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라이온스는 아이디어의 보고입니다.
라이온들은 더 나은 세상을 상상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라이온이 
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봉사, 동료애 및 지도력 개발 기회를 통해 개인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 여러분은 라이온으로서, 삶에 
자신만의 목표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지역의 클럽에 가입했을 뿐이지만, 라이온스의 
글로벌 공동체에도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료, 가족, 이웃입니다. 또한 
베풂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전세계 200여 개국 140만 명이 넘는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라이온입니다. // 이제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 



글로벌 주력사업
지난 100년 동안 라이온과 레오의 친절한 
손길은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 140만이 넘는 
라이온들과 함께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중점적인 사업을 글로벌 
주력사업으로 통합한 이유입니다. 라이온스 글로벌 
주력사업은 지구촌이 당면한 인도주의적 과제를 
대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이제는 라이온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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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만족감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있어서 
라이온이 된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무타이사, 우간다

당뇨병 //
예방 및 급속한 확산 통제
lionsclubs.org/diabetes 



100년의 봉사 ... 그리고 
계속되는 봉사

봉사를 통해 혁신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라이온들을 한데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MyLion 앱과 같은 신 기술을 이용하고, 국제협회 글로벌 주력사업을 지원하며, 라이온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통하고 도움을 줄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라이온들이 만드는 
세상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국제협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봉사의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해왔습니다. 클럽들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를 선택합니다. 시력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합니다. 48,000개 이상의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에서 
봉사할 때, 글로벌 영향력을 만들어 내고 매년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국제재단의 지원으로, 라이온스는 대규모 봉사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 여러분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시작은 간단합니다

1.   신입회원 환영 페이지 방문 //lionsclubs.org/welcome 페이지에서 협회의 
글로벌 영향력과 라이온이 되면 좋은 점을 알아봅니다 . 

2.  온라인 라이온스 // 라이온 계정(Lion Account)을 만들어 온라인 상에서 
동료 회원들과 소통, 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봉사 사업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세요! 계정 만들기: lionsclubs.org/lionaccount 

3.  다른 라이온들과 소통 // 소속클럽 내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클럽 회원위원장은 여러분이 
회원으로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4.     봉사활동 참여 // 클럽의 차기 프로젝트에 지원하십시오.  
변화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협회의 일원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여러분의 첫 걸음을 돕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데 모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와 세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웡, 미국

“

시력 //
소중한 선물, 시력 보존
lionsclubs.org/vision



여러분은  
이제  
라이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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