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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션팀(GAT) 
개요 및 환영 메시지 

글로벌 액션팀은 언젠가는 라이온이나 레오의 봉사를 통해 전 세계의 모든 필요가 해결될 것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GAT는 라이온스의 3대 핵심 분야인 지도력개발, 회원증강, 봉사를 통합시킵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글로벌 봉사팀(GST)을 글로벌 액션팀으로 통합함으로써, 

클럽이 성장하고 봉사할 시너지와 기회를 창출하여 연간 2억 명에게 봉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클럽은 활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생 글로벌 액션팀은 라이온스의 전체 네트워크를 클럽 활동에 활용합니다. 이 

성공 가이드는 각 팀의 직책에 따른 글로벌 액션팀 조직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 가이드는 봉사 자원과 

역동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탐색하고, 지도력개발 기회를 파악하여 모든 라이온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인정 

많은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기존 라이온들을 참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액션팀은 회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클럽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온들은 인도주의 봉사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봉사의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행동을 보여줄 전 세계 

라이온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하고 지역 사회와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클럽과 

회원들이 효과적인 봉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기술, 지식, 자원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할 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행동하는 

라이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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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션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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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션팀 각 멤버는 이 자원봉사 조직에 꼭 필요한 일부입니다.  글로벌 액션팀 멤버로서, 각자의 

구체적 책임과 다른 멤버들의 책임을 숙지하여 모든 직책이 전체 팀의 성공에 어떻게 - 독자적으로 및 

종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액션팀 리더 - 클럽  
글로벌 액션팀 클럽위원장 (클럽회장) 

클럽회장은 글로벌 액션팀의 클럽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클럽위원장은 GLT, GMT, GST 위원장들이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하고, 회원을 강화하고, 클럽의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할 계획에 협조하고 시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글로벌 액션팀 위원장은: 

• 클럽의 글로벌 액션팀 직책 (클럽 봉사위원장, 클럽 회원위원장, 클럽 부회장-지도력개발위원장으로

활동)을 맡을 유능한 라이온스 지도자를 선정합니다.

• 조화로운 클럽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 유지를 지원합니다.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안 라이온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 클럽 지도력 개발, 회원 증강, 봉사 계획을 클럽이사회에서 발표하고 승인하게 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이 수립한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 지구 글로벌 액션팀 멤버들 및 다른 클럽회장들과 협력하여 클럽 우수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도력 개발과

회원증강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합니다.

• 클럽이 소속된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정위원이 되어 우수사례를 배우고 공유합니다.

• 클럽임원, 지구 글로벌 액션팀 멤버 및 국제협회 직원들과 함께 성공, 기회, 필요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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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Club-Chairperson.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program.php


주요 참고자료: 

• 클럽 우수성 향상

• 클럽 개선 계획 (CQI)

• 클럽회장/제 1 부회장 웹페이지

• 표준클럽체계

•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

• 웨비나

• 라이온스 학습센터

• 지구 및 클럽 행정

• 클럽회장/제 1 부회장 e-Book

• 클럽 헌장 및 부칙
• 클럽 우수상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24 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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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initiativ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president-first-vice.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C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guiding-lion-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district-club-administrati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PFVPEB.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constitution-bylaw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액션팀 클럽위원장 팀의 책임 

• 동료 글로벌 액션팀 위원장들과 협력하여 클럽 우수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도력 개발과 회원증강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합니다.

• 조화로운 클럽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 유지를 지원합니다.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동안 라이온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 지역, 지대, 지구 회의와 행사에 참여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과 협력하여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동안 지도력 개발 및 회원증강 기회를 촉진합니다.

• 지역사회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클럽 행사 및 기금 모금 활동에 대한 회원 만족도를

높입니다.

클럽 지도력위원장 (클럽 부회장) 

• 클럽 회원위원장과 협력하여 신입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 지구, 복합지구,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도력개발 연수회에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 잠재적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 클럽 임원, GLT 지구 코디네이터, 그 외 글로벌 액션팀 멤버들과 함께 성공, 기회, 필요를 공유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클럽회장/제 1부회장 e-Book

• 클럽 개선 계획 (CQI)

• 클럽회장/제 1부회장 웹페이지

• 클럽 헌장 및 부칙
• 클럽 우수성 향상

• 우리 클럽, 우리 방식!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

• 웨비나

• 라이온스 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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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program.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zmg.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initiative.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Club-LD-Chairperson.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PFVPEB.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initiativ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president-first-vi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constitution-bylaw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program.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guiding-lion-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클럽 회원위원장 

• 회원증강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회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갑니다.

