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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자' 라이온스 클럽 차터 신청서 
 

 

 

신청 방법 

 

1) 이 서식을 사용하여 MyLCI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자'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2) MyLCI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신청서는 국제본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차터회원 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MyLCI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모든 회원 정보를 수집합니다. 

 

티이핑하거나 정자체로 작성합니다. 

 

날짜    

 

 

조직되는 클럽명 라이온스클럽 

시                                  구분되는 명칭 (있을 경우) 

 
주소    

시                                  도, 국가 

 
조직될 예정인 클럽이 고유한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직할 클럽이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명칭의 소유권이나 권한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클럽 

명칭을 정할 때는 국제협회의 클럽 명칭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협회 명칭 규정을 따르지 않는 클럽명은 회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    지역    지대     

 

클럽 스폰서  클럽번호    

 

 
국제본부에 접수된 차터 신청서가 처리되어 신생클럽이 공식 클럽헌장과 클럽용품을 

수령하기까지는 45일이 소요됩니다. 

https://lci-auth-app-prod.azurewebsites.net/account/login?returnUrl=/connect/authorize/callback?client_id=lci-app-switcher&redirect_uri=https%3A%2F%2Fmyapps.lionsclubs.org%2Fsignin-oidc&response_type=code%20id_token&scope=openid%20profile%20openid%20profile%20email%20lci-userapi&response_mode=form_post&nonce=637250179586740581.ZTEzY2ZjN2YtNmIwMy00MWE1LTgwYzMtNDgyYjU0ZjNiYzk1MjNjNWIzMzAtYzkyYS00NGE3LTg5Y2UtNjZjYmY2ZmJhZDFm&state=CfDJ8CvHs0PLXJ5Ku3gC_pyKF5F2u5Wm1Pmlq7Mn9f8sacDYfkDHC6sOQqACC4LBMoY-LWoXqOB4TU39v1csBa8GSssyiY1e8aFnWeAKcw3JpvPOTj6pPOwIpfHCrQHu0f5MYYfKfzC_0U-B7YO5qC3LBL8OS8UwOOwQ8CcTXsZWPlEadxSVbtShR_fm5rzlFsIeIXg8uKiW69ktXvi618zZECGnAzPRhgs2ibOFM1U9jeL-yTRRw6f9cSVSw18utbzs-WYgnSUoRm5Ce6c-g8MGzjfHLt6c_27KYnwP2oGvT-zrwaXjAFA-O7wubEl00tWB4SM2QLKJPkc_cYRaoafOYjZWp5MFURPM4WhsmRHnOrZODHBaDVXiRr20UPbJlM1NxBwTNZBFKRyz0qeaf1pGXeBDNZmS4r81wjwhtlS5g79o&x-client-SKU=ID_NETSTANDARD1_4&x-client-ver=5.2.0.0
https://lci-auth-app-prod.azurewebsites.net/account/login?returnUrl=/connect/authorize/callback?client_id=lci-app-switcher&redirect_uri=https%3A%2F%2Fmyapps.lionsclubs.org%2Fsignin-oidc&response_type=code%20id_token&scope=openid%20profile%20openid%20profile%20email%20lci-userapi&response_mode=form_post&nonce=637250179586740581.ZTEzY2ZjN2YtNmIwMy00MWE1LTgwYzMtNDgyYjU0ZjNiYzk1MjNjNWIzMzAtYzkyYS00NGE3LTg5Y2UtNjZjYmY2ZmJhZDFm&state=CfDJ8CvHs0PLXJ5Ku3gC_pyKF5F2u5Wm1Pmlq7Mn9f8sacDYfkDHC6sOQqACC4LBMoY-LWoXqOB4TU39v1csBa8GSssyiY1e8aFnWeAKcw3JpvPOTj6pPOwIpfHCrQHu0f5MYYfKfzC_0U-B7YO5qC3LBL8OS8UwOOwQ8CcTXsZWPlEadxSVbtShR_fm5rzlFsIeIXg8uKiW69ktXvi618zZECGnAzPRhgs2ibOFM1U9jeL-yTRRw6f9cSVSw18utbzs-WYgnSUoRm5Ce6c-g8MGzjfHLt6c_27KYnwP2oGvT-zrwaXjAFA-O7wubEl00tWB4SM2QLKJPkc_cYRaoafOYjZWp5MFURPM4WhsmRHnOrZODHBaDVXiRr20UPbJlM1NxBwTNZBFKRyz0qeaf1pGXeBDNZmS4r81wjwhtlS5g79o&x-client-SKU=ID_NETSTANDARD1_4&x-client-ver=5.2.0.0
file:///C:/Users/Rmarsoun/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Outlook/Downloads/tk21a_ko%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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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확장상 수상자 
지구총재는 신생클럽 조직에 가장 크게 기여한 라이온 중 최대 2명에게 클럽확장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핀과 증서는 신생클럽 헌장과 

