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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LCI)는

클럽을 돕기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원 및 신생클럽 

운영과(memberops@lionsclubs.org 

)로 연락 주시거나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

방문하십시오. 또한 귀 지구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

GMT/GLT 코디네이터와

스페셜리스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만족 가이드 (ME-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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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라이온스클럽을 활동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소속 클럽

회원들의 경험과 기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대한 바에 못미치는 레스토랑에 다시 가십니까?

라이온스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바로 클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들이 편안하고 환영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며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장기간 회원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라이온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  특정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  친구를 사귀기 위해 

  •  지역사회 리더가 되기 위해 

  •  이미 라이온스인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하면 귀 클럽이 회원들이 원하는 경험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모든 회원에게 의미 있는 클럽을 유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존경 받는 클럽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및  지구촌 주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소속 클럽 회원들은 개인적,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클럽에서 동료애를 나누게 됩니다.  

귀 클럽은 단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 라이온들의 조합에

불과합니까?

귀 클럽의 임무서, 목적 및 목표를 수립하십시오. 이에 대해 클럽

회원들에게 명확하고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  국제협회의 지도력 개발 웹페이지의 온라인 클럽 임원

오리엔테이션 및 라이온스 학습센터의 목표수립 과정을

활용하십시오. 

클럽이 번성하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용어 검색: 

본 가이드 전반에, 
위의 아이콘과 용어
목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협회
웹사이트의 검색창에
해당 용어를
입력하십시오.

� 클럽 임원오리엔테이션 
� 라이온스 학습센터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news-train-club-officers.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news-train-club-officers.php
http://www.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
mailto:memberops@lionsclubs.org


제 1단계: 

회원 만족에 대해 정의 

(귀 클럽을 대한)

회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할 첫 단계는 

그들이 클럽 회원으로서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라이온으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럽 회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변화해야 회원들이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원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신입회원 수로 측정하시겠습니까? 클럽을

떠나는 회원 수의 감소율로 측정하시겠습니까? 클럽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비율로 측정하시겠습니까?

  • 회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그들은 참여의식을 갖게 됩니다.

회원들에게 물으십시오:  클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활동이 그 같은 이유를 드러냅니까? 비 라이온이 우리의

클럽 활동 중 하나를 지켜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할까요? 회원들의 답이 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본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 설문지 견본은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회원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 회원들이 탈회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전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탈회한 이유를 물어 보십시오. 본 가이드에

이전회원 설문지 견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귀 클럽의 목적, 목표, 임무서가 현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는지 주의깊게 검토하십시오.  

귀 클럽이 아직 

우수클럽개발(CEP)을 시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행하십시오.   모든

클럽이 본 워크숍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수클럽개발은 귀 클럽

회원들이 기대하는 사항이 회원들이

실제 경험하는 바와 부합하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합니다. 

우수클럽개발은 두가지 포맷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수클럽개발

라이트와 프로입니다. 우수클럽개발

프로는 강사가 진행하는 워크숍이며

라이트는 회원이 직접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자습 방식입니다. 

우수클럽개발은 세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라이온스 지역사회 요구 평가를

실시. 본 평가를 통해 클럽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어떤 봉사사업과 프로그램이

수혜자들에게 더 중요한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귀하의 평점은?” 설문조사를 실시.

본 설문조사는 클럽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클럽 활동이 회원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우수클럽개발을 통해 세울 목표를

지원할 시행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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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클럽 개발
�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  귀하의 평점은?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e15b.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k9.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k9.pdf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rengthen-membership/club-excellence-process/index.php


회원들과 자주 그리고 명확히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라이온스 학습센터가

제공하는 효율적으로 경청과정을

이수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사항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 2단계: 

클럽의  

회원 만족 계획 수립

회원 탈회는 많은 클럽이 격고 있는 문제이며, 많은 회원들이 같은

이유로 탈회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회원이 탈회하는 가장 큰

이유 다섯가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I.    비생산적인 회의

  II.  개인적인 이유

  III. 회원관련 문제

  IV. 클럽 문화

  V.  봉사활동

본 가이드는 회원들이 클럽에 남도록 쉽게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I.   비생산적인 회의 

회원들은 클럽 회의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생산적인 회의에 대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회의 자체가 비 생산적임

  • 회의가 재미없음

  • 라이온스 클럽은 너무 계층적이고 형식적임 

  • 라이온들의 문화에 흥미가 가지 않음  

어떻게 회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회의를 사전에 계획하여

회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선, 회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십시오.

