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양식을 사용하여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MyLCI에 입력하십시오.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를 통해 MyLCI에 로그인하십시오..

국제본부 기재란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터회원 보고서

이름                                                                              성                                    주소

시                                                           도                                  우편번호                  국가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전회원 또는 전입회원입니까? 예라고 답한 경우, 클럽명 기입
o 예  o 아니오

성별 
o 남성  o 여성
o 제3의 성별   o 응답 거부

o 가족회원                                                                            o 레오 출신/청소년: LL2 제출

 세대주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학생 회원: 코드 1._____________  2._____________ 

 코드:   1.______________ 2. ___________ 3.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o 졸업 연도: _________

CM/FM - $35 _____     TCM/TFM - $20 _____    STU - $0/$21.50 _____     LL/YA -  $0 _____             TOTAL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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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회원
타 클럽에서 퇴회한 후 12개월 이내에 차터클럽으로 옮겨온 경우, 전입회원으로 간주되어 전입차터비(US$20)를 납부합니다. 전입 차터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전출하는 클럽에서 굳스탠딩 회원으로 퇴회해야 합니다. 굿 스탠딩 전입회원은 신생 클럽으로 전입 시 차터비 $20을 지불합니다.

가족회원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가족 모두 동일한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한 경우 특별 회비할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가족회원(세대주)은 국제회비를 전액(US$43) 납부하고, 추가되는 
최대 4명의 가족회원들은 국제회비를 절반(US$21.50)만 납부합니다. 모든 가족회원은 한 번의 차터비(US$35)를 납부합니다. 

가족회원 프로그램은 (1) 라이온스 회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2) 동일한 클럽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예정이며, (3)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출생, 결혼, 기타 법적 관계로 
가족이 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이모/고모와 삼촌, 사촌, 조부모, 인척 및 기타 법적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가족회원은 가구 당 5명까지만 인정되며, 신생클럽인 경우 최소한 10명의 회원은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학이나 군 복무 중인 26세 이하의 가족회원에게는 동일 
가구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1) 세대주 라이온과의 관계, 2) 관계 증명서류, 3) 주소 증명서류를 보고합니다.  

코드

 1. 세대주와의 관계
   SP – 배우자/파트너 SB – 형제자매 AT – 이모/고모  MS – 군복무 혹은 유학 중 
  CD – 자녀  GP – 조부모 UC – 삼촌  OL – 기타 법적관계
  PT – 부모  CN – 사촌  IN – 시가/처가
 
 2. 관계 증명
   ML – 결혼증명서   BC – 출생신고서  NT – 공증  OT – 기타 서류  
  RS – 세례 증명서 (세례식, 첫 영성체, 견진성사, 유대교 성인식, 유대교 할례 등)
 
 3. 주소 증명
  ST – 정부 발급 신분증 (이름과 주소 확인이 가능해야 함) 
   DL – 운전면허증  BL – 납입 고지서  NT – 공증  OT – 기타
  PP – 여권  BS – 은행 거래명세서 

학생회원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만30세 이하의 법적 성인인 학생이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면 차터비는 면제되고, 국제 회비는 절반만 납부합니다. 캠퍼스 클럽에 가입하는 만31
세 이상의 학생은 차터비(US$10)와 국제회비 전액을 납부합니다.

신생 캠퍼스 클럽의 학생들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학생인 클럽은 학생회비로 계산하여 1년치 국제회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아래 명시된 코드를 사용하여 재학 여부 및 나이를 증명합니다. 졸업 예정일도 기입합니다.

코드
 1. 재학 증명
   ID – 학생증  TR – 성적증명서  BL – 수업료 납입고지서 OT – 기타 
  CS – 수업 시간표 

 2. 연령 증명 
  DR – 운전면허증 SC – 정부발급 신분증  BC – 출생신고서  PP – 여권 

레오 라이온/전 레오
모든 전 레오들은 차터비를 면제 받습니다. 법적 성년부터 만30세까지, 1년 1일 이상 레오로 활동한 전 레오는 레오 라이온으로 간주되어 국제회비의 절반만 납부합니다. 

레오-라이온 전환 및 봉사경력 인정서 (LL-2)를 제출합니다.

청년 회원
만30세 이하의 청년이 10명 이상의 레오 라이온으로 구성된 레오클럽 가입 시 차터비는 면제되고 국제회비는 절반만 납부합니다. 레오-라이온 전환 및 봉사경력 인정서 

(LL-2)를 제출합니다.

회원 유형별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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