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클럽은 젊은이들에게

평생의 지도력을 

길러 줍니다  

인생선도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지역 레오클럽을 조직하면,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인도주의자와 지도자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레오클럽은 젊은이들이

가치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웃과 전세계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격려합니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든 지역사회에 근간을

두든, 레오클럽은 회원들이 우정을 나누고

봉사사업, 친목행사 및 지도력 개발 활동에

참여하여 성장하도록 합니다.

레오클럽을 통해,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건전한

시민 및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레오클럽을

스폰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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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은 지역사회 젊은이들에게지역, 국가

및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에서- 성장하고 공헌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오클럽의 모토 - 지도력, 경험, 기회 -가

모든것을 설명합니다: 

지도력: 레오들은 사업 조직원 및

동기부여인으로서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경험: 그들은 팀워크와 협력이 어떻게 지역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 레오들은 바른 성향을 개발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 받습니다. 

밝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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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관심이

있는 바른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것

입니다.  학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레오클럽은 알파와 오메가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알파 레오  클럽은 12-18세의 청소년을 위한 

클럽입니다.  본 클럽은 청소년들의 자아 및 

사회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메가 레오 클럽은 18-30세의 젊은이들을

위한 클럽입니다.  본 클럽은 젊은이들의 인격 

및 직업 개발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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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클럽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은 즐겁게

친구들을 사귀며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도력과 봉사의

뜻을 배우며 튼튼한 기반을 다지도록합니다. 

오메가 클럽은 회원들이 지도력을 연마하며 

평생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레오들은 소중한 교훈을

배우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즐겁고

유익하며

보람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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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과 함께, 귀하는라이온스 클럽과 

라이온들에게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오클럽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온스클럽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젊은

직업인,부모, 가족과 같은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귀 라이온스 클럽에

에너지를 충전

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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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은 전세계 130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봉사단체인 국제 라이온스 클럽을

통해 지역 라이온스 클럽이 후원합니다.  첫

레오클럽은 1957년에 미국 펜실베이나 주

글렌사이드 라이온스 클럽이 조직하였으며, 

이제 전세계에는 140개 국에 5,700개가 넘는

레오클럽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혁에 

동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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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클럽 스폰서 관련 정보 및 무료

레오클럽 조직 자료를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레오클럽 프로그램과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전화: +1 630 571 5466

팩스: +1 630 571 1692

leo@lionsclubs.org

www.lionsclubs.org

LEO46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