• 클럽 회원들이 신입회원을 초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클럽 회원 경험을 갖도록 장려합니다.

• 클럽 지도력개발 위원장(부회장)과 협력하여 신입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 잠재 회원들에게 신속히 연락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클럽 회원위원장 웹페이지

• 회원 초대

• 신생클럽 시작

•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 GMT 코디네이터 연수

•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 클럽 헌장 및 부칙
• 라이온스 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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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MT-Club-Membership-Chairperson.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4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e30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membership-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k9.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development-training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MEB.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constitution-bylaw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클럽 봉사위원장 

• 봉사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어 갑니다.

• 100주년 봉사 챌린지(CSC) 캠페인(FY2017-18) 및 LCI 포워드 봉사체계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100주년 지역사회 유산 프로젝트(FY2017-18)를 탐색하고 시행하여 지역사회에서 라이온스 봉사 효과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 모든 봉사 프로젝트를 MyLCI를 통해 제출하게 합니다.  일관적이고 수치로 표시된 결과 보고를 활용하여,
축적되고 국제협회 표준 관행에 맞춰 결과를 홍보할 수 있게 합니다.

• 클럽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홍보팀과 협력하여, 클럽 봉사 프로젝트 및 봉사의 영향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입니다.

• MyLion 앱을 활용하여 봉사 프로젝트에서 라이온과 레오의 참여를 늘리고 봉사 프로젝트 개발을 확대합니다.

• LCIF 클럽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LCIF 자원 활용 및 기금모금 참여를 극대화합니다.

• GMT 및 클럽 회원위원장과 협력하여 현재 및 장래 회원들이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클럽 봉사위원장 웹페이지

• 우리는 봉사한다

• 글로벌 봉사팀(GST) 도구상자

• 봉사활동 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s)

• 봉사활동 웨비나

• 100주년 봉사 챌린지 참고자료

• 클럽 헌장 및 부칙

• LCIF 교부금

• 레오 지도력 기회

• 라이온스 학습센터

•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 MyLCI

• 봉사사업 아이디어(당뇨병), 봉사사업 아이디어(기근), 봉사사업 아이디어(시력), 봉사사업 아이디어(소아암),

봉사사업 아이디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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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Club-Service-Chairperson.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www.lionsclubs.org/KO/who-we-are/contact-us/public-relations.php
http://www.lionsclubs.org/KO/how-we-serve/youth/leo-club-program.php
http://www.lcif.org/KO/
http://www.lcif.org/KO/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service-chairpers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sar_faq.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service-activity-webinars.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toolbox/centennial-service-challeng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constitution-bylaws.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adership-opportuniti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SCEB.pdf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B.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C.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E.pdf


글로벌 액션팀 리더 - 지구 

글로벌 액션팀 지구위원장 (지구총재) 

지구총재는 글로벌 액션팀의 지구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지구 GLT, GMT, GST 코디네이터들이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하고, 회원을 강화하고, 지구의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할 계획에 협조하고 시행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액션팀 

지구위원장은: 

• 지구의 글로벌 액션팀 직책 (GLT, GMT, GST 코디네이터)을 맡을 유능한 라이온스 지도자를 선정합니다.

• GLT, GMT, GST 코디네이터들이 지구 목표를 지원하고 실천 계획을 이행하게 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이 수립한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 지구 내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복합지구의 글로벌 액션팀 및 다른 지구총재들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대한 계획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 클럽임원, 지구 글로벌 액션팀 멤버 및 국제협회와 함께 성공, 기회, 필요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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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District-Chairperson.pdf


 주요 참고자료: 

• 지구총재 웹페이지
• 지구 e-book

• 지구캐비닛구조

• 클럽 현황 보고서

• 지구 팀 우수상

• 라이온스 학습센터

• 지도력 자료센터

• 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회원 보고서

• 회원 서식 및 출판물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실현 시키기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봉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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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D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DS.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district-governor-team-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 100주년 봉사 챌린지

글로벌 액션팀 지구 코디네이터 팀의 책임 

• 동료 글로벌 액션팀 코디네이터 및 글로벌 액션팀 지구위원장(지구총재)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과

회원증강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합니다.

