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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구 위원장 보고서 
회기 20____  20 지구________ 

 

복합지구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위원장의 경우, 국제협회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제공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는 대신 MyLCI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가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1) 우편이나 팩스 630-571-1687; 2) 이메일로 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제출해 주십시오. 
자택 주소가 아닌 곳으로 정보를 받기를 원하면, 청구지 주소란에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대회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당뇨병 [선택]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mailto: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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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선택]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기근구호 (선택)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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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소아암 [선택]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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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홍보 및 라이온스 정보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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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프로그램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시력 [선택]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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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복합지구 GLT, GMT, GST 코디네이터들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의거하여) 복합지구에서 선정합니다. 
총재협의회의 투표권 없는 멤버로 활동하며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 및 역할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글로벌 액션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코디네이터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코디네이터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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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봉사팀(GST) 코디네이터 
 
    
소속클럽명 클럽번호 회원번호  
  

    
이름  성 

자택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청구지 주소      

    
시  도/국가   우편번호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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