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리소스 

 
프로그램 개요:   
홍보활동은 보도 자료 작성 및 친구,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증진 전단지 배포에 

이르기 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라이온스 르펠 핀을 착용하거나 퍼레이드를 참여하는 것도 

홍보에 한 몫을 담당한다.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귀 클럽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매체이다. 

 

바람직한 홍보활동이란 귀 클럽의 활동상 즉,  공원을 만들고 시력검진 활동을 펼치거나 중고안경을 

수집하는 활동 등을 지역사회에 알림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홍보활동은 귀 클럽의 회원증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믿을 수 있는 단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귀 클럽활동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귀 

클럽에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홍보활동의 책임자 

홍보활동은 회원 전원의 책임이지만 주로 클럽 또는 지구 홍보위원장의 소관이다. 홍보위원장이 클럽의 

정보를 지역사회 및 도보기관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홍보 결과도 체크하도록 한다. 

 

라이온지에 싣거나 홍보과가 협회 웹사이트에 사용할 홍보 아이디어나 사진을 전달하는 방법 

 

라이온들은 귀감이 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협회, 관심 있는 라이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의 미디어와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와 사진을 협회 웹사이트에 있는 lionmagazine@lionsclubs.org 또는 사진 

제출로 전송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라이온지, 4분기 라이온스 비디오, 협회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사용될 수 있다.  

 

기자 회견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 

지역사회에서 언론과 소속 라이온스 클럽 및 국제 협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즉 인터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통하여 

주요한 메시지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는 그룹, 학교 및 기타 단체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는 또한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 회원들과 이러한 질문에 답하도록 준비하고 항상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위기 및 민감하고  상황에 대한 홍보팀의 협조 여부 

라이온스 행사 시의 위기 또는 라이온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일 때에는 

홍보과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의 대변인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추측하여 말하지 않도록 한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홍보위원장 가이드 (PR-710) 

 백주년 교부금 프로그램 

 주요 메시지 및 질문 

 샘플 보도 자료:  

 라이온스 로고 

 라이온스 뉴스 네트워크 (LNN) 

 소셜 미디어 101 연습 가이드 

 국제 경연대회 (PR-763) 

 라이온지에 실리는 방법 (PR-708) 

mailto:lionmagazine@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submit-a-photo.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submit-a-photo.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710.pdf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grant-progra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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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logos-and-art/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EN/resources/social-media/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social-media/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social-media/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magazine/news-magazine-howto.php


 

국제협회 연락처:  
홍보 팀 

전화: 630-468-6764 

이메일: pr@lionsclubs.org 

 

  

mailto:pr@lionsclubs.org


 

국제협회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국제협회 웹사이트에는 라이온스 프로그램, 캠페인은 물론 클럽, 회원, 라이온 지도자를 위한 참고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양식, 강령, 간행물, 비디오, 로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다운 로드 

 국제본부에서 제공하는 최신 뉴스 및 행사  

 사업, 경연대회, 수상, 국제회장 주제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 

 신생클럽 조직, 신입회원 초대, 클럽 강화 및 회원증강에 관한 지침 

 레오 및 레오클럽 스폰서에 대한 특별 섹션 

 홍보 도구는 클럽 및 지도자들이 실시하는 활동을 홍보하도록 도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링크를 포함하여 라이온스 온라인에 대한 목록은 협회 

웹사이트(lionsclubs.org/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협회 웹사이트에서 신속히 정보를 찾는 방법  

국제협회 웹사이트의 장점은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한 신속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각 웹페이지 오른편 위쪽의 검색창에 입력한다. 

 

국제협회 연락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전화: 630-468-6977 

이메일: online.communications@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about-lions/how-to-use-lci-website.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index.php
mailto:online.communications@lionsclubs.org


E–지구하우스, E-클럽하우스 및 E-레오클럽하우스 
 

프로그램 개요:  
본 고유의 클럽 서비스는 클럽이 무료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도록 돕기위해 고안되었다. 본 사이트는 

사용하기 쉬운 다섯 가지 즉, 홈페이지, 캘린더, 봉사사업, 사진 전시실 및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다.   

 

클럽 행사 및 기타 주요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다섯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다. 본 사이트에는 라이온스 

학습센터, 협회 웹사이트,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의 유용한 링크도 포함되어 있다.  