• 라이온스의 다양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코디네이터들이 이것을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합니다.

• 이용 가능한 국제협회 및 LCIF 프로그램, 파트너십, 자료, 글로벌 액션팀 자원 (GAT 홈페이지 링크), 교부금 또는

특별 보조금을 각 클럽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 새로운 통찰력이나 관점을 생성할 수 있는 공유 과제, 기회, 아이디어를 공개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 클럽위원장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 (GLT) 지구 코디네이터 

• 연간 지도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지역부총재/지대위원장 및 클럽 부회장들과 합의된 수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들이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인식하게 합니다.

• 봉사,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합니다.

• 국제협회와 협력하여 강사 주도식 및 웹 기반 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GM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클럽에서 신입회원에게 효과적인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게

합니다.

• 지도력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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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dex.php
http://www.lcif.org/KO/our-work/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District-Coordinato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주요 참고자료: 

• 지구 e-Book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 상자

• 지도력 자료센터

• 라이온스 학습센터

• 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지구 운영 예산

• 지구 헌장 및 부칙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14장 지도력 개발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회원증강 팀 (GMT) 지구 코디네이터 

• 지구의 연간 회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협회가 제공하는 장래 회원들에게 적시에 연락하고 회원에 대한 최신 현황을 제공합니다.

• 클럽이 신입회원을 영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클럽 회원 경험을 장려하고, 클럽이 활용

가능한 회원 프로그램과 자원에 대해 인지하게 합니다.

• 기한 내에 의무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해산의 위험에 놓인 클럽들과 협력합니다.

•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클럽에서 신입회원에게 효과적인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게

합니다.

• GLT,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클럽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합니다.

• 회원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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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dg-team-ebook.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dg-team-ebook.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glt-funding.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4.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MT-District-Coordinato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index.php


주요 참고자료: 

• 지구 e-book

• 회원 보고서

• 회원 서식 및 출판물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 상자

• 지구 운영 예산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국제이사회 방침서

• 제 5장 클럽

• 제 10장 클럽확장

• 제 17장 회원

•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봉사팀 (GST) 지구 코디네이터 

• 지구의 연간 봉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클럽이 100주년 봉사 챌린지(CSC) 캠페인 (FY2017-18)

및 봉사체계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봉사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지원합니다. 100주년 지역사회 유산

프로젝트 (FY2017-18)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에서 라이온스 봉사 효과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클럽 봉사위원장과 협력하여, 클럽의 봉사 목표에 대한 책임을 갖고, MyLCI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봉사 프로젝트 참여를 높이도록 MyLion 앱 활용을 장려합니다.

• 지구 내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레오의 통합 및 지도력 개발을 포함한 멀티세대 참가자의 관심을 끄는 봉사 프로젝트를 증진합니다.

• 지구에 지급되는 LCIF 교부금으로 지원합니다.

• 봉사의 어려움, 기회, 성공에 관한 클럽과 지구의 피드백을 수렴합니다;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들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봉사 프로그램의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해결하거나 제거합니다.

• 봉사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봉사 프로젝트 개발을 홍보하는 모든 메시지에 교부금에 대한 기회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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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District-Coordinator.pdf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ci-forward/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주요 참고자료: 

• 지구 e-book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글로벌 봉사팀 도구상자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학습센터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주년 봉사 챌린지

• 지구 운영 예산

• 실현 시키기

• 봉사사업 아이디어(당뇨병), 봉사사업 아이디어(기근), 봉사사업 아이디어(시력), 봉사사업

아이디어(소아암), 봉사사업 아이디어(환경)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1장 봉사활동

o 제 22장 레오클럽 프로그램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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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B.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C.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액션팀 리더 -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 (복합지구 의장) 

복합지구 의장은 글로벌 액션팀의 복합지구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복합지구의 GLT, GMT, GST 코디네이터들이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하고 회원을 강화하고 지구의 인도주의 봉사를 확장할 계획에 협조하고 시행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은: 

• 복합지구 글로벌 액션 팀 직책 (GLT, GMT, GST 코디네이터)을 맡을 유능한 라이온스 지도자를 선정합니다.

