 목록 및 상태, 회원 수와 마지막 회원보고 날짜를 표시. 

 

 클럽임원 누락  - 각 클럽의 누락된 임원직 명단. 

 

 회원 요약서  - 각 클럽의 회원 종별 및 성별 자료 요약. 

 

 회원누적 보고서  - 회원 통계 및 회계연도의 최신 클럽 요약 보고서. 

 

 클럽현황 보고서  - 지구 내 모든 클럽의 상태, 회원 수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주요 

정보를 표시.  

 

기술지원 및 문제 해결 - 이메일( HelpDesk@lionsclubs.org) 혹은 전화(  630-468-6900)로 

연락하십시오.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s://www.youtube.com/watch?v=v-SQEj4wieI&feature=youtu.be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PasswordAndRegistrationFAQ_KO.pdf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DistrictAccessFAQ_KO.pdf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DistrictAccessFAQ_KO.pdf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ReportsPlusFAQ_KO.pdf
http://www8.lionsclubs.org/reports/membershipregister/
http://www8.lionsclubs.org/reports/gn1067d/
http://www8.lionsclubs.org/reports/gn1569/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umulative/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mailto:HelpDesk@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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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임원회 

  

지구 팀과 지구 임원회를 구성할 때, 추가 지구 임원직이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지구헌장 및 부칙을 참조하십시오.  국제헌장 및 부칙에 그 직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본부에 기록되는 임원 

 

 직전 지구총재 -  전지구총재 정보자료 는 전총재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 

 

지구대회 개최 직후, 차기 지구임원 선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지구대회 보고서를 제출:   

 

 지구총재 - 지구총재 약력서를 작성하여 첨부.  

 

 지구 제 1부총재/당선총재 - 지구 제 1 부총재 약력서를 작성하여 첨부.  

  

 지구 제 2부총재 - 지구 제 2 부총재 약력서를 작성하여 첨부.   

 

지구임원 – 5 월 15 일 이후 지구 제 1 부총재/당선총재가 MyLCI 를 통해 보고할 수 있음: 

 

 사무총장/재무총장,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강령         

      

 MyLCI 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지구임원을 쓰기 가능한 PDF 파일로 작성.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당선총재는 지대 및 지역을 개설하면서 MyLCI 에 지대위원장과 지역부총재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차기 총재가 MyLCI 에 액세스되는 즉시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MyLCI 를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지대 및 지역을 개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대 및 지역 구조를 개설하고 위원장을 임명 

 지역에 클럽을 할당하고, 지대를 유지하며 신생클럽을 할당 혹은 해산클럽을 제거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보고서를 입수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정보자료  -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와 관련된 정보는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센터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past-district-governor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2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90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906.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907.pdf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OfficerPlusFAQ_KO.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4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903.pdf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RegionZoneFAQ_KO.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zone-region-chairperson.ph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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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위원장  

 

국제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구위원장은 17 명입니다.  MyLCI 를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쓰기 가능한 PDF 파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달리 지정한 바가 없다면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입니다.   

 

 대회  - 지구 내 회원들이 성공적인 대회를 실시하도록 지구총재를 대신하여 활동. 

 

 문화 및 지역사회 활동 - 라이온스 지역사회 봉사(활동중인 라이온) 및 지구 내 라이온스 

문화 프로그램을 관장. 

 

 당뇨병교육 및 실천 - 지구 내 지역사회에서 당뇨병 퇴치를 위해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기획. 

 

 환경보존 - 소속 지역에서 클럽이 환경봉사 활동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 

 

 청력보존, 인식 및 실천  - 지구에서 청력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봉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클럽에 동기를 부여. 

 

 원로 - 이 웹페이지는 전지구총재가 지구 내 클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도움.  

 

 정보 기술 - 소셜미디어, e-지구하우스 및 e-클럽하우스 활용과 관련하여 지구 및 클럽 

지도자를 협조.  

 

 국제협력  - 지구총재가 임명하며 클럽이 지구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 

 

 레오클럽  - 레오 클럽의 홍보, 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지구의 성공에 기여.  

임기는 1년 혹은 3년간임.  

 

 재해대책 - 재해대책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클럽이 지역사회에서 재해대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추진하는데 협조. 

 

 라이온스 아동봉사  - 지구 내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봉사사업 및 활동을 기획.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 지구에서 실시하는 평화포스터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지구총재를 

협조.  