함께 발송됩니다. 

 

 

클럽확장상 수상자 

 

성    

 

 
이름     

 

회원번호   

이메일 주소   

클럽명    

클럽번호                                                                                                                                                                          

지구    

 

 

클럽확장상 수상자 

 

성    

 

 
이름     

 

회원번호   

이메일 주소   

클럽명    

클럽번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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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클럽 임원 
 

회장   총무    

성 이름 성 이름 

 
 

주소  주소 

 
 

국가/도/시 우편번호 국가/도/시 우편번호 

 
 

전화 팩스 전화 팩스 

* 미국 이외의 지역은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미국 이외의 지역은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선호하는 연락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선호하는 연락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재무   회원위원장   

성 이름 성 이름 

 
 

주소  주소 
 

국가/도/시 우편번호 국가/도/시 우편번호 

 
 

전화 팩스 전화 팩스 

* 미국 이외의 지역은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미국 이외의 지역은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선호하는 연락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선호하는 연락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스폰서 클럽의 책임 

스폰서 클럽은 신생클럽이 철저한 사명감, 활동 의지 및 열정을 품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생클럽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책임이 요구되며 스폰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이딩 라이온 지원 

• 차타회원 신청자 전원이 라이온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검토 

• 깊이 있는 조직회의 개최 

• 신생클럽이 신입회원들을 위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확인 

• 헌장의 밤 공동 개최 

• 지구 참여를 권유 

• 클럽 상호교류 행사 권장 

• 회원유지 및 증강계획을 기획하는데 협조 

• 클럽회의의 의제를 준비하는데 조력 

• 클럽활동을 후원 

•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클럽 지원 

•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지침 제공 

 
스폰서 클럽으로서 상기와 같이,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신생클럽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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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클럽 임원 서명 
 

클럽회장 성명:  클럽회장 서명:    
인쇄 

 

클럽총무 성명:  클럽총무 서명:    

인쇄 

 

날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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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딩 라이온 

지구총재는 신생클럽을 지원할 가이딩 라이온을 최소 1명 임명해야 합니다. 차터 핀, 증서, 기타 자료들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명단에 있는 첫번째 가이딩 라이온에게 송부합니다. 현 지구총재와 신생클럽의 차터회원은 가이딩 라이온이 될 수 

없습니다. 가이딩 라이온의 임기는 차터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가이딩 라이온 1명이 동시에 2개 이상의 클럽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가이딩 라이온   가이딩 라이온     
 

(클럽용품 수령) 성 이름 성 이름 

회원번호  회원번호   

 
주소  주소 

 
국가/도/시 우편번호 국가/도/시 우편번호 

 
전화 팩스 전화 팩스 

* 미국 이외의 지역은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미국 이외의 지역은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 가이딩 라이온이 스폰서 클럽의 회원인가요? 

 

아닐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아니오        이 가이딩 라이온이 스폰서 클럽의 회원인가요? 

 

아닐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아니오 

클럽명                                                                            

클럽번호   

이 가이딩 라이온이 ‘공인’ 가이딩 라이온인가요?:  

□예   □아니오 

선호하는 연락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클럽명                                                                        

클럽번호   

이 가이딩 라이온이 ‘공인’ 가이딩 라이온인가요?:  

□예   □아니오 

선호하는 연락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헌장의 밤 
클럽헌장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구총재 또는 코디네이팅 라이온에게 발송합니다. 국제본부에서 차터 신청서를 접수 및 
처리하고, 공식 헌장을 준비하여 발송하기까지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헌장 수여일:    

국제회비 청구 

반기분 국제회비는 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잔여 개월 수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각 신입회원의 회비는 국제협회에 신입회원으로 기록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부과됩니다. 회비 액수는 지구총재나 
국제본부에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생클럽 임원 승인 
 

클럽회장 성명:  클럽회장 서명:    
인쇄 

 

클럽총무 성명:  클럽 총무 서명:    
인쇄 

지구총재 승인 

차터를 신청하는 신생클럽은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장래 성공할 전망이 있으며, 이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에 조직을 추천하고 승인합니다. 
 