 

회원 전용 섹션에는 메시지 보드 및 회원 전용 정보를 게시하는 영역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e-클럽하우스, e- 지구하우스 또는 e-레오클럽하우스를 개설하는 방법 

e-클럽하우스 신천서, e-지구하우스 신청서 또는 e-레오클럽하우스 신청서를 작성한다. 승인되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기위한 로그인 및 지침 이메일을 받게된다.  

 

배너패치 인수 시기 

배너패치는 e-클럽하우스가 개설된지 약 60일 후에 발송된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e-클럽하우스 사용자 지침 

 e-지구럽하우스 사용자 지침 

 e-레오클럽하우스 사용자 지침 

 

 

수상:  
e-클럽하우스를 개설하는 클럽은 e-클럽하우스 배너패치를 받는다. 

 

국제협회 연락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화: 630-468-6882 

이메일: eclubhouse@lionsclubs.org  

 

 

 

 

 

 

 

 

 

 

 

 

 

 

 

 

http://e-clubhouse.org/application.php
http://e-district.org/application.php
http://e-leoclubhouse.org/
http://e-clubhouse.org/my-admin/inc/Lions_e-Clubhouse_User_Guide_en.pdf
http://e-district.org/my-admin/inc/Lions_e-District_User_Guide.pdf
http://e-leoclubhouse.org/my-admin/inc/e-LeoClubhouse_Training_Guide_Public_SectionKO.pdf
mailto:eclubhouse@lionsclubs.org


라이온스 비디오 

 

프로그램 개요:   
라이온스 동영상 섹션에는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에 관하여 제작한 모든 비디오와 공익 방송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협회 웹사이트에서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 

 

사분기 비디오 뉴스도 포함되어 있다. 연 4회(1월, 4월, 7월, 10월)에 제작하는 사분기 비디오 뉴스는 

소속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헌신하는 지구촌 라이온스클럽의 국제적인 역량과 감동적인 

활동상을 담고 있다. 상영 시간은 약 14분이며 라이온들과 비라이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홍보 

자료이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 비디오는 협회 각 공식어로 제작되어 있는지 여부  

여러 편의 비디오는 협회의 11개 공식어로 제작되었다. 공식어로 제작된 비디오는 목록에 표시되어 있다. 

사분기 비디오 뉴스는 영어로만 제작되었다. 

 

회원, 가족 및 친구들과 시청할 수 있는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 비디오에 관한 정보처  

국제협회 웹사이트 외에도 라이온스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협회 사교 네트워크 페이지에도 소개하고 

있다.   

 

사분기 비디오 뉴스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  

사분기 뉴스 포드캐스트는 아이튠에 마련되어 있다. 아이튠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모든 호를 시청할 

수 있다. 라이온스 동영상 보기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협회 웹사이트에서 직접 사분기 

비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DVD 주문 방법  

주문 가능한 비디오는 라이온스 동영상 섹션 화면에서 "지금 주문" 버튼에 클릭하여 주문하면 된다. 본 

링크는 귀하가 주문하는 비디오를 담당하는 본부 내 부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일부 비디오는 

판매용이며 일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사분기 라이온스 비디오 뉴스 

 비디오 

 공익방송(PSAs)  

 

마감일:  
 1월 1일: 사분기 뉴스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아이튠에서 다운로드 가능. 

 4월 1일: 사분기 뉴스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아이튠에서 다운로드 가능. 

 7월 1일: 사분기 뉴스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아이튠에서 다운로드 가능. 

 10월 1일: 사분기 뉴스가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아이튠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제협회 연락처:  
오디오 시각 및 이벤트부 

전화: 630-203-3812 

이메일: pr@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index.php
http://www.youtube.com/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inde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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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nd-events/lions-news-network/psa.php
mailto:pr@lionsclubs.org


백주년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국제협회는 지역의 백주년 계획과 축하활동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지구 및 단일지구에 홍보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은 복합지구 내 지구 당 $1,500를 초과하지 않은 조건으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지구 숫자에 관계없이 복합지구 당 $15,00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일지구(복합지구에 

속하지 않은)는 최고 $ 2,5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백주년 홍보 보조금은 복합지구/단일지구 차원의 홍보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대로 고려될 것이다. 

보조금은 백주년 기념행사(2015년 7 월 1 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복합지구 또는 

단일지구가 라이온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교부금 신청서는 국제본부 내 홍보부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 이사회의 홍보위원회는 연 3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천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복합/단일지구 백주년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   

보조금은 복합지구 내 지구 당 $1,500를 초과하지 않은 조건으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지구 숫자에 

관계없이 복합지구 당 $15,00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일지구(복합지구에 속하지 않은)는 최고 

$ 2,5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복합/단일지구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의 지급 규정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복합지구 또는 단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복합지구 또는 단일지구에서 

참여하는 클럽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조금은 백주년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추가 요구 조건 

 복합지구 및 단일지구 당 1회의 교부금만 지급한다.   

