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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재조직 보고서 

 
 

 
 

클럽명          클럽 번호    지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완료해야 합니다: 

 
클럽은 미납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증빙서류 사본 첨부)  
 
클럽의 회원은 10명 이상입니다. 

 
신입회원 1인당 US$35와 현재 반기분 회비는 활동상태로 전환된 후 클럽에 직접 청구됩니다.  

 
 

클럽 임원  
 
 
회장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제1부회장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총무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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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회원 위원장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봉사 위원장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LCIF 코디네이터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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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멤버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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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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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성명           회원번호           이전 클럽명 및 클럽번호 (전입회원의 경우)
     

 

주소                          우편번호 
 
           가족회원             예 

스폰서 성명 및 회원번호 (신입회원의 경우)        아니오 세대주 성명 (해당 시) 
 
 
 
 
 
 
 
 
 
 
 
 
 
 
 
가이딩 라이온 (선택직) 
 
클럽회장과 지구총재가 합의한 대로 아래의 라이온이 클럽의 가이딩 라이온으로서 봉사할 것입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회장 서명                                                                         날짜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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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임원 서명 
 
 
 
이 서명으로 본 보고서와 임원 보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서식을 국제협회 태평양아시아과로 
이메일 Pacificasian@lionsclubs.org 또는 팩스 630: 203-3777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총재 서명           날짜 
 
 
 

지구1부총재 서명           날짜 
 
 
 

지대위원장 서명           날짜 

mailto:Pacificasian@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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