• GLT, GMT, GST가 복합지구 목표를 지원하고 실천 계획을 이행하게 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이 수립한 계획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 복합지구의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지역의 글로벌 액션팀 및 다른 복합지구 의장들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 지역과 지구의 글로벌 액션팀 멤버 및 국제협회와 함께 성공, 기회, 필요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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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MD-Chairperson.pdf


주요 참고자료: 

• 복합지구협의회구조

• 복합지구 웹페이지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상자

• 지도력 자료센터

• 복합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회원 보고서

• 회원 서식 및 출판물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글로벌 봉사팀(GST) 도구상자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 주년 봉사 챌린지

• 국제이사회 방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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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MDS.pdf
http://members.lionsclubs.org/EN/districts/multiple-district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o 제 14장 지도력 개발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팀의 책임: 

• 동료 글로벌 액션팀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구가 멘토링 프로그램, 회원 오리엔테이션,

라이온스 학습센터 (LLC)의 회원 경험 코스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회원 유지 전략, 계획 또는 접근법을

개발하게 합니다. 

• 합의된 방식을 사용하여 각 지구 코디네이터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국제협회 및 LCIF 프로그램,

파트너십, 자료, 글로벌 액션팀 자원, 교부금 또는 특별 보조금에 대해 인지하게 합니다.

• 지구 지도력 및 회원 개발 목표와 실천 계획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MyLCI에서 100주년 봉사 보고를

추적하고, 지구가 성공에 매진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지원합니다.

• 라이온스의 다양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코디네이터들이 이것을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합니다.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 복합지구의 연간 지도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협회의 모든 차원에서 참여를 장려할 지도력 개발 기회를 홍보합니다.

• 지도력 프로필을 이용하여 봉사, 회원증강, 지도력 개발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합니다. 

• 국제협회와 협력하여 강사 주도식 및 웹 기반 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지도력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지구총재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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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ci-forward/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ntoring-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s://secure.ascentis.com/LCI/TMS/Security/Login.aspx?scmsg=%7b:AuthenticationModule.Logoff%7d
http://www.lcif.org/KO/our-work/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district-goals-odd.php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MD-Coordinato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_lions_leader_profil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index.php


• 지구 e-book

• 표준클럽체계

• 클럽 현황 보고서

• 지구 팀 우수상

• 회원 보고서

• 회원 서식 및 출판물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실현 시키기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상자

• 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복합지구 운영 예산

• 지도력 자료센터

• 라이온스 학습센터

• 복합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 주년 봉사 챌린지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5 장 클럽

o 제 10 장 클럽확장

o 제 17 장 회원

o 제 24 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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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D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DS.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district-governor-team-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EN/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glt-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회원증강 팀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 복합지구의 연간 회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지구에서 특성화 클럽을 포함하여 신생 클럽을 조직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 회원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제협회에서 배부하는 예비 회원에게 24시간 이내에 연락합니다. 대화가 끝나면 예비 회원에게 추후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지를 문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비 회원들이 협회에 입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예비 회원과의 첫 번째 연락 일정을 정합니다. 첫 접촉 후 일주일 뒤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기까지 너무 길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비 회원과 연락할 때 이름을 넣은 제목이 있는 간단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 비회원 및 잠재 회원의 명단을 보관하고, 향후의 회의와 행사 안내문 발송 시 이들을 정기적으로 포함

시킵니다. 한 명 이상 회원과의 여러 차례의 상호작용으로 잠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은 회원이 아닐 수 있지만, 내일은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역 직원의 스페셜리스트에게 이러한 예비회원 진행 상황에 대해 매월 업데이트 현황을 제공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지구 e-book

• 클럽 현황 보고서

• 지구 팀 우수상

• 라이온스 학습센터

• 지도력 자료센터

• 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복합지구 운영 예산

• 회원 보고서

• 회원 서식 및 출판물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실현 시키기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주년 봉사 챌린지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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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MT-MD-Coordinato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special-interest-club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district-governor-team-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glt-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 국제이사회 방침서

• 제 5장 클럽

• 제 10장 클럽확장

• 제 17장 회원

•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봉사팀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 복합지구의 연간 봉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복합지구의 라이온과 레오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 줄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복합지구 봉사 프로젝트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클럽들이 다른 지역에서나 지구 규모로 시행될

수도 있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장려합니다.

