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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의 사명 

자원봉사자들이 라이온스 클럽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인도주의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와 국제이해 증진에 앞장서게 한다.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글로벌 봉사단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모든 라이온스 클럽은 자체적으로 특정 봉사 분야에   
집중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력하는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소아암

기아

시력

환경

당뇨병



라이온스 회원의 혜택

1   변화를 만듭니다. 전 세계 클럽들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한 많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라이온으로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역사회 지도자, 
현지 라이온 및 전 세계 동료 라이온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4   신망을 얻습니다. 100년 이상 봉사를 이어온  
글로벌 봉사단체 국제라이온스협회에 소속되어 
봉사함으로써 신망을 얻게 됩니다.

5   새로운 우정을 만듭니다. 클럽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전 세계 140만 라이온과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6   지도자가 됩니다. 클럽 내에서 지도력 기술을 
연마하고 클럽, 지구, 국제협회 차원의 지도력 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국제협회의 지원을 받습니다. 모든 라이온과 
클럽은 글로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국제협회 직원, 
국제재단(LCIF)의 지원을 받습니다. LCIF는 라이온들의 
인도주의 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을 지급해 
라이온들의 봉사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혼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뜻을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으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나 럭, 뉴캐슬 라이온스클럽, 남아프리카

신생클럽 조직
라이온스클럽의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생클럽 조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n   지역사회를 확인합니다.  
어떤 도시 또는 지역에 봉사할 예정인가요?

n   지역사회의 필요사항을 파악합니다. 어떤 유형의  
봉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n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연락합니다.

n  최소 20명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n  일회성 입회비를 납부합니다.

국제회비는 지구회비 또는 클럽회비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회 웹사이트  lionsclub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이 힘을 모을 때마다 
어려움은 줄어들고 지역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라이온스 클럽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초 설립된 1917년부터, 라이온스 클럽은  
회원들에게 지역사회와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곧 여러분의 지역에 라이온스클럽이 
조직됩니다. 누구나 자원봉사자, 신망있는 국제단체의 
일원, 지역사회의 지도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봉사 기간

140만

회원

48,000개

라이온스 클럽

20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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