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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 프로그램 자문 패널 

라이온 후보자격 및 추천서 

2016-2017년도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의 취지는 레오와 라이온으로 구성된 패널이 각 소속 헌장지역을 대표하여 레오 

관련 사항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패널은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협회의 고문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구성 

패널은 각 헌장지역 및 아프리카 헌장지역의 2명의 라이온과 2명의 레오들로 구성됩니다 매 해, 각 

헌장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1명의 라이온과 1명의 레오가 선출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라이온 후보 자격 및 주요 임무 

1. 현 라이온스 클럽의 굳 스탠딩 라이온.

2. 현행 레오클럽과 레오클럽 프로그램 원칙 및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함.

3. 국제협회 레오클럽 프로그램과 및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레오클럽 프로그램 리소스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함.

4. 계획된 포럼 및 대회 이외에도 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웹 칸퍼런스 및 실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5. 레오클럽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접하고 있어야 함.

6. 고문 패널, 레오 지구/복합지구, 협회 간 연락인 역할을 해야함.

7. 레오클럽 프로그램과가 레오 이니셔티브를 계획함에 있어 고문 역할을 수행해야 함.

라이온 후보는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구 및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 단일지구, 복합지구 또는 복합지구에 속한 정 지구 출신.

• 전 지구 및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 추천된 해로부터 전 2년 내에 지구 및 복합지구 레오위원장을

역임한 자.

후보자는 레오위원장으로서  국제본부, 레오클럽 프로그램과에 보고되어 있어야 함. 현재 지구 혹은 복합지구 

레오위원장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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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 추천 절차 

페널 구성원 임명시 반드시 공식 추천서를 사용하여 해당 서명을 받은 후 국제본부 레오클럽 프로그램과로 

1월 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되는 추천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 협의회 의장이 현 및 전 복합지구 레오 위원장을 추천 및 승인합니다. 각 복합지구는 한 해 1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현 및 전 지구 레오 위원장은 현 지구총재에 의해 후보로 지명되고 승인됩니다. 각 단일 및 정지구는 한 해 1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모든 후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를 800자 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후보의 레오클럽 프로그램 관련 경험.

• 어떻게 후보의 경험이 레오 고문 패널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지 설명.

• 후보가 레오 고문 패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유.

• 패널로 선택되는데 도움이 될 후보 관련 기타 정보.

소개서는 반드시 공식 추천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선정 과정 

레오클럽 프로그램과는 접수된 추천서를 모아 2017년 3/4월 이사회 봉사활동 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추가로, 봉사활동 위원회는 선출된 멤버가 2년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 헌장지역별로 

라이온 한명, 알파레오 한명, 오메가 레오한명의 대리 멤버를 선출할 것입니다. 

패널 운영 

패널 멤버들은 서로 또는 협회와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협회는 패널과 전화 컨퍼런스를 

주최합니다. 패널은 멤버들이 포럼 및 대회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 간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협회 직원이 패널 멤버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각 패널 멤버들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패널 멤버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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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라이온 후보 추천서

임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페널 구성원 임명시 반드시 공식 추천서를 사용하여 해당 서명을 받은 후 국제본부 레오클럽 프로그램과로 1월 

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후보 정보 

총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복합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6-17년도 라이온 직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경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자 우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후보 경력에 관계되는 자원봉사 및 전문직 경력 설명. 필요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2. 후보가 매 주 본 직책에 할애할 수 있는 예상시간:

3. 본 후보는 계획된 포럼 및 대회 이외에도 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웹 칸퍼런스 및 실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본 후보는 2년간 임직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후보의 활동에 제한이 될 기타 사항을 기술하십시오.

6. 반드시 후보의 자기 소개서를 본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서식 양면을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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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 후보 사용에 한함.  

저, ______________________라이온은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구성원에 대한 이상의 자격조건과 주요 임무를 

확인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신청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사용 난  

위의 라이온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멤버로 활동할 것입니다. 

지구총재명 (인쇄체로 지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총재 서명 날짜 
 

 
 

복합지구 사용 난  

위의 라이온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멤버로 활동할 것입니다. 

협의회의장명 (인쇄체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협의회의장 서명 날짜 
 

 

 

작성한 서식을 1월 15일 까지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십시오: 

 

Lions Clubs International  

Leo Club Program Department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전화: +1 630 571 5466  

팩스: +1 630 571 1692  

E메일: leo@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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