• 100주년 봉사 챌린지(CSC) 캠페인 (FY2017-18) 및 봉사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의 모범이 되도록 자원 및 콘텐츠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00주년

지역사회 유산 프로젝트(FY2017-18)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진합니다.

• GST 지구 코디네이터가 레오의 통합 및 지도력 개발을 포함한 멀티세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 봉사

프로젝트를 촉진하도록 권장합니다.

• LCIF 자원 활용과 기금모금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지구/지구 차원에서 LCIF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o 지구에서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LCIF 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므로, GST 지구 코디네이터와

지구총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함으로써 복합지구에 지급되는 LCIF 교부금에 대한

최신 지식을 유지합니다.  모든 경과와 최종 보고서를 총재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 LCIF에

시기 적절하게 제출하게 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지구 e-book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글로벌 봉사팀 도구상자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학습센터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주년 봉사 챌린지

• 지구 운영 예산

• 복합지구 운영 예산

V003 KO 9.06.18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MD-Coordinator.pdf
http://lions100.lionsclubs.org/KO/abou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EN/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EN/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lions100.lionsclubs.org/EN/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adership-opportunities/index.php
http://www.lcif.org/KO/our-work/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EN/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glt-funding.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multiple-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 실현 시키기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봉사사업 아이디어(당뇨병), 봉사사업 아이디어(기근), 봉사사업 아이디어(시력), 봉사사업 아이디어(소아암),

봉사사업 아이디어(환경)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1장 봉사활동

o 제 22장 레오클럽 프로그램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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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EN/serv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B.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C.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액션팀 리더 - 지역 지도자  

글로벌 액션팀 지역 지도자 팀의 책임 

• 지도자들과의 통화하고 웨비나를 주도하고 직접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 멤버들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소통하여 각 팀의 관계를 수립합니다.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팀을 웨비나에 초대하고, 복합지구 연차대회에 참가합니다.

• 지역 내에서 지도자를 발굴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용 가능한 글로벌 액션팀 자료를 검토하고 완전히 이해합니다.

• MyLCI를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사이트를 탐색하고 제공된 정보를 숙지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자주묻는 질문 연수 자료를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 이사회 방침서 및 글로벌 액션팀에 관한 변경사항을 검토합니다.

• LCI 포워드와 새로운 봉사체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유지합니다.

•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의 연수 보고서를 평가하여 글로벌 액션팀의 모든

멤버들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 목표를 수립합니다.

• 지구 팀의 각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지구총재, 1부총재, 2부총재 사이에 지구 목표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목표 및 계획의 시행과 완료에 대한 마무리 노력을 확인합니다.

• 라이온스의 다양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코디네이터들이 이것을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합니다.

• 이메일, 지역의 페이스북 페이지, 기타 세계적으로 연결된 소셜미디어에서 지역의 봉사 성공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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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s://extranet.lionsclubs.org/common/docs/District/NavigationPlusFAQ_ko.pdf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ci-forward/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district-goals-odd.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EN/pdfs/blog-contributor-guidelines.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submit-a-photo.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submit-a-photo.php


주요 참고자료: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 상자

• 지도력 자료센터

• 회원 보고서

• 회원 서식 및 출판물

•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 글로벌 봉사팀 도구상자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주년 봉사 챌린지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14장 지도력 개발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 지역 지도자 

• 동료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팀 멤버들을 위한 지도력 개발 기회를 확인합니다.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봉사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합니다.

• 국제협회와 협력하여 강사 주도식, 웹 기반 연수를 진행합니다.

