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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클럽이란 
무엇인가?
지회 클럽은 소규모의 회원으로

도 라이온스 클럽을 결성하고 지

역 사회에 신속히 변화를 가져오

도록 한다. 지회 회원들은 모(母) 

클럽에 속해있지만, 자체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봉사사업과 활

동을 선택할 수 있다. 20명의 회

원을 모아 신생클럽을 조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라이온스 클럽

은 지회클럽을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지회클럽의 조직 방법은? 
지역사회 주민을 클럽 회원으로 초대함으로서 

라이온스 지회클럽 결성이 시작된다.  라이온

스 자원 봉사자들은 회원을 모집하고 지역사회

에 의미있는 봉사 사업을 발견하기 위해 정보

제공 회의를 개최한다. 

지회클럽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회

원이 필요하며 회장, 총무 및 재무를 선출해야 

한다. 모(母) 클럽은 모(母) 클럽과 지회 클럽 

사이의 연락원을 임명하여 지회클럽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지회클럽 집행 위원회는 지

회클럽 회장, 총무, 재무 및 연락원으로 구성

된다. 

지회클럽을 조직하려면 지회클럽통지서

(CB-1)와 입회비 US$35(라이온 당)을 국제

협회에 제출한다. 모(母) 클럽은 통지서와 함

께 지회클럽 회원 보고서(CB-2)를 제출하 거

나, 마이페이지(MyLCI)를 통해 새 지회회원

을 등록 한다. 

지구 및 클럽 의 회비 외에 국제의무금

(2012-13년도까지 US$41, 그 이후 

US$43)은 일년에 두번 부과된다. 입회비 면

제 및 국제 의무금 할인은 국제협회가 정한 자

격을 갖춘 가족, 학생, 레오활동 완료인, 청소

년 회원이 소정의 양식을 제출할 때 적용된다. 

클럽 회원 수가 20명이 되면, 지회 클럽은  

신생 라이온스 클럽 차터를 신청할 수 있다.

라이온스는 누구인가?
라이온스는 소속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전념하는 남녀로 구성된 단체이다. 전 세계 

200개 국가의 45,000개 클럽에서 135만 라

이온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국제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이다.

라이온스는 시력보존 봉사사업으로 잘 알려

져 있지만, 불우한 이웃 돕기에서부터 자연재

해 구호활동까지 다양한 봉사사업에 참여하

고 있다. 

라이온이 되어 얻는 혜택은? 
라이온스는 타인을 돕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새

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온이 되는 것은 

활동적인 자원봉사자, 존경받는 국제 단체의 일원, 

지역사회의 지도자 및 불우한 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온이되어,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지역사회는 물

론 지구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함으로써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

고 더 큰 세상에 속할 수 있게 된다.  

 

지회클럽에서 얻는 혜택은?
지회클럽을 조직하거나 지회클럽 회원이 되어

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라이온이 

갖는 모든 특권과 임무를 소유하게 되고 모 

(母) 클럽으로부터 조언과 지원을 받게된다. 

지역사회를 도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

오는 동시에 소중한 능력을 얻고 지역사회와 

지구촌 라이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

다. 지회클럽에 속하게 되면 자아와 직업을 개

발하며 동시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