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온라인
인터넷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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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온라인
사람들은 청구대금 지불과 온라인 쇼핑에서부터

친구, 가족들과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인터넷을 활용한다. 인터넷은 또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자료실의 역할도 한다.

본 가이드는 인터넷이 전 세계 라이온스 클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클럽

업무를 처리하고, 클럽을 홍보하기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 인터넷을 사용하는가?
인터넷 사용은 클럽의 행사와 활동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며, 무료이다!

이메일, 클럽 홈페이지와 e-클럽하우스,

소셜네트워크 (SNS), e-뉴스레터 등을

이용함으로써 회원들과 연결되어 클럽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대중들에게 클럽을

홍보할 수도 있다.

클럽 업무 
처리
사이버, 인터넷 활용 클럽은 전자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나서 봉사활동과 기금모금을 실시할 때

함께 모인다. 온라인으로 라이온스 업무를

처리할 때 좋은 점:

• 행정 업무 처리와 의사 결정이 더 신속히

이루어진다.

• 회의비, 우편료, 회비 등 경비 절감

• 클럽 회의 참석 증가

• 편한 시간에 회의  

• 회원의 경험 강화

• 회의 자료로 쓰는 종이와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휘발유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에 도움이 된다.

클럽들이 인터넷을 통해 클럽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클럽 헌장 
및 부칙 
개정

클럽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이버 클럽이 될 필요는 없다.

아래와 같이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한다면 모든 클럽은

온라인으로 클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클럽명] 클럽 회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효과가

없다는 조건으로, 라이온스

클럽은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클럽회장이나 클럽의 (현

국제이사를 포함할 것을 고려)가

발의할 수 있으나, 효력이

있으려면 그에 대한 투표가 원본

이메일 10일 이내에 총무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상기 의결사항을 채택함으로써

클럽은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클럽이

전통적인 회의 일정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온라인 업무 전환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 클럽도 투표

정족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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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이메일은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다. 회의와 회의 사이에 클럽 회원들과

소통하는 편한 방법이다. 

클럽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항상 같은 이메일로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클럽

임원은 이메일의 수신함을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질문에 응답하고, 업데이트 내용을

회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무료 이메일을 제공하는 곳은 많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G메일, 야후, MS 아웃룩이다. 귀하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주소록에 클럽 회원명단과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클럽 회원들과의 소통에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회의 전에 회의 안건 사본을 발송하고 회의 후에 회의록 사본 발송

• 봉사활동 실시 전에 세부사항을 상기시키는 메일 발송 (시간, 장소, 복장 등)

• 신입회원 입회 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개

클럽 회원들과의 소통에 이메일을 활용할 때의 요령:

•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즉시 회신한다.

• 회원들에게 웹사이트를 안내할 때, 하이퍼링크를 활용한다. 

• 단체 이메일 발송 시, 숨은참조 활용 - 회원 정보를 보호하고, 인쇄 시 수신자

전체 이메일 주소를 인쇄하지 않게 되어 인쇄 내용이 짧아진다.

• 중요한 주제에 밑줄을 그어 회원들이 메일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 내용은 간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 사람들은 수 많은 이메일을 받고

있으며, 장문의 이메일을 읽을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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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럽하우스
어떤 사람이 귀 클럽이나 지구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온라인에서

클럽을 검색하는 것이다. 이것이 각 클럽마다 흥미롭고 유익한 홈페이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협회는 e-클럽하우스, e-레오하우스 또는 e-지구하우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클럽마다 손쉽게 세련된 홈페이지를 갖게 하고 있다. e-클럽하우스를 개설하면 클럽

활동을 홍보하고 신입회원을 모집하면서 클럽이 실시하고 있는 봉사사업에 대한 근황을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다.

e-클럽하우스는 미리 설계된 템플릿을 클럽에 제공한다. 템플릿에는 국제협회 상표가

포함되어 있고, 빈칸을 채우면 된다. 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클럽 홈페이지: 클럽 회원들이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의 사진과 간략한 클럽

연혁 제공. 

• 행사 일정: 달력을 사용하여 회의, 봉사활동, 기금모금, 기타 주요 날짜를 알림. 

• 클럽 봉사사업: 클럽 봉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하게 함. 

