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주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격주 

시간

회의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클럽 웹사이트 ur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회원번호는 반기분 회비 청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사무국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
우편물은 지구 사무국 으로 배송란에 표시하시지 않으면 자료가 회원 개인 주소로 배송되니 유의하십시오. 본 서식은 모두 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

Pu-101-Ko  2/16 뒷장  

Lang. Country

긴급! 2016-2017 라이온스 클럽 임원 보고서 
총무 귀하: 신임 임원들에게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기 위해 선출된 신임 임원을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임임원은 MyLCI에서 보고하시거나 본 서식을 작성해 국제본부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마감일은 5월 15). 본 서식 말미에 있는 서식 제
출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회계연도 중 클럽임원이 변경될 시에도 MyLCI에서 보고하시거나 국제본부로 제출하여 보고하십시오. 

지구번호 클럽 번호 지구                         클럽명 국제본부 사용란

회의 장소와 시간이 죄측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틀린 경우, 맞는 정

보를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지구 사무국 주소: 

번호

이메일 배우자/성인동반자
주소 이름

번호

회장 회원
이름 번호*

번호

이메일 배우자/성인동반자
주소 이름

번호

총무: 회원
이름 번호*

번호

이메일 배우자/성인동반자
주소 이름

번호

재무: 회원
이름 번호*

연락처:

전화 유형:
� 휴대  � 집  � 직장   

우편물은  
지구사무국으로 배송�

연락처:

전화 유형:
� 휴대  � 집  � 직장  

우편물은 
지구사무국으로 배송�

연락처:

전화 유형:
� 휴대  � 집  � 직장  

우편물은 
지구사무국으로 배송�



클럽 제 1 부회장: 회원
이름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이메일 배우자/성인동반자
주소 이름

이메일 배우자/성인동반자
주소 이름

번호

클럽 제 2 부회장: 회원
이름 번호*

연락처:

전화 유형:
� 휴대  � 집  � 직장  

우편물은 
지구사무국으로 배송�

연락처:

전화 유형:
� 휴대  � 집  � 직장  

우편물은 
지구사무국으로 배송�

회원위원장: 회원
이름 번호*

번호

번호

이메일 배우자/성인동반자
주소 이름

연락처:

전화 유형:
� 휴대  � 집  � 직장  

우편물은 
지구사무국으로 배송�

서식 제출 방법: 
a. 사본 한 부를  기입해 국제본부로 제출:  

LIonS CLuB IntErnatIonaL
300 WESt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이메일: 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
팩스: 630-706-9295
전화: 630-203-3830

b. 언제든 MyLCI에서 보고 가능.
http://mylci.lionsclubs.org

*  회원번호는 반기분 회비 청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사무국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
우편물은 지구 사무국 으로 배송란에 표시하시지 않으면 자료가 회원 개인 주소로 배송되니 유의하십시오. 본 서식은 모두 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