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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클럽 코디네이터 신청서 
이 특성화 클럽 프로그램은 2017 년 7 월 1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인 정보 

성  이름  회원 번호  

주소  

시  도  우편 번호  

국가  사용 언어:  

전화  이메일   

소속 지구 라이온 경력은 몇 년입니까? 

 

어떤 특성화 클럽을 개발하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클럽 #1 

클럽 #2 

클럽 #3 

추가로 계획한 클럽 또는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특성화 클럽 코디네이터에 적합한 

개인적, 전문적 기술 중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생 클럽을 직접 

조직했거나 조직에 참여했습니까?                     

(클럽명과 소속 지구 기재)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가이딩 라이온 

 
 신생 클럽 조직 

 
 클럽확장상 수상 

몇 명의 신입 회원을 스폰서했습니까? (숫자만 기재) _____ 
 



Leo-537 D CL.KO 

추천인 

3 명의 라이온 추천인을 기재하십시오. 

성명  관계  

직책  전화  

이메일  
 

 

성명  관계  

직책  전화  

이메일  
 

 

성명  관계  

직책  전화  

이메일  
 

 

지구 임원 서명 - 필수 

  

 지구총재        날짜 지구 GMT 코디네이터        날짜 

지구 #  

지구 의견:  

면책조항 및 서명 

특성화 클럽 코디네이터 신청서 승인이 완료되면, 계획서에 설명된 활동의 결과로 최소 3 개의 신생 클럽을 

조직하고/하거나 계획한 특성화 클럽에 100 명의 차터 회원을 영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된 특성화 클럽 

개발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특성화 클럽 개발 계획서는 클럽을 개발하려는 해당 

지구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특성화 클럽 프로그램 경비 상환은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헌장지역 내 - US$2,000; 헌장지역 외 - US$5,000  

 신청서는 회기 내 특성화 클럽 프로그램 기금 가용 금액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성화 클럽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신청서는 2019 년 9 월 30 일까지 국제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8 년 6 월에 열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 지구총재는 특성화 클럽 코디네이터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차터 신청서 마감일 - 차터 신청서는 6 월 20 일 업무시간 종료 전까지 미국 오크 브룩 국제본부에 접수해야만  

당 회기에 처리됩니다.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0 장 

기재한 답변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아는 한 모든 내용을 기재했음을 증명합니다.  

특성화 클럽 코디네이터 직책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직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합니다. 

서명  날짜  

 
신청서 보낼 곳: Lions Clubs International - Membership Development Division 

300 W. 22nd Street - Oak Brook, IL 60523      Email: specialtyclubs@lionsclubs.org 

mailto:specialtyclub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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