 미합중국과 그 영토에 소속된 지구는 A W-9 양식을 작성 

 교부금은 최고 $15,000(단일지구는 $2,500)까지 지급하며, 20%의 매칭 기금을 요함, 

 복합지구의 경우, 협의회의장이 지구총재 전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청서에 서명해야 함. 

프로그램 위원장 역시 신청서에 서명해야 함. 단일지구의 경우, 지구총재와 프로그램 위원장이 

반드시 서명해야 함.  

 백주년 위원장은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이내 홍보부 부장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복합지구의 경우, 보고서에는 협의회의장과 백주년 위원장이, 단일지구는 

지구총재와 백주년 위원장이 서명해야 함. 프로그램 보고서에는 하기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o 복합지구 혹은 단일지구 내의 라이온스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프로그램 실시 

결과 

o 지출에 대한 영수증, 모든 활동의 사본, 유인물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문서를 

포함한 세부사항 

o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평가 

  
 

추후 홍보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홍보 및 프로그램 위원회는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이내 홍보 팀 리더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협의회의장과 홍보 및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해야 하며, 단일지구의 경우, 

지구총재와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본 프로그램이 복합지구 및 단일 지구 내에서 

라이온스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결과; 수혜자 수와 참여 클럽 수; 지출 영수증을 

포함한 회계 내역; 프로그램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http://lionsclubs.org/resources/KO/pdfs/lions100/centennial-md-d-grant-application.pdf
http://www.lionsclubs.org/EN/common/pdfs/form_w-9.pdf


교부금 사용 기간   

교부금 전액을 당 회계년도의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며 잔여금은 차기 회계년도 7월 15일까지 

국제본부로 반납해야 한다.  
 

교부금 사용처에 관한 예 

백주년 행사에 관련된 활동: 

 봉사활동 

 협회 창설 백주년 경축 

 유산사업 

 

국제협회 연락처:  
홍보 팀 

전화: 630-468-6817 

이메일: pr@lionsclubs.org 

mailto:pr@lionsclubs.org


국제협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프로그램 개요:  
국제협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의 11-13세 어린이들에게 평화에 대해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평화, 국제 이해 및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클럽이 지역사회 학교 및 청소년 단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성립하도록 돕는다. 본 

경연대회는 또한 라이온스 클럽을 젊은 세대, 학교, 청소년 단체, 가족, 지역사회 및 언론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국제본부 클럽용품과로 국제협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자료집(PPK -1)을 주문한다. 자료집에는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집에는 클럽, 학교, 청소년 

단체를 위한 경연대회 안내 및 규정, 학생들에 나누어 줄 참가자 안내서,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상작 

뒷면에 부착하는 정보제공 스티커, 수상자와 스폰서한 학교 또는 단체를 위한 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 평화포스터 자료집 제공 여부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 및 청소년 단체 경연대회 규정 (PPC-2) 및 참가자 안내서 (PPC-3)만을 제공한다. 

자료집을 개봉하여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홍보활동으로 활용하는 방법 

보도자료 및 사진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보도자료 견본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으며, 협회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많은 클럽이 지역 언론을 포스터 심사 및 수상식에 초대하고 있다. 또한, 

라이온들은 평화포스터를 지역 도서관, 시민회관 및 기타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한다. 

 

경연대회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 

협회 웹사이트의 평화 포스터 섹션 자료집 신청방법, 역대 수상작품과 참가자 사진, 평화포스터 e-카드, 

가작 상장, 평화포스터 브로셔 및 기타 관련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평화 포스터 비디오 시청 및 주문 방법  

본 비디오는 라이온스 동영상 섹션에서 시청할 수 있다. 본 비디오는 라이온스, 학교, 청소년 단체에 

경연대회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언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라이온스 국제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자료집 (PPK-1)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안내 책자 (PR-775) 

 평화 포스터 동영상 

 

 

수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두 명의 가족 및 스폰서 클럽회장과 함께 수상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비와 

상금 US$5,000을 수여받는다.  

 가작-그 외 각 23명의 수상자는 US$500의 상금과 상장을 받게 된다. 

