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협동 봉사: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 시트”
가족과 친구들이 자원봉사에 함께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두터워지고 다른
이들이 시간과 재능을 들여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함께 봉사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구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공동의 가치와
신념을 적용하고 입증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하는 봉사 사업

환경 보호
4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환경보호” 글로벌 봉사실천
캠페인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나무심기, 재활용,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은 야외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지구를
보호할 활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사업 아이디어
• 지역사회 차원의 나무심기 프로젝트 기획 
• 지역사회의 재활용품 수거 
•“지역사회 환경정화의 날”을 주최하여 인근 공원 청소 
• 재활용 도서를 수거하여 주민센터 또는 학교에 기증
• 지역의 공터나 주차장 청소
• 비닐 쇼핑백 재활용 
• 지역의 트레킹 행사 기획

독서 프로그램
전세계 라이온스 클럽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독서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봉사
프로젝트 준비에 가족과 친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에게 독서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교육자이든, 지역사회
기반의 문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인이든,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작은 노력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

• 지역 도서관 또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 맹인 및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책 및 도서 CD 제공 
•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도서 수집
• 지역의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독서의 날” 행사 개최 

가족 봉사활동 기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 

• 소속 클럽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목록 작성 – 클럽에서 관심있는 봉사활동을
사전에 아는 것은 기획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실시하고자 하는 활동을 포함시킵니다. 클럽의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 융통성을 갖고 새로운 일을 시도 – 클럽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봉사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들은 귀하가 새로운 기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되게 합니다.



• 사전 기획 –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을 적절하게 기획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봉사활동을 완수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정합니다. 

•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일정을 세웁니다. 각각의 업무 또는 행사 책임자를
정합니다. 

•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독려 – 모든 연령대를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합니다. 기획 단계에 어린이들을 포함시킵니다. 지역사회 멤버가
참여하도록 초청할지를 결정합니다. 

• 열정적으로 즐기자!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봉사 
연중 이벤트! 

가족과 친구들이 클럽의 연중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클럽에
초청하십시오. 가족이 같은 클럽에 가입할 때 특별 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가족 회원들은 같은 클럽에 가입할 때 국제회비를 절반만 지불합니다!”
가족회원 프로그램과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를 함께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는 꿈을 공유하십시오!

가족과 친구의 달 자료
• 회원가입 신청서
• 가족회원 브로셔
• 가족회원 증명서
• 가족 친화적인 라이온스 클럽 컨셉트 “운영 가이드”
• 가족 행사 기획
• 자녀 프로그램 전단지
• 라이온스 가족 자녀 프로그램 활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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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에서 함께 봉사합니다”
“가족 봉사는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지구촌에 봉사하기
위한 노력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iana Feit

“봉사는 가족 중심의 활동이으로서
지역사회만이 아닌 전세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봉사는
상호 존중하는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Patricia Stiff

“함께라면, 지역사회에 더 나은
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Jide Ogundiji

“자원봉사는 가족들이
즐거움과 돈독함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Ajay Ahuja

“가족과 친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www.lionsclubs.org)를 방문하거나 

이메일(programs@lionsclubs.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pfm33.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pfm37.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family_onedaysteps.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PFG1.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tk30.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pfm8.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e6b.pdf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invite-members/family-membership/index.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