  • 클럽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야

할까요 제공한 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할까요? 회의를 통해

회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즉석에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회원들에게 주제를 제공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회원들은 정보가 당장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 사이버 회의, 이메일 또는 회의 형식 없이 간단히 소통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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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

회의 계획 시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다섯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의의 목적이 클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교 및 홍보를 위한 것입니까?  

             • 꼭 필요한 사항만 의제로 포함시키고,비정규 위원회의

보고 및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 회원들에게 맞춰 회의 스타일을 변경하십시오.  회원들이

격식을 차린 프리젠테이션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토론하기를 원합니까?

  2.   회의를 얼마나 오래 합니까?

        • 회원들이 라이온스의  관습 및 전통을 즐깁니까?  그 중

회원들이 없애기를 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클럽 업무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회의 일정을 현실적으로 정하되, 예상 외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에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3.   언제 회의합니까?

        • 다른 날이나 시간에 회의를 하면 출석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4.   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 새로운 장소에서 회의 해 보십시오.  다른 공간은 다른 관점을

불어올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회의 종료 시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 의제와 관련 자료(재정 보고서 및 지난 회의 회의록 등)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회원들이 지난 회의 이후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의제를

포함시키십시오. 융통성을 가지고 회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접하십시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면, 생산적인 회의를 기획하고

의제를 수립하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에는 회의 주관 방법, 효율적인 회의 준비 및 회의

진행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회의 주관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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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회원들에게 회의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 이메일 및 기타 클럽이 주로 사용하는 통신 방법으로 회의

초대장/상기노트 등을 전송하십시오.  회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제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회의 주관에 대한 기본 규정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도 제공하십시오.  특정 의제에

대해 “클럽 규정에 따라 논의 가능”함을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계획과 관련된 기타 고려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과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회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귀 클럽은 매 회의마다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를 원합니까?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 일정과 회의 종료시간을 준수하십시오!  각 회원의 시간은

소중함을 명심하십시오.

  • 의제를 따르십시오.  회원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클럽 회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발표하십시오.  이미 회원들에게 의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제공되었습니다.

  • 차기 회의 시간, 장소 및 목적을 공지하십시오. 

회의 후 및 회의 사이:

  •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소통 – 클럽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라이온스 온라인 간행물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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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계획 시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다섯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k71.pdf


회의 프로그램:

귀 클럽이 프로그램을 회의와 별개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 적절한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발표하여 홍보 효과를 올리고

신입회원 모집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클럽의 봉사활동 목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중 교육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및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 스폰서 네트워킹 행사.  귀 클럽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행사를

홍보하며 지역 사업가 및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 장소에서 사교 행사를 갖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시에 클럽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원, 동물원, 볼링장은 어떻습니까? 귀

클럽이 스폰서하거나 연계된 장소가 있다면 이같은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가끔은 회의를 지역사회 홍보 행사로 대체해 보십시오.  타깃

회원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도록 행사를 고안하십시오. 

  • 협회 웹사이트, 라이온지 및 기타 라이온스 간행물을 통해 타

클럽들이 성공적으로 활용한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십시오. 

II.  개인적인 이유 

라이온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클럽을 떠나는 이유는, 

삶에 변화가 생겨 라이온스 활동이 더이상 우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의 인생은 변화합니다. 귀 클럽은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적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변경하여 회원들을

클럽에 남아있게 도울 수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회하는 이들의 가장 일반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

  • 회비가 너무 비쌈.