 

 홍보 및 라이온스 정보 - 이 웹페이지는 정보위원장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자료를 포함.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OfficerPlusFAQ_KO.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28a.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convention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community-outreach/community-culture-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diabetes/diabetes-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environment/environment-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hearing/hearing-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past-district-governor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social-media/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create-website-edistricthous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create-website-eclubhous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global-outreach/international-relations-chairpers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eo537d.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disaster-relief/alert-program/alert-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youth/services-children/childrens-services-chairperson.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youth/peace-poster-contes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public-relations-guide/pr-chairperson.php


지구 E 북  

  

목차로 돌아가기  8 

   

 독서 프로그램 - 지구 혹은 복합지구 독서 프로그램위원장은 지역의 문맹퇴치 활동을 계획, 

조정 및 홍보하고, 국제협회, 지구총재/협의회위원장, 클럽간에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공식 연락원의 임무를 담당. 

 

 시력보존, 인식 및 실천  - 지구에서 시력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봉사사업을 추진하는 클럽에 

동기를 부여.  

 

 청소년 (라이온스 청소년 봉사의 기회)  - 연례 지구 청소년캠프 및 교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라이온스 퀘스트 -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생활 기술을 제공하는 국제재단의 가장 포괄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지구 코디네이터   

 

 지구 GMT 코디네이터 혹은 단일지구 GMT 코디네이터- 매년 임명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3 년간 봉사함. 

 

 지구 GLT 코디네이터 혹은 단일지구 GLT 코디네이터- 매년 임명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3 년간 봉사함. 

 

 지구 국제재단 코디네이터 - 귀 지구 국제재단 코디네이터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시면 

국제재단 개발과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literacy/rap-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sight/sight-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youth/lofy-chairpers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yce510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mt_d28-3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mt_sd31-33.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_dist_coord_app.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_single_dist_coord_app.pdf
mailto:lcifdevelopment@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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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 클럽 용품부를 통해 용품을 주문 

 

매년 7 월 1 일 지구총재는 해당 지구 구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자주 요청되는 항목에 대한 몇 가지 빠른 링크입니다:  

 

 지구임원 명찰 - 이 명찰은 지구총재 또는 전총재를 제외한 모든 지구임원이 사용. 

 

 신입회원 자료 - 기존클럽에 입회하는 신입회원을 위한 자료.  매년 회계연도 초, 25 부의 

신입회원 자료를 지구총재에게 제공.  차타클럽의 신입회원 자료는 클럽용품부를 통해 

구매할 수 없음. 

 

 평화포스터 키트 - 매년 1 월 15 일부터 10 월 1 일까지 구매가능.  

 

 상품 및 메달  - 각종 메달과 상장 케이스를 검색할 수 있음. 

 

 상패, 포상 및 상장 - 이 섹션은 탁월한 라이온스클럽의 공로를 인정하는 다양한 상품을 

포함. 

 

 지구총재 라펠 핀 -구매 가능. 

 

클럽용품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clubsupplies@lionsclubs.org) 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2.lionsclubs.org/p-1198-district-officer-name-badge.aspx
https://www2.lionsclubs.org/p-1395-centennial-new-member-kit-en.aspx
https://www2.lionsclubs.org/p-770-peace-poster-kit.aspx
https://www2.lionsclubs.org/s-67-awards-medals.aspx
https://www2.lionsclubs.org/s-90-plaque-awards-recognition.aspx
https://www2.lionsclubs.org/p-325-district-officer-lapel-tack.aspx
mailto:clubsupplie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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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교부금 - 교부금은 회원증강, 클럽활동 촉진 및 지도력개발을 위한 여러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주년 홍보 교부금 - 지역의 100 주년 계획 및 축하 행사를 증진. 

 

 아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라이온스 건강 및 교육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심포지엄 혹은 회의. 

 

 가족 및 여성 심포지엄 교부금 - 클럽이 가족 및 여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  

 

 레오 지도력개발 교부금 - 레오 지도력개발 회의를 개최하는데 관심이 복합지구, 정지구 

혹은 단일지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함. 

 

 회원개발 교부금 - 신생클럽을 조직하고 회원증강에 초점을 둔 표적 마케팅 전략.  

 

 지역 여성 워크숍 교부금 - 소그룹의 여성 라이온들이 여성 및 가족 회원 증강을 위한 

지역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시. 

 

국제재단 교부금 - 이 웹페이지는 국제재단 교부금에 관한 설명, 규정, 마감일 및 교부금 신청서를 

포함.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funding-opportunities/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grant-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youth/services-children/childrens-symposium-program.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1.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adership-opportunities/leo-leadership-grant.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g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2.pdf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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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관리 – 연간 계획  

 

지구총재 임기 동안 귀하의 하루 일과는 매우 바쁠 것입니다.  직책에 필요한 일정 및 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면 예상 외의 일정에 대한 우선 순위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 또는 지도하셔야 하는 행사는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상당한 시간과 여행을 필요로 하는 

행사는 적절하게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국제 행사  

 

 국제협회 행사 일정 - 다가오는 행사와 글로벌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중요한 수상 

마감일이 포함되어 있음. 