• 연간 지도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 지도력 웨비나

• 라이온스 학습센터

• 지도력 자료센터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상자

• 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지구 운영 예산

• 복합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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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report.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LT-Area-Leade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training-resourc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glt-funding.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복합지구 운영 예산

• 지도력 성공 스토리 제출

• 지구 헌장 및 부칙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14장 지도력 개발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회원증강 팀(GMT) 지역 지도자 

• 이용 가능한 보고서와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통계 동향 및 변화를 분석하여 회원증강 기회를 파악할

책임 영역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 여성회원 증강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글로벌 봉사 팀과 협력하여 여성의 필요를 해결하는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연간 지역 회원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 회원 웨비나

• 재정 지원 기회

• 회원 보고서

• 회원 성공 스토리 제출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5장 클럽

o 제 10장 클럽확장

o 제 17장 회원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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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multiple-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submit-leadership-story.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4.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EN/pdfs/GMT-Area-Leade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1.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membership-webinar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funding-opportunities/index.php
https://mylci.lionsclubs.org/MembershipReport?l=en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member-success-stories-for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봉사 팀(GST) 지역 지도자 

• 직접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기술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의 글로벌 액션팀 수장으로 활동하며 GLT, GMT,

GST 지역 지도자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 복합지구 및 단일지구 GST 코디네이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사회 봉사 필요를 평가하고, 봉사
기회를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와 특별 동호회를 파악합니다.

• GST 코디네이터와 라이온들이 100주년 봉사 챌린지 캠페인과 LCI 봉사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멀티세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일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100주년 지역사회 유산

프로젝트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에서 라이온스 봉사 효과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 GST와 LCIF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LCIF 프로그램 및 교부금에 대한 지식을 숙지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 조직을 통해 LCIF 코디네이터의 협력을 권장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기술

매체를 통해 LCIF 자원 활용, 파트너십, 기금모금 활동을 극대화합니다.

• 연간 봉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봉사활동 웨비나

• 글로벌 봉사팀 자료 모음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100주년 봉사 챌린지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학습센터

• 25가지 프로젝트 아이디어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1장 봉사활동

o 제22장 레오클럽 프로그램

o 제24 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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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Area-Leader.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k9.pdf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EN/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lions100.lionsclubs.org/EN/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www.lcif.org/KO/our-work/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www.lcif.org/KO/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service-activity-webinar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iad475.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액션팀 리더 - 헌장지역 대표  

글로벌 액션팀 헌장지역 대표 팀의 책임 

• 지역의 목표와 계획을 LCI 포워드 전략과 집중 분야에 맞게 조정합니다.

• 다른 헌장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 경과 보고 도구 및 다양한 기술 매체를 통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 지도자들 및 동료 헌장지역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구합니다.

• 감동을 주는 성공 스토리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 개발, 봉사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액션팀 조직 전반에 걸쳐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 지역 지도력 포럼에 참여하고, 헌장지역의 글로벌 액션팀 리더들과 협력하여 관련 세미나, 행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 다른 사람들이 글로벌 액션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합니다.

• 온라인 보고 도구 및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GLT/GMT/GST를 감독하는 글로벌 액션팀 부위원장

및 국제협회와 성공, 기회, 필요를 공유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

• 웨비나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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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lci-forward/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events/forum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guiding-lion-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헌장지역 대표 

• 지도력 개발 기회에 참여할 잠재적 지도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상자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국제이사회 방침서

• 제 14장 지도력 개발

•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회원증강 팀(GMT) 헌장지역 대표 

• 협회 전반에 걸쳐 회원 지도자들에게 회원증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 재정 지원 기회

• 라이온스 학습센터

• 국제이사회 방침서

• 제 5장 클럽

• 제 10장 클럽확장

• 제 17장 회원

•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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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EN/pdfs/GLT-Constitutional-Area-Leade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MT-Constitutional-Area-Leader.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funding-opportuniti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봉사 팀(GST) 헌장지역 대표 

• 헌장지역의 글로벌 액션팀 수장으로 활동하며, 직접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기술 매체를 이용하여 GLT,

GMT, GST 3명의 헌장지역 대표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 봉사 목표를 달성하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표창합니다. 100주년 봉사 챌린지

캠페인 및 봉사체계에 맞게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00주년 지역사회 유산 프로젝트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에서 라이온스 봉사 효과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 GST와 LCIF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LCIF 프로그램 및 교부금에 대한 지식을 숙지합니다.

• 글로벌 액션팀 조직을 통해 LCIF 코디네이터의 협력을 권장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기술 매체를

통해 LCIF 자원 활용, 파트너십, 기금모금 활동을 극대화합니다.