시간 투자: 

회원이 라이온으로서의 활동을 즐기지 않으면, 단순한 의무로 여기게

됩니다. 이에 고려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이 요구하는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한시간

반의 회의 후, 회원들이 45분이면 끝낼 회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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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온스 학습센터
�  라이온지 
� 라이온스 온라인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magazine/index.php


  • 완벽한 출석률을 요구하는 규정이 꼭 필요할까요? 특히 귀 클럽이

웹사이트 및 기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잘 활용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회원들의 스케줄에 융통성을 더해 주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 클럽 회의 시간이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간입니까?

시간을 변경해 가며 회의를 개최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한 번은 저녁에 그 다음 회의는 점심에. 

  • 회의 장소가 중심부에 위치해 쉽게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 다른 시간대에 회의를 하지만 모클럽과 함께 봉사사업을 진행하는

지회클럽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보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클럽 지회 및

위원회를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회원이 탁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자녀 클럽과 같은 가족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청소년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알파 레오 클럽은 어떨까요?  

  • 귀 클럽은 회원들이 특정 활동에만 참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경비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돈을

들이는 만큼 얻는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 회비가 비싸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회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과한 액수는 아닐까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 클럽 의무금을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회비가 더 저렴하면 더

많은 회원들이 머물지는 않을까요? 회비의 감소가 상쇄될 수

있을까요? 

  • 모든 회의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비가 절감될까요?

특정한 회의에서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대신 다과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 후 식사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 100% 스폰서하는 클럽활동을 참가비를 받거나 부분적으로

스폰서하는 활동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라이온으로 활동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협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십시오.  학생, 레오전환 및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라이온들의 회비를 할인해

줍니다.  클럽 수준 회비 할인 프로그램도 고려해 보십시오.

  • 자녀 클럽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회원들이 회의 및 행사 참여시

소비해야 하는 탁아비를 아낄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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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클럽 
� 자녀클럽 프로그램  
� 사이버 클럽
� 가족회원 프로그램 
� 레오 클럽 프로그램  
� 레오 전환 프로그램 
� 학생회원 프로그램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invite-members/family-membership/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invite-members/programs-mem-leoconversion.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invite-members/programs-mem-student.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youth/leo-zone/sponsoring-a-leo-club/start-a-new-club.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pfm37.pdf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special-interest-clubs/cyber-lions-club.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programs-mem-branch.php


III.  회원 문제

회원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젊은 회원 수 부족 

  • 가족의 참여를 장려하지 않았음 

  • 여성을 공평하게 취급하지 않았음

  •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네트워킹이 불가능했음 

건강한 클럽이 되는 열쇠는 다양한 회원을 수용하고 장려하는

자세입니다. 라이온스 학습 센터는  회원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 귀 클럽의 현 봉사 사업 및 기회에 대해 평가해 보십시오.

신입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귀 클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봉사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귀

클럽을 잠정 회원들에게 알리고 기존 회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모집 가이드를 활용하여 청년을 클럽 회원으로 영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 자녀 클럽 및 레오 클럽과 같은 가족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자녀 및

손자들과 함께 클럽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청년들이 클럽에 가입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 노부모 및 친척을 돌보는 청년 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가족 회원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회원이 되어 클럽에 남을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 새 리더들에게 위원회 및 봉사사업 지도력을 맡겨 실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젊은 회원들과 여성 회원들은 이같은

기회를 통해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지도력을 맡기위해 클럽이 요구하는 자격을 검토해 보십시오.

요구하는 자격이 너무 엄격하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회원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습니까?

  • 귀 클럽 회원들은 상황에 따라 활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유연성이 젊은 회원들을 영입하고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 협회의 회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신입회원들이

라이온으로 활동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 가족들이 봉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부모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귀 신입회원들이 준비가 되는대로 아는 사람들을 클럽에 초대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소그룹(2-4명)으로 신입회원들을 환영해 보십시오.