 

 국제대회 LCICON 는 온라인 등록, 대회 행사장, 대회 프로그램 및 지역 관광을 포함하여 

국제협회 최고의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지구 차원의 행사 - 이러한 행사를 주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구 임원회 회의는 회계 연도의 각 분기에 개최.   

 

 지구대회 - 각 지구는 국제헌장 및 부칙에 따라 매년 지구대회를 개최.   지구대회, 선거 및 

공석 충원 부분을 참조. 

 

 총재협의회의  - 총재협의회 및 복합지구대회 및 칸퍼런스 

 

클럽 방문 – 귀하는 클럽의 활동상을 지원하고 개방적인 의사 소통을 촉진하며 프로그램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지구 내 각 클럽을 연 1 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클럽 지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혹은 연수는 GLT 팀이 관장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럽임원 연수회 - 개별적인 자습식 연수 또는 강사의 가이드를 포함한 강사가 주도하는 

그룹 연수를 택할 수 있음.  

 

 지대위원장/지역부총재 연수 - 위원장의 책임,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및 

지구임원회에서의 역할을 커버하는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가 사용할 새로운 자습식 연수 

도구가 있음. 

 지구 제 2 지구부총재 연수  - 성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다루는 

강사가 주도하는 워크숍과 함께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연수.  

 

http://members.lionsclubs.org/KO/events/calendar.php
http://lcicon.lionsclubs.org/KO/index.php
https://registration.lionsclubs.org/eventmanager/onlineregistration.asp?Eventcode=V7Z
http://lcicon.lionsclubs.org/KO/about-lcicon/venues.php
http://lcicon.lionsclubs.org/KO/attendees/event-schedule.php
http://lcicon.lionsclubs.org/KO/travel-tour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og.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club-officer-training-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club-officer-training-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glt-coordinator-center/second-vdg-train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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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 본 회의는 일반적으로 지대위원장 회의라고 불림.   이 

가이드는 지대위원장, 클럽회장 및 총무가 참가하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을 

제공.   

  

헌장지역 차원의 행사 - 국제협회 포럼  - 포럼이 실시되는 헌장 지역 소속 모든 라이온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zmg.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events/forum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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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회, 선거 및 공석 충원 

 

지구 대회 

 

 지구대회 계획 방법  - 이 웹 페이지는 성공적인 지구 및 복합지구 대회에 대한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연사 초청  - 국제연사를 초청하기 위해 온라인 양식을 사용.                   

 

 국제협회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에서는 라이온들이 회의 및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디오를 제공. 

 

지구 선거 

 

 지구 선거절차 - 이 문서는 2016 년 7 월 1 일 현재 발효하는 문서를 지원하는 참조로 

새로운 선거절차를 설명.  

 

 지구대회 보고서 - 지구 임원 선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쓰기 가능한 형태의 본 보고서를 

이용.  

 

 선거 항의 절차 -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선거 부정과 관련된 헌장상의 항의 

청문회 때 적용. 

 

공석 충원   

 

 지구총재 - 지구총재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이사회 방침서 제 7 장에 있는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 부록 B 의 “지구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를 참조. 

 

 지구 제 1부총재 – 지구 제 1 부총재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이사회 방침서 제 7 장 에 있는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 부록 C 의 “지구 제 1 혹은 제 2 부총재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를 

참조. 

 

 표준헌장의 주권(우선권) - 이사회 방침서 제 7 장 1 페이지에 있는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을 

참조.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convention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speaker-request-for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video-presentation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g23.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2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vdg_election.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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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지원 

 

클럽방문 준비 - 다음은 클럽활동 상태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보고서입니다. 

 

 팀으로 클럽을 방문  - 지구총재 팀(3 명)이 클럽방문을 공유하는 것은 지구 지도자들과 

클럽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 

  

 클럽현황 보고서  - 지구 내 모든 클럽의 활동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 

 

 지구총재 월별 명세서 - 지구총재가 클럽의 미납금을 추적하는데 도움. 

 

 MyLCI 클럽구좌 - 지구총재는 신속하게 클럽 구좌의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음. 

 

 클럽활동 보고서 - 지구총재가 지구에서 추진하는 많은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 

 

클럽방문 시 참조할 정보 

 

 신입회원 입회식 - 클럽은 지구임원이 신입회원 입회식을 진행할 때 영광으로 간주. 

  

 신입회원 자료집 - 이 자료집은 라이온 핀, 회원증서 및 회원증과 함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움.   

