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오클럽 프로그램 간행물 주문서 

 

 

 

 

다음의 간행물은 대부분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웹사이트 자료 섹션에서 다음 순서대로 클릭하십시오:  “회원센터 > 자료실 > 간행물 및 서식 > 레오 서식 및 

간행물.” 

 

 

원하시는 언어에 표시하십시오:        중국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일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내용 가격     수량 

알파 레오클럽 조직 자료집(KIT-830 A) – 알파 레오클럽(12-18세) 조직에 관심이 

있는 라이온스 클럽용.  
무료   

오메가 레오클럽 조직 자료집(KIT-830 O) – 오메가 레오클럽(18-30세) 조직에 

관심이 있는 라이온스 클럽용.  
무료  

알파 레오모집 포스터 (Leo-10 A) - 4장 한 묶음. US$1.60  

오메가 레오모집 포스터 (Leo-10 O) - 4장 한 묶음. US$1.60  

레오클럽 브로셔 (Leo-46) - 라이온스 클럽 및 학교를 위해 레오클럽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셔; 25장 한 묶음. 첫 한 묶음 주문은 무료. 
US$1.50  

알파 레오모집 브로셔 (Leo-57 A) - 잠정 알파 레오(12-18세) 모집 브로셔; 25장 

한 묶음.  
US$1.50  

오메가 레오모집 브로셔 (Leo-57 O) - 잠정 오메가 레오(18-30세) 모집 브로셔; 

25장 한 묶음.  
US$1.50  

알파 레오클럽 프로그램 핸드북 (Leo-65 A) - 레오클럽 고문, 레오클럽 임원 및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을 위한 알파 레오클럽 지도 안내서. 
US$2.00  

오메가 레오클럽 프로그램 핸드북 (Leo-65 O) - 레오클럽 고문, 레오클럽 임원 및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을 위한 오메가 레오클럽 지도 안내서. 
US$2.00  

아동에게 관심을: 레오클럽 프로그램의 국제봉사 사업(Leo-304) - 25장 한 묶음.  US$1.50  

레오 간행물 주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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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10a.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10o.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46.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57a.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57o.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65a.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65o.pdf
http://www.lionsclubs.org/KO/common/pdfs/leo304.pdf


주문 세부사항: 
 

주문품 송부처:       라이온스 회원번호:     

 

주소 (사서함 주소는 기재하지 말 것):          

  

시:           도:         

 

국가:        우편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문일:      수령 희망일:    주:  배달에는 4-6주가 소요됩니다. 

 
지불: 한가지 지불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라이온스클럽 구좌로 청구 

라이온스클럽명             

라이온스클럽 번호            

 

라이온스지구 구좌로 청구 

라이온스 지구명           
 라이온스 지구번호            

  

라이온스 복합지구 구좌로 청구  
라이온스 복합지구명            

라이온스 복합지구 번호          

 

주:  주문 총액과 운송료가 위에 선택한 구좌로 청구될 것입니다. 신용 카드와 개인 수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레오클럽과를 통해 주문하는 레오 출판물에 대한 비용은 스폰서 라이온스클럽, 지구 또는 복합지구 구좌로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다음 임원들만이 비용을 클럽, 지구, 복합지구 구좌로 청구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클럽 회장, 총무 또는 재무가 클럽 구좌로 청구하도록 승인. 

2. 지구총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이 지구 구좌로 청구하도록 승인. 

3. 협의회의장, 복합지구 사무총장은  또는 복합지구 재무총장이 복합지구 구좌로 청구하도록 승인.  

 

서명:                

 

이름 (인쇄체):         직책:         
 

 
 

신청서 송부처: 
Leo Club Program Department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 

전화:  +1 630 571 5466  

팩스:  +1 630 571 1692 

이메일:  leo@lionsclubs.org  

레오 클럽 프로그램 부서의 사용 : 

Order number:      

Ship to address number:    
Order processed date:    

Leo-4.KO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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