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상 클럽 조직 방법은?
 A     가상 클럽은 회원들이 직접 만나는 일반 클럽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직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신생 클럽 개발 자료 모음을 참고하세요.

Q    가상 클럽 회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해도 괜찮나요?
 A    클럽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75%의 차터회원이 같은 복합지구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해야 합니다. 그 외 차터회원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 25% 이상의 차터회원이 동일 복합지구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할 경우, 회원개발위원회에서 
클럽 조직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클럽 승인을 위한 차터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가상 클럽은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나요?
 A    가상 클럽의 회원들은 필요한 만큼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가상 플랫폼 상에서 개최될 수도 있고, 봉사사업 또는 모금 활동 전후로 

직접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경우, 회의 빈도와 방식은 이사회의 권고와 클럽 
회원들의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의 빈도와 방식에 맞게 클럽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상 클럽은 어떤 유형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나요?
 A    가상 클럽은 회원들의 관심사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봉사활동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클럽은 가능한 회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Q    가상 클럽은 특성화 클럽의 한 종류인가요?
 A    가상 클럽은 회원들의 특성에 따라 회의 및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클럽입니다. 회원들이 취미, 직업과 같은 공통된 관심사 

또는 열정을 공유하지 않는 한 특성화 클럽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한다면, 특성화 클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성화 클럽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    가상 클럽 회원이 지도부 직책을 맡을 수 있나요?
 A    가상 클럽 회원도 다른 라이온들과 같이 지도부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클럽, 지구, 복합지구, 또는 국제 차원 지도부에 관심이 

있고, 자격이 되는 클럽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지도부 직책에 직접 참여하고 세계 곳곳의 봉사지역을 방문하는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Q    소속 지역의 가상 클럽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국제협회 웹사이트의 클럽 검색에 지역별 가상 클럽 검색 기능이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가상 클럽 목록은 lionsclubs.org/

virtual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가상 클럽에 문의를 원하시면 클럽 검색의 클럽명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세요. (클럽지회의 경우, 모클럽명을 검색해야 합니다.)

Q    가상 클럽은 부칙에 명시된 로버트 회의진행법을 따라야 하나요?
 A     차터된 모든 클럽은 자율성을 지닙니다. 각 클럽은 법적 독립체로서 일상적인 업무 관리 및 내부 운영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닙니다. 

이사회 방침서는 개별 클럽이 정규 또는 특별회의 형식을 대면 또는 전화나 온라인 회의와 같은 대체방식 으로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이메일 membership@lionsclubs.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lionsclubs.org/virtualpage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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