현 지구총재 서명:   날짜:    

 

지구총재 성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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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자’프로그램에 따른 신생클럽을 위한 정보: 

 

1. 기존 클럽의 존속 기간과 중점 봉사를 증명하는 서신을 모 

클럽에서 발급받아 newclubs@lionsclubs.org로 제출합니다. 

 

2. 국제협회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생클럽의 책임보험 청구 이외에는 승인받아야 함). 

재정적인 의무, 임대료, 담보대출, 조직하려는 클럽의 현재 또는 

계류 중인 부채를 명시하여 이메일 newclubs@lionsclubs.org 

로 제출합니다. 

 
3. 차터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국제협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함께하자’ 프로그램에 따른 클럽 차터 신청서는 국제이사회 

회원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자격 요건 및 기타 고려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mailto:newclubs@lionsclubs.org
mailto:newclubs@lionsclubs.org
mailto:newclub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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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클럽 조직 기준 
1. 신청서 

정식으로 조직되어 임원을 선출하였다면, 어떠한 그룹, 클럽, 모임도 

국제협회에 라이온스클럽 차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사회에서 

정한 인원 이상의 회원이 서명한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제본부에 

제출하고, 국제이사회에서 정한 차터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이사회의 

차터 승인에 따라 

협회 국제회장과 총무처장이 서명한 차터가 클럽에 발부됩니다. 차터가 공식 

발급되면 라이온스클럽이 조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이온스클럽이 차터를 

받는다는 것은 본 협회의 헌장 및 부칙을 비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국제라이온스협회가 법인체의 자격을 취득한 주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되고 지배되는 본 헌장과 부칙에 의해 운영되는 본 협회에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2. 서류 
아래의 서류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부룩에 있는 국제본부에 접수되어 

국제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승인할 때까지는 어떠한 신생클럽도 헌장을 

발급받거나 국제협회 기록에 등재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a. 필요한 사항을 온전히 작성한 공식 차터 신청서. 

b. 함께하자' 프로그램의 경우, 차터회원은 전부 신입회원 또는 전 

라이온입니다. 기존 라이온들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차터회원 
차터가 승인된 후 90일 이내에 헌장의 밤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헌장의 밤 

이전에 입회한 모든 회원을 차터회원으로 인정합니다. 이 날짜 이후로는 

차터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클럽 스폰서 
a. 모든 신생클럽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클럽, 지대, 지역, 

지구임원회 혹은 지구위원회에 의해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생클럽 

스폰서는 클럽이 위치한 지구 경계선 내에서 스폰서합니다. 신생클럽 

스폰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숙지합니다. 스폰서클럽은 소속 지구의 

지구총재가 승인한 경우 1개 또는 그 이상의 공동 스폰서클럽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스폰서클럽은 타 지구 소속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생 국가에 클럽이 결성된 경우, 코디네이팅 라이온이 

지원합니다. 

b. 새로운 지역에 결성된 최초의 클럽은 라이온스클럽 및/또는 소속 

지구의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추가되는 각 신생클럽은 최초의 

스폰서 지구 내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의 클럽에서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지구 내 클럽의 경우, 지구 미편성 지역이 

잠정지구로 편성될 때까지 해당 스폰서클럽이 

유자격 가이딩 라이온의 임명을 포함하여 스폰서에 따르는 전면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특별한 상황 하에, 지구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클럽을 스폰서클럽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신생클럽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1) 결성될 신생클럽이 속한 지구 또는 인접한 지역에 기존 

라이온스클럽이 없을 경우. 

(2) 신생클럽 스폰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구 내 클럽이 

스폰서할 수 없을 때. 

