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를 
통한 연대.

여러분은 레오로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라이온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면서 역량을 확대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이온 되기
라이온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봉사하며 지도력을 기르고 전 세계 라이온들과 소통하세요.

레오-라이온으로 봉사하기
레오 라이온 프로그램은 라이온스 회원이 되어 봉사의 여정을 

지속하기로 선택한 현/전 레오에게 전용 혜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1년 이상 봉사한 법적 성년에서 만35 세 사이의 모든 레오는 

레오-라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레오-라이온 혜택:
• 국제회비 50% 할인

• 입회비 또는 차터비 면제

• 레오 활동 기간 라이온스 경력에 반영

• 레오-라이온 회원 전용 핀

• 레오-라이온 국제이사회 연락원직 신청 가능 

• 국제 봉사 및 문화 교류 장학금 기회

•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ALLI) 대면 연수 장학금 기회

• LinkedIn 전문가 네트워킹 그룹

• ‘레오-라이온’ 명칭으로 레오의 정체성 유지



레오-라이온 클럽 가입 또는 조직
레오-라이온 클럽은 전 레오 및 청년 라이온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 창립회원 20명 중 최소 10명은 전 레오 회원이어야 합니다. 

• 레오-라이온 클럽에 소속된 만30세 이하의 

청년 라이온들에게 레오-라이온 프로그램 

할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캠퍼스 라이온스 클럽 가입 또는 조직
•  대학, 전문 및 기술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  지도력을 기르고 경력을 쌓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기존 라이온스 클럽 가입
• 현지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여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으로서, 지역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계속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클럽지회 조직
• 클럽지회를 조직할 수 있는지 지역의 스폰서 

클럽이나 다른 클럽에 문의하세요. 

• 클럽지회는 5명의 회원으로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클럽지회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과 봉사사업을 계획하세요. 

특별한 방식의 봉사
•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그렇다면 

특성화 클럽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특성화 클럽은 공통 관심사, 직업, 문화, 취미 

또는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을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청년 전문가 특성화 클럽을 조직하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세요.

여유로운 일정 조정 
• 클럽 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고 집에서나 또는 

여행 중에 행사를 기획하는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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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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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라이온’
으로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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