• 사진 갤러리: 최근의 봉사사업 사진을 게재하여 클럽의 활동을 공개. 

• 연락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주요 연락처를 게재하여 클럽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 전용 페이지: 회원들에게 클럽의 주요 소식을 알리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회원의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클럽의 특별 활동이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최대 5개의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다. 

귀 클럽의 e-클럽하우스를 개설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또한 다른 클럽의 e-

클럽하우스 사이트에서  귀 클럽의 사이트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e-클럽하우스를 개설하고 나면, MyLCI를 이용하여 국제협회 홈페이지

클럽 찾기 페이지에 귀 클럽 e-클럽하우스의 URL(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한다.

세련된 웹사이트 개설 요령:

• 단순하게 만든다: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않는다. 읽기 어려워

방문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 자주 업데이트한다: 사이트, 특히 일정표를 자주 업데이트한다. 잠재 회원이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 교정: 사이트를 공개하기 전에 신중하게 교정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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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KO/find-a-club.php
http://mylci.lionsclubs.org/
http://www.e-clubhouse.org/eclubhouses.php
http://www.e-clubhouse.org/eclubhouses.php
http://www.e-clubhouse.org/application.php?language=KO
http://www.e-district.org/
http://www.e-leoclubhouse.org/ 
http://www.e-clubhouse.org/


전자 뉴스레터
클럽이 종이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다면, e-뉴스레터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본다.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면 인쇄비와 발송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

e-뉴스레터는 회원들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모집에서 홍보까지 어느

것에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후원자들, 클럽 회원, 잠재적 신입회원들이 클럽과

봉사활동에 연계될 수도 있다.

아래 정보를 e-뉴스레터에 포함시킨다:

• 회의, 봉사활동, 기금모금 등 행사 일정

• 연락처 (클럽 임원 명단 포함)

• 회원 가입 방법

• 기금모금 및 봉사활동 결과와 사진

• 클럽 웹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

• 클럽 소셜네트워크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

• 회원 및 후원자 표창

맞춤형 전자 브로셔
브로셔는 클럽, 클럽활동, 신입회원 모집을 홍보하는

좋은 방법이다. 맞춤형 브로셔는 국제협회 홈페이지 

홍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기금모금
인터넷이 라이온스 클럽을 대중에게 더욱 폭넓게

공개하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이 클럽의 기금모금을

더 쉽게 만든다. 온라인 기금모금 활동은 매일 업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클럽 에 참여하고 지원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기금모금을 하려면 클럽은 신용카드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여러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Pay Pal은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페이지 또는 이메일에 기부 버튼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금 모금을 위한 귀하만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주기도 한다.

• Causes는 비영리 단체가 후원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기금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귀하의 코지즈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친구를 참여하게 하고, 후원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귀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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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uses.com/ 
https://merchant.paypal.com/cgi-bin/marketingweb?cmd=_render-content&content_ID=merchant/donations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resources/publications/resources-pub-pr.php


게시판/토론방
인터넷 토론 잘 알려진 게시판은 회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제 별로

정렬함으로써 클럽 회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소통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간 주제는 관리자가 삭제하거나 저장할

때까지 남아 있게 된다. 보드 호스트, 액티브

보드, 야후 그룹과 같은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무료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다.

채팅방
채팅방은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야후 메신저와 같은

사이트에서 클럽회의, 토론, 브레인스토밍

세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회비 결제
클럽 회원들이 Pay Pal 또는 We Pay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메일, e-뉴스레터 또는 e-클럽하우스 회원 전용 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링크를 포함시킨다. 

MyLCI
MyLCI는 클럽과 지구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는 유용한 웹 기반 도구로서, 전 세계 클럽

임원, 지구 임원, 국제 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MyLCI는 어느 곳에서든

라이온스 및 레오 임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MyLCI에 로그인하면 바로 귀하가 원하는 정보로 구성된 고유의 홈페이지가 열린다.

MYLCI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회원 및

봉사활동 정보 입력, 클럽 회비청구서 열람 및 결제,

회원 카드 인쇄, 클럽 임원 보고, 클럽 웹사이트

주소 및 회의장소 입력 등이다. 새로운 기능이

정기적으로 추가되어 강화될 것이다.  

