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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환경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라이온스클럽이 있습니다. 일반 라이온스클럽 모델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특성화 클럽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신입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역사회의 어느 한 구획에서 조직되는 일반클럽과는 달리, 특성화 클럽은 공통의 관심사 또는 유사한 환경을 가진 

라이온들을 함께 모이게 합니다. 어떤 클럽은 당뇨병 환자를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 어떤 클럽은 교육자 또는 법률 

종사자 등 직업에 중점을 둡니다. 이미 정기적으로 모이는 단체는 이제 라이온스 특성화 클럽을 통해 한 뜻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퇴역 군인, 환경운동가, 스노모빌 애호가, 여성 전문직, 동일한 민족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을 위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볼룸댄스 클럽이 있습니다. 전 세계 회원들로 구성되어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고 기본적인 클럽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클럽도 있습니다. 

 

라이온들은 수십 년 동안 특성화클럽을 조직해 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벤톤 베이 육상 라이온스 클럽은 

1984년 지역의 대학과 청소년 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의 한정된 여가시간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변화 요구가 생겨남에 따라 특성화클럽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특성화 클럽은 라이온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자원봉사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형식을 

허용합니다. 

 

신생 라이온스클럽과 마찬가지로 특성화클럽은 기존 클럽의 스폰서를 받고 조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느 지역의 

라이온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만, 봉사 프로젝트들이 때로는 클럽의 

전문 분야를 반영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엘 파소 여성경영자 라이온스클럽은 불우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컴퓨터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버지니아 미들타운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모임이 유아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들을 염려하여 미들타운 아동우선 라이온스클럽을 조직했습니다. 클럽은 3~5세까지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럽의 ‘리틀 라이온스 유아교육’  

수업은 아이들의 준비 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부모인 크리시 시손은 딸  

애널리스가 ‘리틀 라이온스’에서 보내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하고  

“애널리스가 학교를 사랑한다”며 라이온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페어뱅크 스노모빌 펀 

라이온스클럽은 아이들을 위한 스노모빌 경주를 

마련하여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퇴역군인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통의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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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관심사를 가진 라이온들의 클럽 

stesso공통 관심사를 가진 라이온들의 클럽 

interes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