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합병 요청서 

     지구 ________________   

 
작성한 서식은 반드시 다음 주소의 태평양아세아과로 제출한다: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linois 

60523-8842, USA, 이메일(1TUPacificAsian@lionsclubs.orgU1T). 해당란에 표시한 후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해산될 라이온스 클럽(영문)과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존속할 라이온스클럽(영문)과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 변경 여부:  예   아니오   클럽명         

주: 승인 요건은 국제헌장과 이사회 방침에 준하도록 한다. 

 

새 차터 필요 여부:  예   아니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의 공인된 은행이 발행한 

입금 증서 사본((US$25)을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협회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증명한다.    

 

U합병 후 존속하는 클럽이 제출/확인해야 할 자료: 

 

 1) 본 합병에 관계된 각 클럽에 의해 채택된 합병 결의안 사본. 

 

 2) 본 합병을 승인한 지구 임원회의 결의안 사본. 

 

 3) 해산된 클럽 회원들이 전입회원으로 올려진 존속하는 클럽의 월별 회원 보고서 사본. 

 

 4) 협회, 복합지구, 지구 의무금이 모두 지불되었는지의 여부.  

 

 5) 해산될 클럽의 차터가 협회에 반환될 수 있도록 지구총재에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6) 클럽 합병 증서를 US$25에 주문할 것인지의 여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음)   예    아니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의 공인된 은행이 발행한 입금 증서 사본((US$25)을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협회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증명한다.     

 

존속하는 클럽의 임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클럽회장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클럽총무        회원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지구총재         회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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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라이온스클럽 합병 절차 

 

2개 이상의 클럽이 합병될 때 다음의 절차를 완료한다: 

 

1. 합병을 고려하는 클럽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해산될 클럽을 결정한다. 
 

b. 존속하는 클럽의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할 경우 적절한 명칭을 결정한다.  
변경하는 클럽명칭은 지구 임원회, 국제본부의 지구 및 클럽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존속하는 클럽의 임원 및 위원회가 임기를 만료할 것인지 혹은 합병이 승인된 후 새 

임원을 선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선출할 경우 선거 장소 및 일시를 정하며 그 

결과를 지구총재 및 국제본부에 통지한다. 

 

d. 합병 후 존속하는 클럽의 이사회 회의 및 정기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를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합병된 클럽의 차터일을 존속하는 클럽의 차터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2. 합병을 고려하는 각 클럽의 회원들은 반드시 합병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한다. 

 

3. 해산하기로 동의한 클럽은 합병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추가 단계를 밟도록 한다: 

 

a. 미납금을 완납한다.  

 

b. 운영 계좌 및 사업활동 계좌에 있는 잔금을 존속하는 클럽 계좌로 이전한다. 
 

c. 클럽의 모든 소유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한다. 
 

d. 존속하는 클럽으로 전입하는 회원들을 월별 회원보고서에 기재하여 국제본부로 

제출한다. 
 

e. 클럽 차터를 지구총재에게 반환한다. 
 

4. 존속하는 클럽은 다음의 서류와 자료를 국제본부의 지구 및 클럽행정부에 송부하도록 한다. 

 

a.  각 클럽에 의해 채택된 합병 결의안 사본. 
 

b. 본 합병을 승인한 지구 임원회의 결의안 사본. 
 

c. 합병된 클럽 회원들이 전입회원으로 게재된 월별회원 보고서. 
 

d. 클럽 합병 요청서.  

 

5. 합병된 클럽이 요청할 경우 합병 증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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