 

마감일: 
 1월 15일: 국제본부의 클럽용품부에서 자료집 판매 실시. 

 10월 1일: 국제본부의 클럽용품부에서 자료집을 판매하는 마지막 날.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youth/peace-pos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videos.php?id=gBiLcl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youth/peace-pos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775.pdf
http://www.lionsclubs.org/KO/news-and-events/lions-news-network/videos.php?id=gBiLcl


 11월 15일: 클럽 선정 평화 포스터 수상작(스폰서 경연대회 당) 1편을 지구총재에게 제출하는 

마감일(당일 소인 유효) 

 12월 1일: 지구총재 선정 평화 포스터 수상작 1편을 복합지구 협의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마감일(당일 소인 유효) 주: 12월 1일은 또한 복합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구 및 지구에 속하지 

않은 클럽이 각 수상작 1편을 국제본부 오디오 비주얼 및 행사과에 제출하는 마감일. 

 12월 15일: 복합지구 협의회의장은 평화 포스터 수상작 1편을 국제본부 오디오 비주얼 및 

행사과에 제출하는 마감일(당일 소인 유효) 

 2월 1일: 이 날짜까지 경연대회 수상자 통보 종료. 

 

국제협회 연락처:  
오디오 비주얼 및 행사과 

전화: 630-203-3812 

이메일: pr@lionsclubs.org 

mailto:pr@lionsclubs.org


라이온스클럽 국제 경연대회 

 

프로그램 개요:  
국제협회 경연대회는 라이온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창의력을 보여주고 세계 각지의 다른 라이온과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경연대회는 사진, 뉴스레터(회보)와 웹사이트의 두 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가 방법  

경연대회 규정과 참가 신청서는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뉴스레터(블러튼) 및 웹사이트 종목에 

참가하는 출품작을 국제본부 내 홍보부로 제출. 

 

수상자 발표 시기 

국제대회 기간 중에 발표할 것이며 협회 웹사이트와 라이온지에 게재한다. 

 

본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홍보활동으로 활용하는 방법  

수상자가 수상한 내용을 지방의 보도 기관을 통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견본 보도 자료는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권면하고, 뉴스레터(블러튼)을 지역의 도서관, 지역사회 센터 및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국제경연대회 규정 (PR-763) 

 

수상:  
 각 종목마다 1위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가작 수상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한다.  

 

마감일:  
 5월 1일: 뉴스레터(블러튼) 및 웹사이트 종목에 참가하는 출품작을 국제본부 내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부로 제출. 

 

국제협회 연락처:  
홍보 팀 

전화: 630-203-3812 

이메일: pr@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763.pdf
mailto:pr@lionsclubs.org


국제 수필 경연대회 

 

프로그램 개요:  
협회 수필 경연대회는 11-13세의 시력 장애 아동들에게 평화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동료 라이온, 지방 학교 및 가정의 도움을 받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참가 자격 

11월 15일을 기준으로 11, 12 또는 13세인 시력장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수필 제출 방법 

출품작은 반드시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수필 제출 양식 

분량은 500자 이내로 흑색 잉크로 한 행씩 띄어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수필 대회 참가 신청서 및 추가 정보 확인 

참가 신청서 및 추가 정보 는 협회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홍보활동으로 활용하는 방법 

수상자 사진 및 수상작품과 함께 수상자 정보를 지역 언론에 제공한다. "보도자료 견본"은 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라이온스 국제 수필 경연대회 규정 및 참가 신청서 (PR 41) 

 수필 경연대회 동영상 

 

 

수상:  
 최우수상-수상자는 상금 US$5,000과 상장을 받는다.  

 

마감일: 
 11월 15일: 클럽 선정 수필 수상작 1편 지구총재에게 제출하는 마감일(당일 소인 유효). 

 12월 1일: 지구총재 선정 수필 수상작 1편을 복합지구 협의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마감일(당일 

소인 유효) 주: 12월 1일은 또한 복합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구 및 지구에 속하지 않은 클럽이 각 

수상작 1편을 국제본부 홍보부에 제출하는 마감일  

 12월 15일: 복합지구협의회 위원장 선정 수필 수상작 1편 국제본부 홍보부 제출 마감(당일 소인 

유효) 

 2월 1일: 최우수상 통보 

 

국제협회 연락처:  
오디오 비주얼 및 행사과 

전화: 630-203-3812 

이메일: pr@lionsclubs.org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online-community/official-contests/lions-international-essay-contest.php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pr41.pdf
mailto:pr@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