(3) 스폰서를 희망하는 클럽회원들이 결성될 신생클럽 및 회원 

희망자들과 사적인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4) 신생클럽을 조직하는데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기존클럽에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지구 또는 지역 외의 클럽이 스폰서를 해야 

할 경우. 이는 차터비에 한함. 

c. ‘신생클럽 스폰서’ 글자를 수 놓은 엠블럼이 부착된 공식 클럽배너를 

스폰서클럽에 수여합니다. 

5. 클럽명 
a. 제안된 라이온스클럽은 ‘자치 도시’ 혹은 이에 동등한 정부 행정 구획 

명칭을 사용합니다. ‘지자체’는 시, 도, 군, 읍, 면,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조직하려는 클럽이 지자체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면, 클럽이 소재한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고 지역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공식 정부 행정단위를 사용합니다. 

b. 동일한 ‘지자체’나 이에 상응하는 정부 행정구역에 위치한 클럽의 

명칭은 동일한 지자체 또는 동일한 정부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타 

클럽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클럽의 고유 명칭은 정부 행정구역 뒤에 붙이며 협회의 공식 기록 

상에는 괄호로 분리합니다. 

c. ‘호스트클럽’이라는 용어는 지자제 내에서 모(母)클럽의 명예를 

인정하기 위한 명칭이며, 어떠한 특별한 우선권, 혜택이나 특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d. 라이온스 클럽의 명칭에는 역대 국제회장을 제외하고는 생존해 있는 

인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라이온스클럽도 구별되는 

고유명칭으로 ‘International (국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e. ‘Leo(레오)’라는 단어는 라이온스클럽과 구별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f. 라이온스클럽 명칭에 기업명을 포함하는 경우, 기업명을 포함하기 

전에 기업명 사용에 대한 허가를 증명하는 문서(예: 기업 공문 양식에 

작성된 기업 대표의 

서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클럽 경계선 
클럽 경계선은 클럽이 위치한 지자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 행정구역 

또는 지구총재 관할 범위에 있는 단일지구, 정지구 또는 잠정지구 

경계선으로 설정하며, 

클럽이 위치한 복합지구 및/또는 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지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차터 승인일 
차터 승인일은 차터 신청서가 승인된 날입니다. 이 날짜는 클럽 헌장과 공식 

협회 기록에 표시됩니다. 

8. 차터 
a. 국제협회의 회장 및 총무처장이 신생클럽 차터에 서명합니다. 스폰서 

클럽이나 지구임원회 또는 지구위원회의 이름도 함께 기재됩니다. 

b. 신생클럽 차터는 지구총재 혹은 코디네이팅 라이온에게 직접 

송부됩니다. 지구가 편성되지 않은 지역의 차터는 신생클럽 회장에게 

송부합니다. 

9. 회비 
차터회원은 차터회원 명부가 스폰서클럽, 코디네이팅 라이온 및 국제본부에 

보고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회비를 납부합니다. 차터 마감 직후 신생클럽에 

회비가 청구됩니다. 

10. 차터 신청서 제출 마감일 
당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차터 신청서를 미국 오크브룩 

국제본부에 6월 20일 업무종료 이전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생클럽의 존속 보증 
동일한 회기에 10개 이상의 신생클럽을 조직하는 지구총재는 신생클럽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 

신생클럽이 받게 될 구체적인 지원 계획 개요를 제출하고, 2) 차터 신청서 

제출 시, 연간 국제회비의 절반을 납부하고, 

3) 차타신청서가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의 증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방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가 필요하면 신생클럽과로 문의합니다. 

 

회원 서비스 센터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 8842 USA  

전화: 630.203.3830 
이메일: newclubs@lionsclubs.org 

 
 

 

TK-38B KO 9/18 

mailto:newclubs@lionsclubs.org

	1) 이 서식을 사용하여 MyLCI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자'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티이핑하거나 정자체로 작성합니다.
	클럽확장상 수상자
	스폰서 클럽 임원 서명
	지구총재 승인
	‘함께하자’프로그램에 따른 신생클럽을 위한 정보:
	1. 신청서
	2. 서류
	3. 차터회원
	4. 클럽 스폰서
	5. 클럽명
	6. 클럽 경계선
	7. 차터 승인일
	8. 차터
	9. 회비
	10. 차터 신청서 제출 마감일
	11. 신생클럽의 존속 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