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은 라이온스 회원으로 전환할 
준비가 된 현 또는 전레오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회원 
프로그램입니다.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현 또는 전레오:

 � 최소 1년 1일 이상 봉사
 � 법적성년에서 만35세까지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 국제회비 50% 할인
 � 입회비 또는 차터비 면제
 � 레오 봉사 경력을 라이온 경력으로 인정
 � 레오-라이온 클럽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 레오-라이온 국제이사회 연락원 활동 자격 
 � 국제 봉사 활동 및 문화 교류 장학 프로그램 기회
 �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ALLI) 직접 연수 장학 

프로그램 기회 
 � 링크드인 레오-라이온 전문 네트워킹 그룹 연계
 � ‘레오-라이온’ 이라는 명칭을 통해 레오의 정체성 유지



레오-라이온 회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모든 
혜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서 ‘레오-라이온 
프로그램’ 검색

 � 이메일(membership@lionsclubs.org) 문의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이 오메가 레오 프로그램을 
대체했습니까?

아닙니다. 레오 클럽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알파 레오(만12-18세) 및 오메가 레오(만18-30세)는  
60년 이상 전 세계의 지역사회를 위해 자랑스럽게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FutureIsLeos

모든 레오는 레오-라이온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레오-라이온은 반드시 1년 이상 레오로 활동한 자국 내 
법적 성년이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퇴회한 이전 레오의 경우에도 레오-
라이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언제나 
레오-라이온으로 봉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레오를 신규 레오-라이온 회원으로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럽총무, 클럽회장 또는 관리자가 MyLCI에 접속

 � ‘회원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레오-라이온’ 선택
 � LL2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emberservicecenter@

lionsclubs.org)로 제출

레오 봉사 경력을 라이온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럽총무, 클럽회장 또는 관리자가 MyLCI에 접속  

 � ‘회원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레오-라이온’ 선택
 � 레오활동 시작일 및 종료일 입력 
 � LL2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emberservicecenter@

lionsclubs.org)로 제출

이전에 연령 제한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된 레오-
라이온이 만35세까지 확대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럽총무, 클럽회장 및 관리자가 MyLCI의 라이온 기록에 
접속  

 � ‘회원 정보 수정’ 선택
 � ‘회원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레오-라이온’ 선택

‘레오-라이온’이란 명칭은 라이온이면서 동시에 레오인 
회원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레오-라이온’은 라이온이 되기 전부터 레오로서 
봉사해 온 회원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라이온스클럽 가입이 다소 부담스러운 일부 
레오들은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레오클럽에 
남아있으면서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해당 
회원이 클럽의 회원자격을 충족하는 한, 레오클럽과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자격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 회원 상태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협회에서는 클럽이 이중 회원을 
허용할 때 타당한 이유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이중 회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 레오 임원 또는 라이온스 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양측의 임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레오클럽 고문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중 회원 상태는 회원 전환이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은 레오 프로그램과 라이온스 
회원 프로그램 사이의 중간 또는 훈련 수준의 
프로그램입니까?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은 투표를 포함하여 기존의 
라이온스 회원들과 동일한 권리 및 특권을 갖는 완전한 
라이온스 회원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레오-라이온 프로그램은 레오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지도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혜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오-라이온은 위원회, 임원회, 
복합지구 협의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레오-라이온들은 
지역사회 봉사에 열정을 가진 
전문적이고 숙련된 지도자입니다. 
국제협회는 복합지구 협의회 및 
지구임원회에 레오-라이온들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레오-라이온들은 2018년부터 
국제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멤버로서 국제적 차원의 젊은 
회원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레오-라이온 국제이사회 연락원의 
통찰력과 고유한 견해는 이사회 
토의 및 결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레오-라이온은 레오-라이온 
클럽에서 활동해야 합니까?

레오-라이온들은 모든 라이온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레오-라이온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라이온스클럽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레오-라이온 클럽은 레오 
회원들을 포함하는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레오-라이온 클럽은 다른 모든 
라이온스클럽과 마찬가지로 
라이온스 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오클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라이온스클럽이 1개 이상의 레오 
클럽을 후원하여 젊은 지도자들과 
미래의 라이온 지도자들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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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라이온 클럽은 어떻게 조직합니까?

레오-라이온 클럽을 조직하려면  라이온스클럽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20명의 회원에 10명의 전레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레오-라이온은 청년 라이온을 의미합니까?

‘청년 라이온’이란 용어는 불특정 연령대의 인구 계층을 
나타냅니다. 

청년 라이온은 레오-라이온과 같은 연령일 수는 있지만 
레오로서 봉사한 경험은 없습니다.

레오-라이온 클럽의 모든 회원들은 클럽이 레오-
라이온에게 주는 할인 혜택들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레오-라이온 클럽의 청년 라이온들이 만31세 미만인 
경우에만 동일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31세 미만의 청년 라이온들을 레오-라이온 클럽의 
회원으로 추가하려면, MyLCI의 회원 카테고리에서  
‘청년 회원’을 선택합니다.

청년 회원 할인 혜택은 신생 레오 라이온 클럽의 청년 
회원 및 기존 레오-라이온 클럽에 추가된 신입 청년 
회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오-라이온 클럽 자주 묻는 질문

lionsclubs.org/leo-lion
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회원부    •  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  membership@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