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회클럽 회원보고

� 신생 지회클럽 - 지회클럽 보고서와 함께 제출 (CB-1)              � 기존 지회클럽  

신입회원 , 퇴회회원 및 기존회원의 연락처 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본 서식을 신입회원 신청서와 함께 모(母) 클럽 회장에게 제출한다. 모(母)클럽 총무
는 본 보고서 내용을 국제본부에 제출하는 월별보고에 포함하도록 한다. 마이페이지(MyLCI)를 사용할 경우, 본 보고서를 따로 국제본부에 제출할 필
요가 없다. (지회클럽은 제외)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母)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母)클럽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회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母)클럽 회장 및 총무 서명                                                         날짜

처리 코드 이름 성(姓) 출생 연도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시 도 우편 번호:

국가 이메일 전화

‘예’인 경우, 이전클럽명과 회원번호 스폰서명과 클럽번호 퇴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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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보를 인쇄체로 기입.  처리 코드 및 회원퇴회 사유는 뒷 면에서 확인.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식 첨부. 

전입회원인가? 

� 예  � 아니오



처리 코드: 

A: 신입   
B: 재입 (퇴회한지 12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신입회원으로 등록)   

C: 전입 (퇴회한지 12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신입회원으로 등록)   

D: 퇴회 
E: 주소, 전화 및 이메일 변경   
F: 이름 변경 (괄호안에 이전 이름 기입)

퇴회 이유: 

1: 굳 스탠딩 퇴회 (개인이유)

2: 회비 미납     
3: 불출석
4. 불출석 및 회비 미납     
5: 굳 스탠딩 전입 (ME-20 서식 사용)

6: 이사 (회비 미납)  

7: 사망
8. 기타(상세히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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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지회클럽 서식 우송처:

Membership Programs and New Clubs Marketing Department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
팩스: 630.571.1691 
이메일: newclubs@lionsclubs.org 

기존 지회클럽 서식 우송처:

Club and Officer Record Administration Department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
팩스: 630.571.1687
이메일: stats@lionsclubs.org 


	Check Box1: Off
	Check Box2: Off
	Text3: 
	Text4: 
	Text5: 
	Text6: 
	Text7: 
	Text8: 
	Text9: 
	Text10: 
	Text11: 
	Text12: 
	Text13: 
	Text14: 
	Text15: 
	Text16: 
	Text17: 
	Text18: 
	Text19: 
	Text20: 
	Text21: 
	Text22: 
	Text23: 
	Text24: 
	Text25: 
	Text26: 
	Text27: 
	Text28: 
	Text29: 
	Text30: 
	Text31: 
	Text32: 
	Text33: 
	Text34: 
	Text35: 
	Text36: 
	Text37: 
	Text38: 
	Text39: 
	Tex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