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료와 수수료는 주문처리 시에 부과될 것입니다.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 주입니다. DA-1000.KO 02/15 

 

지구임원지구임원지구임원지구임원    명찰명찰명찰명찰    주문서주문서주문서주문서    
 

명찰을 주문하고자 하는 임원 옆에 표시한 후 아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임원 및 성인 동반자 명찰 가격은 각 $10.95$10.95$10.95$10.95 이며 운송료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지구총재     L134Y  

�  전총재   L32Y  

�  지구 제 1 부총재   L22Y  

�  전지구 제 1 부총재  L22Y 

�  지구 제 2 부총재   L22Y  

�  전지구 제 2 부총재   L22Y 

�  협의회의장   L258Y  

�  전협의회의장  L258Y  

�  부협의회의장  L258Y   

 

 

�  사무총장   L212Y 

�  재무총장   L212Y  

�  사무 겸 재무총장  L212Y  

�  지역부총재   L212Y  

�  지대위원장   L212Y  

�  전사무총장   L212Y  

�  전재무총장   L212Y  

�  전사무 겸 재무총장  L212Y  

�  전지역부총재  L212Y  

�  전지대위원장  L212Y  

임원임원임원임원    명찰명찰명찰명찰에에에에    게재게재게재게재    되기를되기를되기를되기를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대로대로대로대로    정확히정확히정확히정확히    영문으로영문으로영문으로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기입하십시오기입하십시오기입하십시오::::    
 

   임원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또는 복합지구: 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직책에 봉사한 연도: ___________ - ______ 
 
   임원 명찰의 뒷면 선택:   �핀 (별도의 추가 부과액 없음)        �자석 (명찰명찰명찰명찰    당당당당    $2.00 $2.00 $2.00 $2.00 추가추가추가추가)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핀으로 제작됩니다) 
 

   �  성인 동반자의 명찰을 주문하려면 여기에 표시하십시오. 명찰 비용은 각 $10.95$10.95$10.95$10.95 입니다. 
 

    성인성인성인성인    동반자동반자동반자동반자명찰에명찰에명찰에명찰에    게재게재게재게재    되기를되기를되기를되기를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대로대로대로대로    정확히정확히정확히정확히    영문으로영문으로영문으로영문으로    기입하십시오기입하십시오기입하십시오기입하십시오::::    
 

   성인 동반자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찰에 게재 되기를 원하는 호칭: 
   � 배우자        � 동반자      � 부인        � 남편        � 아들        � 딸        � 파트너        � 봉사의 반려자 
   � 기타 호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호칭을 명시할 경우, 명찰을 제작하기 전에 호칭의 적절성 여부를 지구 및 클럽 행정부와 확인할 
것입니다) 
 

   성인 동반자 명찰의 뒷면 선택:   �핀 (별도의 추가 부과액 없음)      �자석 (명찰명찰명찰명찰    당당당당    $2.00 $2.00 $2.00 $2.00 추가추가추가추가)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핀으로 제작됩니다) 
명찰명찰명찰명찰    수령수령수령수령    주소주소주소주소::::    
 

지구총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직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불방법지불방법지불방법지불방법:  
 

�  클럽, 지구 및 복합지구 구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클럽명, 지구 또는 복합지구                     구좌번호 
 

임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회장, 총무 또는 재무 

지구: 지구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복합지구: 협의회의장, 복합지구 사무총장, 복합지구 재무총장 혹은 복합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용카드*로 라이온스 용품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lcistore.org 에서 직접 구입하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신용 카드 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비자, 마스터, 디스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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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주:::: 

 

다음 임원 및 성인 동반자의 명찰은 단, 1111 회회회회에 한하여 협회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추가 및 대체 명찰은 클럽 

용품부를 통해 직접 주문하십시오. 

 

- 퇴임하는 지구총재 및 성인 동반자 

  

- 당선총재 및 성인 동반자 

 

- 협의회의장 및 성인 동반자 

 

 

 

다음 방법 중 한가지를 이용하여 클럽용품부로 주문서를 제출하십시오: 

 

우편:    Lions Clubs International   

           Club Supplies Sales Department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이메일:  clubsupplies@lionsclubs.org 

 

팩스:    (630) 571-0964   

 

명찰은 lcistore.org 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클럽용품부로 전화(630-571-5466)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문은 전화로 처리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