 

클럽방문 완료  

 

 클럽방문 중에 해야 할 일 

 

 연사임무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 클럽방문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연설 메모.  

  

 클럽방문 보고서  - 클럽방문에 따른 경비상환을 위해 요구되는 온라인 보고서이며 

클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사안을 국제협회로 전달하고 통보하는 도구로 제공. 

 

클럽 봉사활동 

 

 클럽봉사활동 - 이 사이트는 다양한 규모의 클럽을 위한 많은 자료를 제공.  

 

 지역사회 및 환경보존 - 그린 팀 및 기타 정보자료에 대한 링크.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cta1.pdf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_checklist.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sar_faq.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22.pdf
https://www2.lionsclubs.org/p-1395-centennial-new-member-kit-en.aspx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presentation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26.pdf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community-and-environment-program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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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대책 - 라이온스 재해대책 프로그램은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조치를 개발.  

 

 건강 프로그램 - 당뇨병, 청력 상실, 시각 보조 및 조기 진단 등에 관한 자료.    

 

 국제 프로그램 - 클럽 자매결연을 포함하여 세계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관계를 구축.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  

 

 레오클럽 - 라이온들이 제공하는 봉사를 차세대에 소개. 

 

우수클럽 자료 

 

 클럽운영 자료 - 이 웹 페이지는 클럽 임원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임. 

 

 E-클럽하우스  - 클럽 자체의 무료 웹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는 사이트.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클럽이 즐거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  

 

 강력한 클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 클럽 개선을 위한 실천 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을 안내. 

 

 우수클럽 개발(CEP) - 회원들이 클럽의 현재 모습을 조명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흥미로운 대화 형식의 과정. 

 

약체클럽 강화를 위한 자료   

 

 클럽재건, 클럽재조직 및 우선클럽  - 해산 또는 스태터스 쿼에 처한 약체클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우선클럽  - 지구총재 팀의 추가 방문과 가이딩 라이온의 임명을 허용함으로써 클럽의 

활성화를 도모. 

 

 스테터스 쿼 추천서 - 이 양식은 클럽의무에 태만할 때 스태터스 쿼에 처할 것을 권장하는데 

사용.  이사회 방침서 제 5 장 참조. 

 

 클럽재조직 보고서 - 이 양식은 스태터스 쿼클럽 혹은 해산된 클럽이 복귀(해산일로부터 

12 개월 이내)할 때 사용. 

 

 클럽활동정지 방침 - 특히, 국제회비 미납으로 인한 클럽에 적용.   

 

 비상시 스태터스 쿼 - 내란, 정세 불안, 천연 재해로 클럽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지구총재가 요청할 수 있음. 이사회 방침서 제 5 장 F. A 항을 참조.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disaster-relief.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health/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international-relations-programs.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youth/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lub-management.php
http://www.e-clubhouse.org/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DA-YCYW.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blueprint-for-stronger-club.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club-excellence-proces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club-rebuilding-reactiviati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pc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97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97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suspension-policy.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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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딩 라이온 및 공인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 - 신생클럽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나 

기존클럽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음.    

 

 표창/수상  

 

 클럽우수상 -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회원증강, 커뮤니케이션, 조직 운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클럽과 지구에 수여. 

 

 수상 - 이 웹페이지는 포괄적인 수상 가이드 및 링크를 포함. 

 

 레오 상 및 포상 - 국제협회는 레오클럽 프로그램 부문에 기여하는 레오 및 라이온에게 

다양한 상을 수여.  이들의 성과를 포상하기 위한 20 개 이상의 포상 프로그램이 있음. 

 

국제협회에 관심사를 보고하고 지원을 받음 - 지구 내 클럽에 관한 문의 사항 혹은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clubstatus@lionsclubs.org)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guiding-lion-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awards-recognition.php
mailto:clubstatu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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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간의 조화를 증진  

 

 분쟁 방지 및 해결  

 

그 목적은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 라이온스 조직 내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이사회는 불만, 분쟁 또는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 이사회 방침 또는 클럽이나 지구 (단일, 정, 복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항의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본 협회의 회원은 소송, 분쟁 또는 항의가 발생할 때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그 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이사회는 클럽, 지구 및 

복합 지구 수준에서 라이온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럽 분쟁해결 절차, 지구 분쟁해결 절차 및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분쟁해결 지침 - 지구 및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이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은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및 복합)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방침을 보완하는 것이며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방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 분쟁해결 절차 - 이 절차는 클럽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고안. 