신입회원들은 주로 공통점을 지닌 동료들과 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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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클럽 프로그램 
� 챔피온 라이온스 클럽 
� 지회클럽
� 자녀클럽 프로그램
� 가족회원 프로그램
� 레오 클럽 프로그램
� 라이오네스 라이온스

클럽 프로그램
� 라이온스 학습센터
� 라이온스퀘스트 클럽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특별 활동 클럽
� 청년 모집 가이드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rengthen-membership/programs-mem-orient.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youth/leo-zone/sponsoring-a-leo-club/start-a-new-club.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pfm37.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ex800.pdf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lions-learning-center/index.php


협회의 지회클럽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그룹의 새 라이온들을 영입해

보십시오: 

  • 지역 학교 및 대학에서 캠퍼스 클럽 지회를 스폰서하십시오.  

  • 아는 이전 라이오네스들이 있다면 라이오네스 라이온스 클럽

지회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 함께 봉사하고자 하는 가족 회원들을 위해 가족클럽 지회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회원들이 가족 회비 할인의 혜택을 입으며

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특별 활동 클럽 지회는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챔피온 클럽은 스페셜 올림픽을 후원하며 라이온스 퀘스트 클럽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또는 자전거, 애완견, 요리 동아리로 구성된 지회 클럽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지회 클럽은 후에 자립적인 라이온스 클럽으로 전환하거나 모 클럽과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IV. 클럽 문화

라이온스 클럽은 회원들의 집합체입니다. 회원이 변화함에 따라

클럽도 달라져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신입회원들이 참여하고

기존 회원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클럽 문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이 너무 정치 적임 

  • 클럽이 너무 구식이고 진부함 

  • 클럽의 리더십이 바뀌었고 이 변화에 만족하지 않음 

  • 라이온스 클럽은 너무 계층적이고 형식적임 

  • 라이온들의 문화에 흥미가 가지 않음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불충분했음

  • 한동안 활동했으나 지루해지기 시작했음

  • 소속감 결여

귀 클럽이 회원들에게 편안한 클럽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회원들에 맞춰 활동을 계획하십시오 –현재 진행하는 활동이 귀

클럽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클럽의 어떤 전통, 문화 및 규정이 클럽의 비전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최소한 도움은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까?

  • 클럽 활동이 클럽의 목표/목적/임무를 대변합니까?  비회원들이

클럽 활동을 지켜본다면, 그들은 클럽의 활동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길까요? 클럽 활동은 클럽의 비전과 회원들의 기대치에

상응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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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임원 오리엔테이션
� 초급 지도력 연수회
� 지도력 개발 
� 라이온스 학습센터
� 회원 오리엔테이션
� 멘토링 프로그램
� 웨비나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special-interest-clubs/lions-quest-lions-club.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special-interest-clubs/special-olympics-lions-club.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special-interest-club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invite-members/family-membership/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invite-members/programs-mem-lioness.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programs-mem-campus.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programs-mem-branch.php


모든 회원들이 클럽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기여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 회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응답하십시오.  항상

확인하십시오.

  • 모든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 새 회원들이 클럽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개척해

보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하도록 하되, 돌아가며 각 위원회에

참여하여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신입회원들이 환영받는 기분이 들도록 도울 회원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및 신임 임원을 연수시키는

클럽임원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등의 협회 자료를

환영하십시오. 

  • 멘토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격려하여 신입회원

스폰서 외에 라이온 멘토도 임명하십시오.  이로서

신입회원은 두가지 경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제안하는 의견에 개방적으로

응하십시오.

  • 클럽의 기존 봉사사업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면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침을 얻되 “처리 해야할

일”의 목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클럽 활동과 계획을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기존 아이디어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에 개방적으로 대처하야 향상을

꾀하십시오.

가까운 클럽들과 합동 회의 및 봉사사업을

개최하십시오. 이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견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회원들에게 라이온이 되는데 관심을 보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클럽에 초대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국제협회는 지도력 연수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 웨비나 및

온라인 코스가 라이온스 학습센터에 마련되어 있으며,

라이온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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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들에게
그들의 기여도가
중요함을 알리십시오.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development-programs/webinars.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development-programs/emerging-leadership/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rengthen-membership/programs-mem-mentor.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leadership-development/news-train-club-officers.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rengthen-membership/programs-mem-orient.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rengthen-membership/programs-mem-orient.php


V.    봉사활동

라이온들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클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봉사활동이 회원들을 결합시키는 요소입니다.

