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클럽 
더 나은 지역사회.  

변화된 삶.

라이온스 클럽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라이온스 클럽들은 전

세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온스 클럽들이 함께할 때 마다 문제

가 줄어들고 지역사회는 더 나아지기 때문

입니다. 200개 국가 내 46,000개 클럽의 

135만 회원들이 바로 국제 라이온스 클럽

을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로 만드는 장본인

들 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합니다
1917년 이래 라이온스 클럽들은 사람들에

게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

울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머지않아 라

이온스 클럽이 귀 지역사회에 조직될 것이

며 귀하께 적극적인 봉사자, 존경받는 국

제단체의 일원, 지역사회의 지도자, 불우

한 이웃의 친구가 될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독창적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시력 프로그램을 후원하

고, 장애자들을 도우며, 굶주린 사람들에

게 음식을 제공하고, 재해구조 활동을 펼

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각 라이온

스 클럽은 회원들 실정에 맞으면서 지역사

회에 가장 많은 혜택을 줄 봉사사업을 스

스로 선택합니다. 

라이온스 클럽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협회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Membershi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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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이 메일: newclubs@lionsclubs.org
전화: 630.203.3845
팩스: 630.706.1691

임무서
라이온스클럽을 통해 자원봉사 하는 방법
을 알리고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부응하며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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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누리는 특혜

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

다. 라이온으로서, 귀하는:

o   귀하의 지역사회를 도우며 소중한 능

력을 기르게 됩니다.

o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o   지도자가 되는 방법과 존경받는 기관을 

선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o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사업인들

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o   귀하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즐거운 시

간을 보내게 됩니다. 

귀하는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성장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하

시는 일이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라

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신생클럽 조직 방법 
지역사회 주민을 클럽 회원으로 초대함으로

서 라이온스 클럽 결성이 시작됩니다. 라이온

스 자원 봉사자들은 회원제를 구축하고 지역사

회에 의미있으면서 시행 가능한 사업안을 논

의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정보제공 회의를 주관

합니다. 

클럽에 2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이면 (20명 이

하인 경우 지회클럽 결성), 클럽 임원을 선출

하고 국제협회에 클럽 차터 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신청서 제출 시 각 회원 당 US$35의 차

터비를 함께 지불하도록 합니다.  국제회비 

U$41(2012-13년도)/US$43 (그이후)가 지

구 및 클럽 회비는 별도, 일년에 두번 클럽구좌

에 부과됩니다. 차터비 면제 및 국제 의무금 할

인은 국제협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가족, 학생, 

레오활동 완료인, 청년 회원이 소정의 양식을 

제출할 때 적용됩니다. 

국제협회가 차터 신청서를 처리하면, 해당 클

럽은 국제협회의 책임보험에 적용되며 봉사사

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Christy
Sticky Note
Current annual fee is $43. 2012 info is no longer relevant. Please mark-up edit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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