 

 지구 분쟁해결 절차 - 이 지침은 지구 헌장 및 부칙과 방침과 관련하여 클럽 간 또는 클럽(들) 

및 지구 행정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 이 지침은 지구 헌장 및 부칙과 방침과 관련하여 클럽 간 또는 

클럽(들) 및 복합지구 행정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  

 

 지구총재/지구부총재 선거 항의 절차 -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선거 부정과 

관련된 헌장상의 항의 청문회 때 적용.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ispute_guide.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club_dispute.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ist_dispute.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d_dispute.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vdg_election.pdf


지구 E 북  

  

목차로 돌아가기  18 

   

지구총재 예산 및 여비 상환 

  
 

지구총재는 이사회 방침에 의해 지구 운영과 관련된 행사 및 지구 행정 임무의 이행과 관련된 

경비를 상환 받습니다.   

 

 지구총재 경비 상환 방침 - 지구 운영과 관련된 행정 임무를 수행하는 여행과 관련하여 

비용이 상환되는 행사, 적절한 행사 코드 표시 및 최대 허용액을 설정.   

 

 지구총재 클럽방문 보고서 및  경비 청구서 작성 안내  - 월별 경비청구서  완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공하는 자습식 안내 자료.     

 

 지구총재 여비 및 사무 경비 청구서 Excel  - 이 양식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매달 

재사용 가능.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도 있음.  이 양식은 모든 

경비 계산은 물론 필요한 경우 쉽게 통화도 변환함.   

 

 지구총재 여비 및 사무 경비 청구서 PDF  - 손으로 기입하는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이 

양식을 사용.  

 

 지구총재 회의/클럽방문 보고서 -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될 수 있음.  이 양식은 모든 지구 및 

복합지구 회의 나 행사 및 상환을 요청하는 모든 클럽 방문 시 작성해야 함.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_reimbursement_policy_2016.pdf
http://www.lionsclubs.org/memberorientation/KO/dgexpense/presentation.html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xls/c30-2016.xlsx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c30-2016.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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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 개발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의 초점은 서번트 리더십의 실제적인 이론, 효과적인 지도력 스타일, 

고무적인 비전 공유, 팀 구축, 다문화 간의 의사 소통, 동기 부여 및 관리로 자기 개발과 핵심 

기술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  

 

GLT 는 적극적인 연수와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지도자를 발탁하여 육성함과 

동시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안내 및 동기를 부여합니다. 

 

 GLT – 이 링크는 GLT 구조, 활동, 코디네이터 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 

  

 GLT – 복합지구 정보 가이드 및 GLT – 지구 정보 가이드 - 새로운 지도자의 육성 및 

회원증강과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귀 클럽과 회원들이 최고의 라이온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도구 및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복합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액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복합지구 수준에서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들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구 지도력 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GLT 지구 교부금 프로그램은 지구 수준의 지대위원장 

연수를 위해 제한된 자금을 제공.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RLLI )은 복합지구 및 단일지구가 

실시하는 지도력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한된 자금을 제공.  

 

 지도력 개발 수상 프로그램 - 한 해 동안 GLT 로서 맡은 바의 책임을 완수하고 라이온스 

지도력 효과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친 GLT 복합지구와 GLT 지구 코디네이터의 노력을 

표창하고 인정함.   

 

연수회 및 세미나과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 본 프로그램(ELLI)은 클럽회장을 포함하여 클럽 수준에서 

라이온들의 지도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둠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 본 프로그램(ALLI)은 지대, 지역 및 지구 수준의 지도자 

직책을 잘 완수하도록 지도자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둠.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_md_res_guide.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_district_res_guid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glt-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regional-leadership-institute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Intro_Leadership_Dev_Recognition_Progra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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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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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양성 연수회 - 라이온스 강사 양성 및 증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라이온스 지도력개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연수의 질을 향상시켜줄 기술과 개념에 

초점을 둠.  

 

 우수 강사개발 시리즈 - 본 시리즈는 (FDES)는 협회 각 수준에서 라이온스 강사들의 

지속적인 지도력 개발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음. 자격을 갖춘 후보는 협회가 주관한 강사개발 

연수회의 이수자들임. 이 링크는 연수회 개최일 및 신청서에 관한 링크가 포함. 

 

당선총재 연수 

 

당선총재 세미나(DGE) 연수 당선총재가 국제협회를 강화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 비전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된 집중적인 연수 세미나입니다. 연수는 매년 국제대회 개최 전에 

열리는 당선총재 세미나의 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페이지를 검색하십시오.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지역 라이온 지도력 연수회 - 본 프로그램(RLLI)은 지역에서 실시.  연수 과정은 해당 지역의 

연수 및 개발 요구에 맞게 고안되었고, 협회가 주관하는 라이온스 지도력 개발 연수회(ALLI 

및 ELLI)에 기반을 둠.    

