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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용품 주문서 

클럽용품 주문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명 혹은 지구  (주문 처리에 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주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대금 지불방식:     __ 우편환 / 수표     __ 클럽/지구구좌     **신용카드로 구입 시,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클럽 혹은 지구구좌 번호  ____ ____ ____ ____ -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임원의 서명: 

클럽 – 회장, 총무 또는 재무 

지구 – 지구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복합지구 – 협의회의장, 복합지구 사무총장, 복합지구 재무총장 혹은 복합지구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령 희망일: _______________________ 

수량 카탈로그 제품번호 색상/사이즈   품명 단가 금액 

     

     

     

     

     

     

     

     

     

 

판매세 

협회는 판매세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 적용할 수 있는 주세 

캐나다 -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추가 비용: 

세금 _____________ 

우편요금 _____________ 

총액 _____________ 

 

자세한 주문 안내는 본 서식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글자 새김, 문자 넣기에 관한 지시사항은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내용은 반드시 타이핑하거나 읽기 쉽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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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주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으로만 주문 하십시오. 동일한 주문에 대해 복수의 방법을 

사용하면, 주문이 중복되어 이중으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나 팩스번호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주문품을 특정 날짜까지 수령하고자 하면, 주문서에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요청 날짜까지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당하게 안내 또는 통지할 것입니다. 

 

클럽명,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나 팩스번호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배달 
미국 내 주문 – 배송료와 수수료는 주문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부과됩니다. 배송료는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익일 또는 2일 

이내 배송 서비스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미국 외 주문 - 배송료와 수수료는 물품의 중량, 부피, 배송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송료는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송 국가의 

세관에서 

추가로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잠정적인 관세 또는 세금을 통제하지 않으며 관세 또는 세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불 
A.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국제협회에사전 결제를 할 때는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것으로, 주문 처리 및 배송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전자 송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clubsupplies@lionsclub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용카드*로 라이온스 용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LCIstore.org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어떤 경우라도 신용 카드 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비자, 마스터, 디스커버 

 

C. 클럽: 클럽회장, 총무 또는 재무가 클럽 계정으로 주문/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지구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이 지구 계정으로 주문/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합지구: 복합지구 의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 겸 재무총장이 복합지구 계정으로 주문/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인쇄 
주문 제작이나 인쇄 요청은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문 제작이나 인쇄를 요청하는 주문은 반드시 이메일이나 팩스, 클럽 용품 주문서 

서식을 이용하여 주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의 주문이든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제작이나 인쇄에 대한 지시사항은 타이핑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타이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읽기 쉽도록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문 제작 또는 인쇄 제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주문 제작이나 인쇄 제품을 주문할 경우, 협회에서 주문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문 상품 중 제조사에서 직접 발송하는 상품이 있으면, 주문자에게 

주문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정확한 주문을 위해 주문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지원 
주문이나 배송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800) 710-7822 또는 (630)571-5466를 이용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지원 운영 

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30분(미국 중부표준시) 입니다. 이메일을 선호할 경우 

clubsupplies@lionsclubs.org로 연락주십시오. 

 

800 무료전화는 미국 (알래스카, 하와이 포함),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캐나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타 부서로 연결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 용품과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 전화 630-571-5466 | 팩스 630-571-0964 

clubsupplies@lionsclubs.org | LCIsto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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