MyLCI는 매우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쉽다.  도움이

필요하면, 손가락만 움직이면 된다.  지원 센터를

클릭하여 원하는 주제에 관련된 자료와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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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항상 준수하며,

모든 전자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다.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bpm_ch06.pdf
https://mylci.lionsclubs.org/
https://www.wepay.com/
https://www.paypal.com/webapps/mpp/website-payments-pro
http://messenger.yahoo.com/
http://groups.yahoo.com/
http://www.activeboard.com/
http://www.activeboard.com/
http://www.boardhost.com/


클럽 홍보
인터넷은 귀 클럽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과의 전자 방식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웹사이트이다. 컨텐츠는 관련 있는

내용으로 잘 써야하며, 사려깊게 구성하고, 검색하기 쉬워야 한다. 클럽 웹사이트 주소를

클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 담아둔다: 문구류, 전단지, 포스터, 보도자료, 브로셔, 명함

등. 웹사이트 주소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홍보 도구
귀 클럽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국제협회의 온라인 홍보 도구를 이용한다:

• 보도자료 견본: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본을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주요 메시지 및 질문: 보도 기관이나 지역사회를 상대로 라이온스클럽이나

국제협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떠한 메시지를 준비할지

구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 안내서 및국제협회 역사: 이 간행물들에는 협회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혁이 담겨져 있고 다운로드 가능하다. 

• 로고: 국제협회와 LCIF 로고 및 프로그램 로고를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라이온스 뉴스 네트워크: 라이온스 뉴스

네트워크(LNN)에는 협회와 LCIF에 관한 모든 비디오,

공익광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LQ – (라이온스 분기별 비디오 매거진): LQ는 1년에 4번

제작되며 라이온스 클럽들의 사연을

담고 있다. 비디오들을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이온들과 비라이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홍보 자료가 될

것이다. 

• 사연과 사진을 제출하는 법: 이야기

제출하기와 사진 제출하기를

이용하여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 뉴스와이어: 뉴스와이어는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로 국제협회의 최신

뉴스, 정보,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이 내용들을 클럽, 지구, 복합지구 간행물에

포함시켜도 좋다. 

• 라이온지 기고 방법: 라이온지용 기사를 준비하는 요령과 효과적인 사진 촬영법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다. 

• 국제협회 행사일정에서 지역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그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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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calendar-of-events.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magazine/news-magazine-howto.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news-news-online.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submit-a-photo.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submit-a-story.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submit-a-story.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lq.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resources/logos-and-art/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800.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799.pdf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anaging-a-club/communicating-your-activities/resources-media-keymessage.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anaging-a-club/communicating-your-activities/news-news-sample.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anaging-a-club/communicating-your-activities/pr-guide/using-key-pr-tools.php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개인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이디어, 봉사활동, 행사,

취미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우리 회원들과 미래 회원들이 페이스북, 트위트, 기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있다. 이들 사이트에 클럽을 위한 무료 계정을 개설하여 소통을

시작한다. 소셜 미디어는 클럽을 홍보할 좋은 방법이며, 지역사회의 봉사를 구축하고,

클럽 회원들을 알리고, 기부를 늘리고, 행사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은 친구, 가족, 회사 동료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이다. 사용자들은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을 친구로 추가시켜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사용자 그룹의 공동의 관심사에

함께 한다.

페이스북 시작하는 방법:

1. 페이스북에 개인 프로필이나 클럽/지구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다.

2. 친구와 클럽 회원들에게 이메일, 뉴스레터,

블로그를 통해 ‘페이지’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도록 요청한다. 최소

25명의 팬이 생기면 회원들이 ‘페이지’를 찾기 쉽도록 웹 주소를 짧게 줄이고

원하는 도메인 주소(vanity URL)를 얻는다.

알아두면 좋은 페이스북 용어:

• 개인 프로필: 개인 정보

• 친구: 귀하의 개인 프로필에 연결된 사람

• 페이지: 페이지는 단체와 기업을 위한 것으로서 연결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공식적이고 공공의 방법으로 대량의 정보를 제공한다.

• 그룹: 그룹은 소그룹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심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다. 그룹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

• 좋아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페이스북에서 관심 있는 내용에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다. ‘친구’의 게시물 내용 혹은 페이스북에서 연결을 원하는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클릭한다.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는 플렛폼과 템플릿을 자주 변경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페이스북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검색한다.