 

 지대위원장 연수 - 본 세션은 지대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 

 

 지구 제 2 부총재 연수 -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부총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연수(제 1 단계)와 강사가 진행하는 연수 워크숍(제 2 단계)으로 

구성.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  - 회원들이 지닌 고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인식시켜 주는 개인 개발 프로그램. 

 

 클럽임원 연수 강사 지침서 - 표준화된 온라인 수업과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실시하는 

강사 주도식의 연수로 구성.  

 

클럽임원 자습식 연수 

 

다음 프레젠테이션은 라이온들이 다양한 지도자 직책을 맡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코스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이며 개별적으로 

학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클럽임원 자습식 연수 - (페이지의 하단 절반 부분까지 스크롤 하여 참조.) 이 페이지는 각 

역할(회장, 총무, 재무)에 대해 1 개의 학습 단위와 워크북을 포함.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faculty-development-institut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fde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dge-sem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regional-institute-curriculu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glt-coordinator-center/zone-chairperson-training-material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glt-coordinator-center/second-vdg-train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ntoring-program.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club_officer_instr_guid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의sources/club-officer-training-orient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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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위원장 자습식 연수  - 지대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4 개의 약 15 분 분량의 학습 

단위(및 위원장 워크북)를 포함. 

  

 지구 제 2 부총재 온라인 연수  - 45 분 분량의 학습 단위와 워크북을 포함. 

 

라이온스 학습센터 코스 

 

모든 라이온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코스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코스는 

라이온스 학습센터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택할 수 있는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칭 

갈등해결  

독창력 

의사결정 

위임 

효과적인 경청 

효과적인 팀 

라이온스 지도자 소개  

변화 관리  

회의 진행 

회원 동기 부여 

멘토링  

혁신 증진  

지역사회 봉사 제공 

홍보 

연설 

섬기는 리더십 

목표 설정 

팀에 동기부여 

시간 관리 

개인 사명서 작성  

회원의 다양성 존중 

 

코스는 여러 언어로 제공.   

 

국제협회 지도력 개발 웨비나  

 

모든 라이온은 협회가 제공하는 지도력 개발 웨비나를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웨비나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 강의 또는 교육 세션으로서 전세계 라이온이 다양한 토픽을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링크는 웨비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 향후 웨비나 

실시일의 목록 및 이전 실시된 웨비나를 녹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국제협회 지도력 개발 자료 

 

 연사 임무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 이 페이지에서 클럽 방문, 지대 또는 지구 회의 및 기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찾을 수 있음.  

 

 지도력 자료센터 -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유용한 지도력 개발 도구 및 

정보 자료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용자 친화적인 자료센터.  새로운 정보 

자료를 얻기 위해 이 페이지를 자주 확인. 

 연수 자료 및 리소스 - 연수과정 자료, 연사 프레젠테이션 노트 및 활동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음.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의sources/club-officer-training-orientati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pt/2nd_VDG_OnlineTrainingModule.ppt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all/pdfs/2nd_VDG_OnlineTrainingWorkbook.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leadership/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presentation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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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력 커뮤니케이션 - 지도력 역할에서 라이온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커뮤니케이션에는 라이온이 공유하는 오디오 팟케스트 및 지도력 성공 이야기를 포함.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eadership-communicatio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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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개발 

 

회원에 관한 이사회 방침 

 

 이사회 방침서 제 10 장: 클럽확장 

 이사회 방침서 제 17 장: 회원 

 

글로벌 회원증강 팀 - 지속적, 집중적, 통합적인 회원증강을 위한 세계적인 구조를 제공.    

 

 GMT 도구 상자 - 이 웹 페이지는 신생클럽 개발, 신입회원, 회원유지, 회원상 및 포상, 회원 

보고서 및 GMT 코디네이터 도구 상자로 안내. 

 

 글로벌 회원증강 팀 전문가 - 신생클럽 개발, 캠퍼스클럽, 가족 및 여성, 청소년 전문가를 

포함.  

  

 지구 회원 목표 - 이 웹페이지는 GMT 회원증강 목표와 GLT 지도력개발 목표에 연결시켜줌. 

 

신생클럽 개발 

 

 신생클럽 조직 - 이 웹 페이지는 회원의 요구에 맞게 고안된 다른 유형의 클럽을 강조. 

 

 신생클럽 개발 가이드 - 신생클럽 조직 과정을 완료하는 데 도움.   

