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원 시행 첫 단계
가족 친화적 클럽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전체 클럽 회원들의 포용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가족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속 
클럽이 가족회원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고 필수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족회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준비가 된 
경우,  ‘권유하자’ 안내서 에서 회원 모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봉사합니다.
자녀 프로그램은 보다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클럽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 가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클럽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역사회에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남을 돕는 것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봉사의 미래로 인도합니다. 자녀 
프로그램 및 라이온스 가족 자녀 프로그램 활동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en/family-membership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족은 늘 함께합니다. 라이온스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함께 자원봉사하고 전연령대에 걸쳐 자기 만족도를 높이며 
봉사, 열정, 친절 등 중요한 가치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족의 경우 가족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이온스 회원 자격이 있다.

• 현재 동일한 클럽에 소속되어 있거나 입회할 예정이다.

•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하며 혈연, 혼인, 또는 기타 법적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다.

가족 회원 통계 자료

• 회원 증가 및 청년 회원 영입을 통해 클럽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클럽 회원들 또한 열정적인 신입회원을 통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클럽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성인 가족은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고 유연한 방식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라이온스 혜택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원 봉사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접하며 봉사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 가족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자원 봉사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활동에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줍니다.

• 국제협회는 가족 중심의 라이온스 클럽을 통해 봉사의 전통을 
잇고 레오클럽을 미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 가족회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져 자녀 및 레오클럽 프로그램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에 가족을 포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mbership@lionsclubs.org로 문의하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en/v2/resource/download/798638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