페이스북 이용 요령:

• 클럽 회의와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게시한다.

• 팬에게 개방형 질문을 한다.

• 팬이 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인다.

• 팬의 의견에 답변한다.

• 연결된 사람들을 귀하의 ‘페이지’에 초대한다.

• 페이스북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 단체와 리더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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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help/?ref=drop
http://www.facebook.com/username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club-district-accounts.pdf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individual-accounts.pdf


트위터(Twitter)
트위터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로서, 사용자가

비공식적으로 “트윗”이라고 알려진 140 글자

이내의 단문을 보내고 읽을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이다.

트위터를 시작하는 방법:

1. 트위터에 개인 프로필 또는 클럽/지구 프로필을

개설한다.

2. 프로필과 사진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3. 이름, 주제로 검색하거나 연결된 사람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는다.

4. 첫 트윗을 작성한다.

알아둘 트위터 용어:

• 트윗: 게시된 메시지

• 140 글자: 메시지에 쓸 수 있는 최대 글자수

• 리트윗: 다른 사람의 트윗을 귀하의 프로필에 트윗하는 것

• 팔로워: 귀하의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

• 팔로윙: 다른 사람의 계정을 귀하가 구독하는 것

트위터 같은 사이트는 플렛폼과 템플릿을 자주 변경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위터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검색한다.

트위터 이용 요령:

• 행사, 봉사사업, 주목할 만한 회원같은 주제를 트윗한다.

• 질문을 한다.

• 귀하의 계정에 연결된 사람들을 초대한다.

•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메시지를 리트윗한다.

블로그
블로그는 클럽에게 소통할 또다른 공간을 제공한다.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구어체로 쓴다.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지 효과적이 된다.

워드프레스(Wordpress)와 텀블러(Tumblr)같은 무료 블로깅 사이트가 많이 있다.

블로그 주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합하다:

• 봉사사업 중 한가지

• 라이온스 회원의 혜택

• 회원 프로필

• 클럽에 관련된 흥미로운 토막 뉴스

• 클럽에 대한 표창

•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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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umblr.com
http://wordpress.com
http://support.twitter.com/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club-district-accounts.pdf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club-district-accounts.pdf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individual-accounts.pdf


국제협회에 연결
다른 라이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한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가입한다. 정보, 아이디어, 비디오를 공유한다. 그리고 세상에 귀하가 자랑스러운

라이온임을 알린다!

웹에 있는 국제협회 목록 (스마트폰): http://lionsclubs.org/web

블로그를 방문하여 국제협회 직원들과 –국제회장의

게시물을 확인.

유튜브 –세계적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 채널을

방문하여 비디오 감상.

트위터를 팔로우하여 국제협회와 – 전세계 라이온스

클럽의 소식을 확인.

국제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 클릭:

라이온스 클럽, 레오 클럽, 라이온스 퀘스트, 라이온스

아동 우선, 라이온스 스마일, 국제대회.

링크드인에서 라이온스 회원들과 – 경험많은 전문가들과

–의 네트워크에 참여.

플리커 –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사진 공유

사이트 - 에서 전세계 라이온들의 사진을 공유.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구글 플러스는 구글의 모든 것과 통합되기 때문에 클럽을

홍보할 매우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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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e.com/+lionsclubs
http://instagram.com/lionsclubs
http://www.flickr.com/photos/lionsclubsorg/
http://www.linkedin.com/company/33854
http://www.linkedin.com/company/33854
http://www.facebook.com/lcicon
https://www.facebook.com/lionssmile
https://www.facebook.com/lcilionschildrenfirst
https://www.facebook.com/lcilionschildrenfirst
https://www.facebook.com/lionsquest
http://facebook.com/leoclubs
http://facebook.com/lionsclubs
http://twitter.com/lionsclubs
http://www.youtube.com/user/lionsclubsorg
http://lionsclubs.org/blog
http://lionsclubs.org/web


사이버 라이온스 클럽
인터넷은 지역사회의 상호교류와 세계의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이버 라이온스 클럽을 시작하는 이유이다. 사이버 클럽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회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라이온들을 서로

