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에 관한 진상: 과거 및 현재 퀴즈  
Lions Facts: Past and Present Quiz  
  
1. 라이온스클럽 제1회 국제대회가 개최된 해는?  
 a)1912년  b)1917년 c)1922년  
  
2. 현재 국제 라이온스클럽의 통계에 가장 가까운 수치는?  
a) 130개 이상의 국가와 영역에  29,000개 클럽 및 1,100,000명의 회원  
b) 165개 이상의 국가와 영역에 39,000개 클럽 및 1,200,000명의 회원  
c) 195개 이상의 국가와 영역에  44,000개 클럽 및 1,300,000명의 회원  
  
3. 1918년에 최초로 발행된 라이온지는 이제 몇 개 국어로 발행되는가?  
    a)11개 국어  b)15개 국어  c)22개 국어  
  
4. 라이온 회원은 세계 어느 곳이든 전입하고자 하는 클럽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언제 

든지 전출할 수 있다.  
  a)맞다  b)틀리다  
  
5. 클럽은 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 및 국제 헌장이 정한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특정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클럽 자체의 헌장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a)맞다  b)틀리다  
  
6. 라이온들이 펼치고 있는 주요 국제 봉사사업은?  
  a)시력우선  b)청소년 교환  c)라이온스-퀘스트  
  
7. 대부분의 지구는 최소한  35개의 클럽과 1,2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맞다  b)틀리다  
  
8. 미국 이외에서 최초로 라이온스클럽이 결성되었던 국가는?  
  a)멕시코  b)캐나다  c)영국  
  
9. 북아메리카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라이온스클럽이 결성된 국가는?  
  a)중국  b)영국  c)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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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합지구란:  
a) 특별히 규모가 큰 지구  
b) 몇 몇 주 혹은 국가로 확장된 하나의 지구  
c) 2 개 이상의 준지구로 구성된 지구  
  



11. 기금모금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조성된  기금은  클럽회원의  국제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로 이용될 수 있다.  
  a)맞다  b)틀리다  
  
12. 국제 라이온스클럽 헌장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의 하나로  .남성.이라는 
단어를  
제거하여 여성들도 회원이 되도록 한 해는 몇 년도인가?  
 a)1967년  b)1978년 c)1987년  
  
13.레오클럽의 기본 개념은?  
a)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세계의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개발시키는 것  
b) 라이온스클럽사업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  
c) 청소년들의 사교적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배출구를 마련해주는 것  
  
14.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 본부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다.  
  
15.국제 라이온스클럽의 공식 컬러는    색과                       색이다.  
  
16.엠블럼에 나타난 두 마리의 사자가 상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이다.  
  
17.다음 슬로건의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을 기재하시오:  
  
  .자유,   , 우리 국가의 안전.  
  
18.우리 국제협회의 모토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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