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회클럽/임원 보고서

	 o 신생 지회클럽 o 기존 지회클럽 임원 변경 
 (지회클럽 회원보고서(CB-2)와 함께 제출)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母)클럽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母)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회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회클럽 조직 시, 클럽명에는 반드시 지회클럽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회’라고 호칭해야 한다. 지회클럽명으로 등록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제협회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회 연락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회 회장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회 총무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회 재무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지회클럽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업을 계획하였다. 현 
지구총재는 본 지회클럽 개발 및 지역사회 내에서 본 지회클럽을 운영할 클럽 존재의 母/母에 대해 보고 받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母)클럽 회장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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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클럽 
국제이사회 방침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 사정에 따라 정식클럽을 스폰서 할 수 없을 경우, 그 지역에 라이오니즘을 확장시키기 위해 
클럽은 지회를 결성할 수 있다. 지회는 모클럽의 위원회로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회클럽 회장, 총무 및 재무가 선출된 임원 
역할을 한다. 본 세명과 지회클럽 연락원이 지회클럽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지회클럽의 임원은 지구임원으로입후보
할 때의 자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1. 지회클럽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의 지회회원이 필요하다.     

 2. 지회회원은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3. 지회회원은 지회의 활동에 투표할 수 있으며, 모클럽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모클럽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 된다. 

 4.   지회회원은 지회회장을 선출한다. 지회회장은 모클럽 이사회 멤버로 모클럽 회의 및 혹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획된 지회활동, 월례 재무보고 및 솔직한 대화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도록 모클럽의 정기회의 및     
혹은 이사회회의에 참석하도록 권장한다. 지회회원은 모클럽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권장한다. 모클럽은 지회의        
진전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지회에 조력할 자를 모클럽의 회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그는 지회의 네번째 
임원으로 봉사한다.

 5. 모클럽이 회비를 징수하여 지불한다. 회원 입회 및 퇴회는 모클럽의 월말 회원보고서에 기재한다. 

 6. 지회는 모클럽과 동일한 지구(단일 및 정)에 위치한다. 

 7.  클럽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지회클럽을 조직할 수 있다. 지역이란 일반적인 위치에 거주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8. 모클럽은 지회의 결성 사실을 지구총재 및 협회에 통지한다. 

 9.  지회클럽은 모클럽 회원의 대다수의 투표로 해산될 수 있다. 지회클럽 회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모클  
럽은 지회클럽이 해산되었다는 통지서를 국제협회로 제출한다.  

 10. 지회클럽의 항의 

  a)  현존하는 클럽으로부터 항의: 정식 클럽의 결성 항의와 동일한 규정에 따르며 모클럽의 지회 결성에 항의할 수 
있다. 

  b)  지구총재로부터 항의: 지구총재는 지회의 발전을 검토하도록 국제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11.  지회클럽이 새로 차터를 받은 클럽이 될 때 지회회원이 모클럽의 총무와 지구총재가 서명한 지회클럽 전환서를   
제  출함으로써 모클럽에서 퇴회하도록 한다.   

지회는 반드시 모클럽의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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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지회클럽 서식 우송처: 
Membership and New Club Operations Department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
팩스: 630.571.1687
이메일: newclubs@lionsclubs.org  

기존 지회클럽 서식 우송처: 
Membership and New Club Operations Department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
팩스: 630.571.1687
이메일: 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