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터회원 신청서
본인는 국제협회가 승인한 _______________________라이온스 클럽의
차터회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클럽이 채택한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자로 기입하시오.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자택  o 휴대전화  o 직장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생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o 남  o 여

해당사항에 표하시오
o 신입 회원 $35  
 또는
다음 사항을 선택하기 전에 뒷면의 자격요건과 금액을  
확인하시오: 
o 전입 회원 o 가족 회원     
o 현 및 이전 레오 o 학생 
o 청년-  반드시 레오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해야 함 
 

수표 수취인: LIONS CLUBS INTERNATIONAL 
절취선 상단은 클럽 기록으로 보관하시오.  절취선 하단은 신입회원에게 제공하시오.

 CHARTER MEMBERSHIP CARD
 This Is To Certify That L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s applied to become a charter member of the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Lions Club, has paid the necessary 

charter fee and understands the provisions on the back of this card.

Proposed Member’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ganizer Signature/Tit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  



신입 회원 
신입회원 차터비 US$35를 지불하거나 차터비 면제를 위한 증명서를 제출.  국
제 의무금은 연간 US$43이며 두번으로 나누어 청구. 지구, 복합지구, 클럽 의
무금은 별도.

신생 클럽 회원의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준하여 잔여 달에 해당하는 
의무금 부과. 

가족 회원 
첫 번째 가족회원(세대주)이 의무금 전액(US$43) 을 지불하면, 소속 가족 네
명까지에게 의무금을 50% 할인(US$21.50). 가족 회원 전원은 1회의 차터비
(US$30)를 지불.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1) 라이온스 회원의 자격을 갖춘 (2) 한 클럽에 가입
한 또는 할 (3) 한 집에 거주하는 출생, 결혼 및 기타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맺
은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가족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고모/숙
모, 삼촌, 사촌, 조부모, 시부모 등이 포함. 가족회원 증서는 차터회원 보고서
(TK-21a)와 제출.

학생 
자국의 법적성년에서 30세까지의 학생은 차터비 면제 및 국제의무금 반액 삭감. 
캠퍼스 클럽에 가입하는 30세가 넘는 학생은 차터비 US$10 및 국제의무금 전
액 지불. 학생회원 및 레오 전환 증명서(STU-%) 제출.

* 신생 캠퍼스 클럽과 주 회원이 학생인 클럽은 학생 특별 연간 국제 의무금 을 
차터 신청 시 미리 지불해야 함. 

레오활동 완료자
레오활동 완료자에게는차터비 면제.  최소한 일년 하루간 활동한30세 이하의 레
오활동 완료자는 국제의무금 반액 지불. 각 30세 이하의 레오활동 완료자별로 
학생 회원 및 레오 전환 증명서(STU-5) 제출. 

성인 
30세 이하의 성인이 레오 라이온스 클럽 가입 시 차터비 면제 및 의무금 반액 삭
감.   각 성인별로 학생 회원 및 레오 전환 증명서(STU-5) 제출.

전입 회원 
전입회원은 차터비 US$20 지불. 반드시 이전 소속 클럽에서 굳 스탠딩으로 탈
회 후 12개월 내에 새 클럽으로 전입해야 함.  다음 정보를 제공 하시오:

이전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K-188 KO  5/17 
 

신입 회원 
신입회원 차터비 US$30를 지불하거나 차터비 면제를 위한 증명서를 제출.  국
제 의무금은 연간 US43이며 두번으로 나누어 청구. 지구, 복합지구, 클럽 의무
금은 별도.

신생 클럽 회원의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준하여 잔여 달에 해당하는 
의무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