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메가 레오클럽 회원 신청서  
오메가 레오클럽 프로그램은 18-30세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자국 법적 성년 나이에서 30세 사이의 레오 
신입회원들은 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자국의 법적 성년 나이에 달하지 않은 신입 레오들은 알파 
레오클럽 회원 신청서(Leo50-A)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입 레오 회원의 동의서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여 소속 레오클럽 총무 및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 
회원인 레오클럽 고문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작성된 동의서는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이 보관하며, 국제 
본부로 송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섹션 I: 신청자 정보 
 
 
이름                                                            
  

성 
  

 

주소 
  

              우편주소                                                          
        

국가    
 

전화 이메일    
 

성별 출생연도 
  

회원으로 활동하는 기타 봉사단체                                                                                                                   
  
 

회원유형: 신입회원            레오클럽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전회원 회원번호전입회원    

(모르는 경우, leo@lionsclubs.org로 문의) 
              
             이전 소속 클럽_____________________       이전 소속 클럽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    

 

 

 

섹션 II: 신청자 서명 

 

본인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모범인으로서 본 클럽의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클럽이 스폰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레오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정보는 정확하며 본 클럽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으로서 본 클럽에 기여하고 회원들과 우정을 나룰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입회비가_________ , 연간 회비가 __________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의 

기록이 국제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회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동의 셕션은 이 양식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서명 날짜 
 
 

 

 

Leo50-O.KO 1/14  이 양식의 양면을 모두 작성하시오. 

mailto:leo@lionsclubs.org


 

 

 

섹션 III: 레오클럽 총무 혹은 레오클럽 고문 사용란 
 

 완료 양식의 사본은 레오클럽 기록으로 보관  MyLCI를 통해 클럽에 등록된 레오  

 

승인자    날짜                                        
             레오클럽 총무 혹은 레오클럽 고문 서명  

 

 

 

섹션 IV: 검토 및 동의 

 
본 레오클럽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이 레오클럽 회의, 봉사활동 및 클럽 사교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레오클럽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클럽회의, 봉사활동 및 행사에 본인이 촬영되거나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추가로, 본인의 개인 정보가 회원간 및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스폰서 라이온스클럽과 국제본부로 제공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한다"란 국제협회의 목적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국제협회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확인하시려면 협회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의 홈페이지 우편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아래 해당 확인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레오클럽 행사 및 회의에 촬영 및/또는 사진 찍히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동영상 및/또는 이미지를 

국제협회 공식 웹사이트(www.lionsclubs.org, )협회 회원 전용 인트라넷 사이트(MyLCI), 기타 협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레오/라이온스클럽 및 지구/복합지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본인의 기록이 국제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것과 회원간 및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아래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본 양식(Leo50-O)에 명시된 정보를 확인 하였고 레오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에 

체크한 항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명하여 완료한 양식은 레오클럽 총무 및 고문에게 제출하고 귀하의 기록으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서명 날짜 

 
 
 
 

 

 

미성년 레오에 대해 스폰서 라이온스 클럽에 알리는 중요 정보 
미성년자가 레오클럽에 가입하는 경우 청소년의 부모/보호자의 동의서를 포함한 해당 레오에 대한 모든 기록을 클럽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은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의 책임입니다.  알파 레오클럽 회원 신청서(Leo50-A)는 미성년 레오 회원의 

부모/보호자가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Leo50-A 서식을 확인하려면 협회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의 홈페이지 

우편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Leo50-A"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MyLCI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온스클럽이 미성년 레오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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