 

 신생클럽 개발 워크숍 - 지구 글로벌 회원 증강 팀(GMT) 멤버는 신생클럽 개발 컨설턴트가 

해당 지구를 방문하여 신생클럽 조직에 관한 연수 및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클럽 조직하기 - 전통, 특수집단, 캠퍼스, 라이오네스 라이온스 및 레오 라이온스클럽. 

 

 클럽차타 신청서 - 쓰기 가능한 pdf 형태의 신청서.   

 

 지회클럽 프로그램 - 최소 5 명의 소그룹으로 라이온스클럽을 조직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봉사활동을 실시. 

 

회원분류 및 프로그램  

  

회원 분류 - 다양한 회원의 종별에 관한 설명.   

국제협회는 가족회원, 학생회원, 레오 라이온 전환 및 라이오네스클럽 전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lobal-membership-team-specialists/index.pn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district-goal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new-club-development-workshop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traditional-lions-club.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special-interest-club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campus-lions-club.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lioness-bridge-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leo-lions-club.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38a.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club-branch.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105.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family-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student-member-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o-lion-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o-lion-progra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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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클럽회원위원장 - 책임을 설명하고 요령을 제공하며 클럽 회원증강과 함께 위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 자료를 소개. 

 

 신입회원 신청서 - 새로운 잠정회원에게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된 총무를 위한 

쓰기 가능한 PDF 파일.  

 

 신입회원 자료 - 기존클럽에 입회하는 신입회원을 위한 자료.  매년 회계연도 초, 25 부의 

신입회원 자료를 지구총재에게 제공.  신생클럽의 신입회원 자료는 클럽용품부를 통해 

구매할 수 없음.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이 웹페이지는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포함. 

 

 라이온스 세계 입회식의 날 - 신입회원을 환영하고 회원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라이온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강시키는 기회가 되는 세계적인 행사. 

 

 교부금 및 심포지엄  

 

 회원개발 보조금 - 특히, 회원 감소를 보이는 지역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하고 

테스트하도록 돕기 위해 지급. 

 

라이온스 가족 및 여성 심포지엄 - 지역사회 요구 및 회원증강에 초점을 맞추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라이온스 지역 여성 워크숍 프로그램 - 본 워크숍은 여성 라이온 지도자들이 지역의 클럽에서 

여성회원 증강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고안.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club-membership-chairpers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6b.pdf
https://www2.lionsclubs.org/p-1395-centennial-new-member-kit-en.aspx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worldwide-induction-day.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g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2.pdf


지구 E 북  

목차로 돌아가기  25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E-지구 하우스 - 지구 또는 복합지구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e-지구 하우스를 이용. 

 

 E-클럽 하우스 - 라이온스클럽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e-클럽하우스를 이용. 

 

 E-레오클럽 하우스  - 레오클럽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e-레오클럽 하우스를 이용. 

 

 웹상의 라이온  - 라이온들이 신속하게 클럽용으로 사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블로그, 전자 사진과 비디오에 연결할 수 있음.   

 

 소셜 미디어 리뷰 - 라이온은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소속 

지역사회 및 전세계 동료 라이온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될 수 있음. 점점 많은 라이온이 큰 

영향을 주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 

 

 홍보활동 가이드 - 홍보활동(PR)은 보도 자료 작성에서부터 친구, 가족 및 직장 동료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제공하는 것까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 

 

 로고  - 로고는 다운로드 및 재생이 가능. 다운로드하기 전에 사용 방법에 대한 국제협회의 

지침을 검토. 

 

 라이온스 분기별 비디오 - LQ – 라이온들이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감명 깊은 이야기를 전함. 

 

 라이온스 뉴스와이어 - 매월 국제본부에서 출판하며 전세계 라이온들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를 제공. 

 

 라이온지 - 이 웹사이트는 라이온지의 최신 온라인 버전뿐만 아니라 이 월간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포함. 

 

 포스터 경연대회 - 전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 

지난 25 년 이상 100 여개 국가에 있는 수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수필 경연대회 시각 장애인들이 평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create-website-edistricthouse.php
http://www.e-clubhouse.org/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projects-promotions/create-website-eleoclubhouse.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media/lions-on-the-web.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social-media/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pr7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ogo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EN/news-media/videos/lq.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pr710.pdf
http://www.lionsclubs.org/KO/news-media/lion-magazin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youth/peace-poster-contes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contests/essay-conte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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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년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 - 백주년 기념행사(2015 년 7 월 1 일부터 2018 년 6 월 

30 일까지) 기간 동안 복합지구 또는 단일지구가 라이온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해 채택.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grant-progra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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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장 주제 및 백주년 축하 

 

 국제회장 주제 - 매년 국제회장은 국제 주종사업에 초점을 맞춘 주제를 선택. 

