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라이온스 전환 인증서
라이온스 클럽명단에 이전 레오를 추가한 후, 회비 혜택 및 레오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한다. 인증서
사용자:
1)

MyLCI를 사용하지 않는 클럽은 회원 또는 차타클럽을 추가하거나 또는

2)

30세 이상의 이전 레오

이름:

성:

생연월일 (월/일/연도):

이메일:

연령 증명:

운전면허증

정부발급 신분 증

이름:
라이온스클럽 번호:
레오 회원 번호:

여권

출생신고서

기타 라이온스클럽

라이온스 회원번호:
(신생 라이온스클럽에서는 제외)

(있을 경우)

레오클럽 입회일: (월/연도):

(신생 라이온스클럽에서는 제외)

이전 레오클럽명:

레오클럽 퇴회일(월/연도)

레오로 봉사한 총 개월 수:
회비 혜택 유형:

30세의 이전 레오

30세 이상의 이전 레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무, 지구총재 또는 가이딩 라이온
본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현 지구총재, 가이딩 라이온 또는 클럽총무이며 위에 명시된 회원이 이전 레오이
며 기재된 정보가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이름 (인쇄체):

라이온 직함:

서명:

날짜:

신생 라이온스 클럽을 조직하는 이전 레오

기존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는 이전 레오

본 서식을 차터 신청서와 함께 다음 주소로 송부:

첫째, 정상적으로 클럽명단에 이전 레오를 추가(온라인,
MyLCI 또는 MMR 양식을 이용). 본 서식 제출처:

신생클럽과

회원 서비스 센터

국제협회

국제협회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
USA 전화: (630) 203-3845
팩스: (630) 571-1691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
USA 전화: (630) 468-3830
팩스: (630) 571-1687

이메일: newclubs@lionsclubs.org

이메일: 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

30세의 이전 레오
•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는 현 또는 이전 레오.
o

최소 1년 1일간 레오로 활동.

o

법적 성년에서 30세 사이.

•

차터비/입회비 면제.

•

국제회비의 50% 면제.

30세 이상의 이전 레오
•

•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는 현 또는 이전레오.
o

최소 1년 1일간 레오로 활동.

o

30세 이상.

차터비/입회비 면제.

레오 전환프로그램의 회비 할인 혜택
차타비

입회비

국제회비

30세 이하의 이전 레오

US$0

US$0

50% 할인

30세 이상의 이전 레오

US$0

US$0

할인 불가

레오경력 인정
레오 봉사 연수를 라이온스 활동 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레오 봉사활동 인증서
굳 스탠딩으로 레오활동을 마친 레오는 레오클럽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레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레오
인중서는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의 상단, 우측 모서리에있는 검색창에 "레오 봉사활동 인증서"를
입력하여 획득할 수 있다. 인증서는 다운로드 및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의 편의에 따라 인쇄하여 적절한 시상식
또는 행사에서 전 레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추가정보
라이온스 전환에 대한 일반 정보를 원하시면, 이메일(leo2lion@lionsclubs.org)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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