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CE-110.KO 05/18     이 서식의 양면을 모두 작성하십시오.

톱 10 청소년 캠프 및 교환위원장 상

추천서 양식

뛰어난 봉사사업을 실시한 청소년 캠프 및 교환(YCE)위원장은 톱 10 청소년 캠프 및 교환위원장 상 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도력은 물론 기타 협회 청소년 프로그램과 글로벌 주력사업을 
캠프 프로그램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목시킨 위원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상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추천 마감일은 추천 받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회기의 8월 15일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3월/4월 
국제이사회 회의에서 선정됩니다.  

각 복합지구 의장이 소속 복합지구에서 1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구총재는 단일지구(복합지구 내 
정지구가 아닌)에서 1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정지구가 있는 복합지구는 연간 2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에 지구 및 복합지구 YCE 위원장으로 보고되어 있는 후보만이 수상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특별 수상 패키지를 받고 국제협회 웹사이트에 영예롭게 등재됩니다.  

후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 번호 ___________________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위원장: 단일지구 복합지구

라이온스 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클럽번호

이메일

감독한 캠프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국내)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참가자
1. 지구/복합지구 청소년 캠프와 교환에 몇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까? _____________
2. 이 청소년들은 몇 개 국가를 대표했습니까? _____________
3. 얼마나 많은 호스트 가정이 참여했습니까? _____________
4. 계획하고 수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클럽이 참여했습니까? _____________

B. (해외)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참가자
1. 지구/복합지구에서 해외 청소년 캠프 및 교환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몇 명 후원했습니까? ____________
2. 얼마나 많은 국가에 청소년들을 보냈습니까? _____________
3. 얼마나 많은 클럽들이 청소년을 후원했습니까? _____________

C. 귀 복합지구/지구 청소년 캠프 및 교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요소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 지역 문화 견학, 문화 탐방, 또는 관광 활동
□ 리더십 수업
□ 팀 구축 활동
□ 동기 부여하는 연설가
□ 직접 참여하는 봉사사업
□ 레오 캠프 직원
□ 기타 레오 활동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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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별지를 첨부하십시오.  
 

국제협회 청소년 프로그램 (YCE 프로그램, 레오 클럽 프로그램 및/또는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후보자의 경험을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YCE 위원장이 올 해 YCE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봉사에서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혁신적인 
점은 무엇입니까? 
 
 
 
  
YCE 프로그램이 귀 지구/복합지구에서 왜 중요합니까?  
 
 
 
 

복합지구 사용란 
 

본인은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을) 톱 10 청소년 캠프 및 교환위원장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이 후보자가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합니다. 
 
복합지구 의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 

                                                                                   성명 (인쇄체) 
 
    
 서명  날짜 
 

****************************************************************************************** 
 
지구 사용란  후보자가 복합지구에 속하지 않은 단일지구 소속일 경우에 한 해 지구총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은_________________ 단일지구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을) 톱 10 청소년 캠프 및 교환위원장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지구총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 

                                                                                   성명 (인쇄체) 
 
    
 서명  날짜 

 

신청서를 8월 15일까지 youthexchange@lionsclub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mailto:youthexchange@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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