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클럽 임원 보고서
______년 7 월 1 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MyLCI를 통해 신임 레오클럽 임원을 임명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MyLCI로 보고할 수 없는 경우는 본 서식을 가능한 빨리 국제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임원들을 위한 MyLCI 로그인 등록정보는 본 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레오클럽명

레오클럽 번호
라이온스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명

1.) 각 레오클럽은 알파 레오클럽(12-18 세)인지 오메가 레오클럽(18-30 세)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알파 회원과
오메가 회원은 동일한 레오클럽에 소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본 클럽은

알파 레오클럽(12-18 세) 또는

오메가 레오클럽(18-30 세)

2.) 각 클럽은 또한 학교단위의 클럽인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조직된 클럽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클럽
모두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본 클럽은 학교에 기반을 둔 클럽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클럽

섹션 I: 레오클럽 고문 정보
주: 공식 레오클럽 고문은 반드시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공동 고문은 MyLCI 접속 또는 협회의 연락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이온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 성(姓)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MyLCI 이용, 회원 정보 접속, 협회의 연락을 위해 개인 이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섹션 II: 레오클럽 회장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姓)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레오 회원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MyLCI 이용, 회원 정보 접속, 협회의 연락을 위해 개인 이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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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양쪽 면을 모두 작성하십시오.

섹션 III: 부모/보호자 또는 회원 동의
레오클럽에 가입하는 청소년의 동의서를 보관하는 것은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의 책임입니다. 알파 레오클럽 회원
신청서(Leo50-A)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며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이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오메가 레오클럽 회원 신청서(Leo50-O)는 성년인 신입 레오클럽 회원이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며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이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상기의 레오 클럽 회장을 포함한 모든 레오클럽 임원 및 회원에 대해 작성된 레오클럽 회원신청서(Leo50A 또는 Leo50-O)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Leo50 서식은 레오의 개인 정보를 국제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사용하는데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제공한 개인 정보가 전적으로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라는 국제협회의 목적을 증진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국제협회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국제협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클럽 회장, 총무
또는 레오클럽 고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자/임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회원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
팩스: +1 630 571 1692
Lions Clubs International, Member Service Center |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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