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협회

참여하자!

첨부한 자료 요청서를 사용하여 라이온스
젊은 지도자 봉사상을 라이온스클럽에 실
시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상세한 설명서와 견본 자
료 등을 인수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며 학교, 레오클럽 및 기타
청소년 그룹의 협력을 구하는 전단지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수상 자료는국제협
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게
재되어 있다.

라이온스 청소년 봉사의 기회

본 상은 라이온스 청소년 봉사의 기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라이온스 청소년
봉사의 기회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육성 부문에서 최상의 모범

사례로 알려진 후원활동을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개별적 및 집단으로

성취하고 학습하며 기여 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원 봉사자 젊은이들은
성인되어도 자원봉사를 한다.
라이온스클럽은 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자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인생관과 습관을
고무시켜 준다.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처:

Lions CLubs internationaL
Youth Programs Department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전화: 630-571-5466
팩스: 630-571-1692
programs@lionsclubs.org
www.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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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상

청소년들에게 봉사하도록 도전



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상

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상은 12개월
동안 소속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청소년(적정 연령은 12-18세)을
포상하기 위함이다.

50 시간을 봉사 = 은상
100 시간을 봉사 = 금상

청소년, 지역사회, 귀 클럽에 대한 혜택을
누리자!

청소년이 받는 혜택:
•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로 인한 보람을

경험.

• 다방면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동참할 수
있는 경험.

• 공로를 인정 받음.

지역사회가 받는 혜택:
•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

• 봉사의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임.

• 청소년, 지역사회 주민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를 권장.

귀 클럽이 받는 혜택:
•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맺음.

•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권장.

• 청소년들에게 장래 봉사 및 지도력의
기회를 제공.

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상

정보 요청

� 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상에 관한
라이온스클럽용 자료 한 부를 요청함.

정보 자료를 보낼 곳:
Youth Programs Department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팩스: 630-571-1692
이메일: programs@lionsclubs.org

이름

라이온스 클럽명

지구

주소 (사서함 주소는 기입하지 않도록 함.)

시 도

국가 우편 번호:

전화번호

프로그램의 개요

지방 라이온스클럽이 라이온스 청소년
지도자 봉사상을 스폰서한다. 클럽은
자격을 구비한 청소년을 모두 포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지방 학교, 레오클럽 및 기타 청소년
그룹이 참가하도록 초대하고 자료를 배포.

• 라이온스 수상위원장이 청소년들의
봉사실적을 확인하는 학교 당국자,
레오고문 및 청소년 그룹의 성인
지도자와 협력하여 수상 신청서를
라이온스클럽에 제출.

• 수상위원장이 국제협회로 상을 신청.

• 국제협회는 각 수상자에게 국제회장의
축하 편지와 표창장을 교부.

• 라이온스클럽이 수상자를 위한 수상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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