연결하고, 클럽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클럽이 지역 사회 봉사를 더 빠르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이버 클럽 조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회의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온스 클럽은 기존

클럽처럼 승인받을 수 있다. 신입회원의 75%는 복합지구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서 모든 클럽들이 봉사할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지역사회 지도자의 지원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필요한 사항:

• 20 명 이상의 차터회원

• 스폰서 클럽, 지구 임원회 혹은 지구 위원회, 지역 또는 지대

• 지구총재의 승인

• 클럽 차터 신청서 작성

• 해당되는 차터비

클럽은 사이버 지회 클럽 조직을 선택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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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클럽은

신생클럽이 철저한 사명감, 활동,

열정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programs-mem-branch.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tk38a.pdf
http://www.lionsclubs.org/KO/becoming-a-lion/starting-a-new-club/cyber-lions-club.php


자료

블로그

- 워드프레스(Wordpress): http://wordpress.com

- 텀블러(Tumblr): http://tumblr.com 

채팅방

- 야후 메신저(Yahoo Messenger): http://messenger.yahoo.com/

사이버 클럽 

- 사이버 클럽 정보: http://www.lionsclubs.org/KO/becoming-a-

lion/starting-a-new-club/cyber-lions-club.php

- 사이버 클럽 조직 신청서: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tk38a.pdf

- 사이버 지회 클럽: http://www.lionsclubs.org/KO/member-

center/membership-and-new-clubs/start-a-new-club/programs-

mem-branch.php

회비 결제

- 페이팔(PayPal): https://www.paypal.com/webapps/mpp/website-

payments-pro

- 위페이(We Pay): https://www.wepay.com/

페이스북(Facebook): http://facebook.com 

- 개인 프로필 개설 방법: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

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individual-

accounts.pdf

- 클럽/지구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방법: http://www.lionsclubs.org/EN/com-

mon/pdfs/2013-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

ter-club-district-accounts.pdf

- 페이스북 원하는 도메인 주소(Vanity URL):

http://www.facebook.com/username

- 페이스북 고객센터 https://www.facebook.com/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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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모금

- 코지즈(Causes): http://www.causes.com/

- 페이팔(PayPal): https://merchant.paypal.com/cgi-

bin/marketingweb?cmd=_render-content&content_ID=merchant/dona-

tions

게시판 / 토론방

- 액티브 보드(Active Board): http://www.activeboard.com/

- 보드 호스트(Board Host): http://www.boardhost.com/

-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about/groups

- 야후 그룹: http://groups.yahoo.com/ 

MyLCI: https://mylci.lionsclubs.org/

홍보 도구

- 라이온스 온라인 홍보 도구: http://www.lionsclubs.org/KO/member-

center/managing-a-club/communicating-your-activities/pr-

guide/using-key-pr-tools.php

- 보도자료 견본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managing-

a-club/communicating-your-activities/news-news-sample.php

- 주요 메시지 및 질문: http://www.lionsclubs.org/KO/member-

center/managing-a-club/communicating-your-activities/resources-

media-keymessage.php

- 안내서: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799.pdf

- 국제협회 역사: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800.pdf

- 로고: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resources/logos-

and-art/index.php

- 라이온스 뉴스 네트워크 (LNN):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

events/lions-news-network/index.php

- 라이온스 분기별 비디오 매거진 (LQ): http://www.lionsclubs.org/KO/news-

and-events/lions-news-network/l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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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이어: http://www.lionsclubs.org/KO/member-

center/resources/publications/resources-pub-mem.php

- 라이온스 온라인 매거진: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

events/lion-magazine/news-magazine-howto.php

- 국제협회 행사 일정: http://www.lionsclubs.org/KO/member-

center/online-community/calendar-of-events.php

국제협회에 사연과 사진 제출

- 이야기 제출하기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

community/submit-a-story.php

- 사진 제출하기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

community/submit-a-photo.php

트위터: http://twitter.com 

- 트위터 고객센터 http://support.twitter.com

- 개인 프로필 개설 방법: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

social-media-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individual-

accounts.pdf

- 클럽/지구 프로필 개설 방법: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2013-social-media-

trifold-getting-started-tacebook-twitter-club-district-accoun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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