 

국제협회 백주년 기념 프로그램 

 

 Lions 100 - #LIONS100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모든 곳의 라이온이 봉사를 통해 백주년을 

기념하는 방법을 소개. 

 

 백주년 회원상  - 신입회원을 영입하고 신생클럽을 조직하는데 기여한 모든 라이온과 

라이온스클럽에 수여하는 특별(한정판). 

 

 백주년 기념봉사 -협회 창설 100 주년을 기념하여 2018 년 6 월까지 1 억명 이상에게 

봉사하는 100 주년 봉사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라이온들의 협조를 구함. 

 

 백주년 유산사업 - 창설 백주년을 기념하고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유산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선물을 기증하는 활동.  

 

  백주년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 - 국제협회는 지역의 백주년 계획과 축하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지구 및 단일지구에 교부금을 지급.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presidents-theme.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centennial-membership-awards/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grant-progra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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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참고 문헌 

 

통제문서  

 

 국제헌장 및 부칙  

 표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표준 지구헌장 및 부칙  

 표준 클럽헌장 및 부칙 

 

강령 

 

 협의회의장 강령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강령 

 지역부총재 강령  

 지대위원장 강령 

 클럽임원 강령  

 

합법성 및 세부 조항 

 

 국제 내빈 유치 및 의전 - 이 가이드는 손님의 방문이 쾌적하도록 배려하고 고위 인사를 

적절하게 인정하는 협회의 공식 의전에 대한 요령을 제공.  

 

 자금 사용에 관한 방침 - 클럽 및 지구가 소유하는 사업기금과 운영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 

 

 보험 - 국제협회는 전세계 라이온들을 보상대상으로 하는 일반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모든 클럽과 지구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보험 증서 - 증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직접 증서를 작성할 수 있음. 

 

 추가 보험 - 국제협회는 상술 한 자동 보험에 추가로 이사 및 임원의 책임, 범죄/신용 

보험 및 상해 보험을 포함하여 미국의 클럽과 지구에 추가보험을 제공.  

 

 상표에 관한 방침 개요 - 라이온스 엠블럼 및 상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  

 

 국제협회 개인정보 보호 방침 - 국제협회(LCI)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http://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4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20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10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1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pr768.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use_funds_policy_faq.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insuranc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ertificate-of-insurance-15-16.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insurance/supplemental-insuranc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g91.pdf
http://www.lionsclubs.org/KO/privacy-polic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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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단 개인정보 보호 방침 - 국제재단(LCIF)은 웹사이트 방문객, 기부자 및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개인정보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도 판매, 

대여하거나 공유하지 않음. 

 

 지구편성 - 단일, 정 또는 복합지구의 지구편성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 필요한 절차 

및 제반 서류에 관한 지침.   

 

 지구통합을 위한 지침 – 지구와 클럽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합지구가 정지구를 통합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제공.    

 

 

  

http://www.lcif.org/KO/privacy-policy.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redistricting.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GC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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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단(LCIF) 

 

국제재단 - LCIF 는 지구가 대규모의 인도주의 봉사사업을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부금을 지원합니다. 

  

국제재단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는 국제재단 대사로서 3 년 동안 지구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교부금 사업 추진  - 지구가 대규모의 인도주의 봉사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도록 교부금을 

지급. 라이온들은 교부금을 이용하여 소속 지역사회 및 지구촌에서 더 많은 불우 이웃을 

돕도록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 

 

 긴급자금 요청 - 긴급자금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세계 라이온스클럽이 천연재해로 인한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것임. 

 

 프로그램 및 사업 -국제재단(LCIF)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지원 및 개발 라이온들의 기부와 노력을 통해 국제재단은 영향력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음. 

 

멜빈 존스 동지 - 멜빈 존스 동지(MJF)는 1,000 달러 이상을 국제재단에 기부할 경우 수여.  

비라이온을 포함한 개인, 클럽 또는 지구에서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음. 

 

멜빈 존스 동지 신청서  - 이 양식은 충분한 기금이 국제재단에 기부되었을 때 사용하며 본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기탁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http://www.lcif.org/KO/index.php
http://www.lcif.org/KO/resources/coordinator-center/index.php
http://www.lcif.org/KO/resources/coordinator-center/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cif/lcif47.pdf
http://www.lcif.org/KO/our-work/index.php
http://www.lcif.org/KO/support-our-work/melvin-jones-fellowship.php
http://www.lcif.org/KO/support-our-work/mjf-request-for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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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본부  
 

연락처 - 본 웹페이지는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본부 내 각 부서의 주요 

지원 기능에 관한 설명을 포함.  

 

 

 

 

 

http://www.lionsclubs.org/KO/who-we-are/contact-us/index.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