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클럽이 봉사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클럽이 신입회원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제협회 라이온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회원 유형을 제시합니다.

회원 유형
국제협회에서는 일반회원 외에도 가족, 대학생, 이전 레오, 청년들을 위한 특별 회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입회원
신입회원은 입회비 $35을 납부하거나 적절한 입회비 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국제회비는 총 $43이며 일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청구됩니다. 클럽, 지구, 복합지구 회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회원
굿스탠딩 상태의 전입회원은 12개월 이내에 기존 클럽에 입회 시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족회원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동일한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할 때 특별 회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가족회원(세대주)은 
국제회비 전액(US$43)을 납부하고, 추가로 최대 4명의 가족 회원들은 국제회비를 절반(US$21.50)만 납부합니다. 모든 가족회원은 
일회성 입회비 (US$35)를 납부합니다.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1) 라이온스 회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2) 동일한 클럽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예정이며 (3)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출생, 결혼, 기타 법적 관계로 가족이 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삼촌과 숙모, 사촌, 조부모, 인척 및 기타 법적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가족회원으로 
인정받으려면 MyLCI에서, 또는 월별 회원 보고서(MMR)와 함께 가족 회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회원
교육기관에 등록된 법적 성년에서 30세까지 학생은 입회비가 면제되고 국제회비의 절반 (US$21.50)만 납부합니다. 캠퍼스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는 31세 이상의 학생은 입회비 US$10과 국제회비 전액을 납부합니다. 학생회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각 학생별로 
학생회원 인증서(STU-5)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또는 현 레오
1년 1일 이상 레오로 활동한 만 35세이하 이전, 현 레오는 레오-라이온 회원 프로그램에 따라 입회비/차터비를 면제받고 국제회비를 
절반만 납부합니다. MyLCI에서 레오-라이온을 회원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1년 1일 이상 레오로 활동한 35세 이상의 레오는 입회비/차터비를 면제받습니다.

청년회원
30세까지의 청년은 레오-라이온스 클럽 입회 시 입회비를 면제받고 국제회비를 절반만 납부합니다. 

라이온스 회원 되기 
회원유형에 관한 신입회원용 간단 안내서



 클럽  지구  국제

회원 분류
국제협회에서는 정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잠정 회원들을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원제를 
제공합니다.

정회원
정회원은 국제협회의 "일반적인" 회원 유형입니다. 라이온스 회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정회원은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라이온스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클럽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회원입니다. 

준회원
타 라이온스클럽에 우선적인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업을 가진 회원입니다.

명예회원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개인이 특정 클럽의 활동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해당 클럽에서 특별한 명예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원입니다.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2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 온 라이온, 또는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 온 70세 이상의 회원입니다. 평생회원은 
중환자인 라이온에게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유회윈
클럽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지만 클럽에 회원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회원입니다. 

우대회원
15년 이상 라이온으로 활동한 클럽 회원으로서 질병, 쇠약, 고령,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자신의 정회원의 자격을 포기한 회원입니다. 

회원 및 신생클럽 개발과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이메일: membership@lionsclubs.org
전화: 630.20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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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예 예 예 예 예 예

후원회원 예 예 예 아니요 클럽 사안만 해당 아니요

준회원*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클럽 사안만 해당 아니요

명예회원 아니요 클럽에서 납부 클럽에서 납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평생회원 예 예 일회성
650불 예 예 예

자유회원 예 예 예 아니요 클럽 사안만 해당 아니요

우대회원 예 예 예 아니요

*  각 회원 범주에 따른 의무, 권리, 혜택에 대한 정보는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회비 지구 또는 국제

임원직
투표

우대회원
지구 또는 국제
대회 대의원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