봉사활동에 관련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중점을 두지 않음

  • 클럽의 봉사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 

  •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불충분했음 

  • 모금활동에 너무 중점을 둠 

귀 클럽의 목표와 목적을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회원들이 클럽이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클럽이 제공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귀 봉사사업이 클럽 회원들의 관심과 능력에

부합합니까? 현재 진행하는 봉사사업이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 왜 귀 클럽은 매년 같은 봉사사업을 진행합니까?  “그저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신나서 하는 일입니까? 

  • 기존 사업에 약간 변화를 주어 클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 귀 클럽의 봉사사업이 초점으로 두는 사항은 변경하지 않되 조금

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 진행하는 봉사사업의 등급을 매겨 보십시오.  대규모 연례 사업을

시행합니까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 여러차례 진행합니까? 어느

것이 클럽에 더 유익합니까? 어느 것이 지역사회에 더

유익합니까?

  •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타 그룹들과 합동 봉사사업을 진행해 보십시오.

또한 특별 분야 및 특정 지역사회 행사에 맞춰 새로운 봉사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협회가 채택한 봉사 프로그램 및 글로벌 봉사실천 캠페인도

염두에 두십시오. 이들은 이미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봉사사업의 기회도 엿보십시오.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서를

완료하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이로서 지역사회가 원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귀 클럽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협회 웹사이트에서

봉사사업 기획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클럽이 진행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대해 봉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록을 남기고 지역사회에 이미 제공한 봉사사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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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가 채택한 봉사
프로그램

�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 글로벌 봉사실천 캠페인
� 프로젝트 기획 
� 봉사활동 보고서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service-activity-report.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mk9.pdf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global-membership-team/presidents-theme/global-service-action-campaign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other-adopted-programs.php


저항

클럽에 변화를 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저항하는 의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왜-무엇을-언제-어떻게 절차

를 통해 변화를 시행하십시오: 

• 왜 - 변화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  

• 무엇을 - 회원들이 목격하게 될

사항을 설명. 

• 언제 - 변화가 시작될 시기를

명확히 규명. 

• 어떻게 -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설명. 

절차가 일단 시작되면:

•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에

응답하십시오. 

•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주어진 시간 내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클럽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십시오. 모두가

동의하여 팀워크를 조성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제3단계: 

계획 시행 및 검토

정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원이 변하면 계획도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새 회원들은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을 클럽에

부여합니다. 이를 십분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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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상의 라이온스 
�  라이온스클럽 홍보 도구
� e-클럽하우스  

테크놀로지 

이 모든 제안사항의 밑바탕은 소통입니다. 라이온들이
클럽이 시행하는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알리며,
지역사회에 라이온스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교육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온라인 뉴스레터는 기존의 신문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클럽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온라인 라이온지
• 이메일 
• 웹사이트 (e-클럽하우스)
• 소셜 네트워킹 
• 뉴스레터 및 블로그 
• 초대 사이트–. 초대장을 송부하고 회신을 받으며,

행사 후기 정보를 공고 
• 의무금, 기탁, 행사비등에 대한 재정 사이트  

클럽에 필요한 도구를 골라 사용하고 쉽게
관리하십시오. 회원들이 편하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anaging-a-club/e-clubhouse.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magazin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lions-on-the-web/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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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설문지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에 가입한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진행되는 클럽 봉사사업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진행되는 클럽 봉사사업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과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이 새로 진행했으면 하는 봉사사업의 유형이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이 참여했으면 하는 기타 활동이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향상시킬 아이디어가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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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원 설문지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을 떠난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만 탈회했는가 아니면 라이온을 그만 두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이 진행했던 봉사사업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과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이 진행했던 봉사사업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던 것과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이 어떤 변화를 주었다면 회원으로 남았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이 참여했다면 좋았을 활동이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향상시킬 아이디어가 있다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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