• 헌장지역의 글로벌 액션팀과 협력하여, 레오를 위한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포함한 관련 세미나, 행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라이온스 봉사 영역

• 글로벌 봉사팀 도구상자

• 100주년 봉사 챌린지

• LCIF 교부금

• 라이온스 학습센터

• 봉사사업 아이디어(당뇨병), 봉사사업 아이디어(기근), 봉사사업 아이디어(시력), 봉사사업 아이디어(소아암),

봉사사업 아이디어(환경)

• 국제이사회 방침서

o 제 1장 봉사활동

o 제 22장 레오클럽 프로그램

o 제 24 장 글로벌 액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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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Constitutional-Area-Leader.pdf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EN/serve/index.php
http://lions100.lionsclubs.org/EN/programs/centennial-legacy-projects.php
http://www.lcif.org/KO/our-work/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www.lcif.org/KO/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service-challenge/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B.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C.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글로벌 액션팀의 멤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중 많은 부분은 지정된 분야의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과 교부금입니다. 각각의 자원에는 프로그램 고유의 자격요건, 예산, 지침이 

담겨 있어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지원 기회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운영 예산 - 운영 예산은 국제협회에 등록된 각 GLT/GMT/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복합지구 당 1명)들이 사용합니다. 

글로벌 액션팀 지구 운영 예산 - 운영 예산은 국제협회에 등록된 각 GLT/GMT/GST 지구 코디네이터 (지구 당 

1명)들이 사용합니다.   

복합지구 교부금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복합지구 내의 지구 제 1 및 2 부총재 연수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구 교부금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지구 내의 지대위원장 연수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프로그램은 복합지구 내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교부금 프로그램 
회원 개발 교부금 - 회원증강을 위한 신규 지역 개척에 초점을 맞추거나 신생클럽 조직 및 회원증강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가족 및 여성 심포지엄 교부금 - 여성과 가족들이 관심을 가질 신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잠재적 회원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라이온스 클럽을 홍보하고, 파악한 신규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신생클럽/지회클럽을 조직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역 여성 워크숍 교부금 - 지역의 여성 라이온들이 여성 및 가족 회원 증강을 위한 지역적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워크숍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100주년 교부금 프로그램 - 100주년 기념 기간 (2015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동안 라이온스와 라이온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복합 또는 단일지구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아동 심포지엄 프로그램 - 필요한 봉사 유형과 참여할 다양한 방법을 파악을 지원하고, 새로운 라이온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심포지엄은 라이온들이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방법입니다

레오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 레오 지도력개발 컨퍼런스 개최에 관심이 있는 라이온스 복합지구, 정지구 

또는 단일지구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레오의 지도력 역량, 특히 봉사사업 관리, 

커뮤니케이션, 창의성과 혁신성, 팀워크, 지역사회 봉사사업 기획 분야에서 레오의 지도력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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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multiple-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md-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glt-funding.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regional-leadership-institute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g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p102.pdf
http://lions100.lionsclubs.org/KO/programs/centennial-grant-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other-ways-to-serve/youth/services-children/childrens-symposium-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adership-opportunities/leo-leadership-grant.php


LCIF 교부금 - 국제재단은 4개의 봉사 분야를 지원합니다: 시력보존, 청소년 봉사, 재해구호, 인도주의 봉사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위한 교부금 지원은 라이온스 지구들이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국제협회는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글로벌 액션팀에 도움이 될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합니다:  

• 국제협회는 신생클럽을 시작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 국제협회는 현재 및 미래 지도자들의 지식을 넓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력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웨비나는 대면 회의 및 온라인 회의에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봉사

웨비나는 연중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  국제협회는 개발에 활용할 자료로서 지난 웨비나를 제공합니다.

• 라이온스 학습센터 (LLC)는 모든 라이온스 프로젝트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핵심 지도력 기술의 학습과

연습을 위해 무수히 많은 온라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 브로셔, 전단지, 강령, 지침서 등을 포함한 라이온스 서식과 출판물은 웹사이트 출판물 및 서식 웹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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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index.php


전체를 위한 추가 자료 
o 국제이사회 방침서
o 100주년 봉사 챌린지 참고자료
o 제 1장 봉사활동
o 제 5장 클럽
o 제 10장 클럽확장
o 제 14장 지도력 개발
o 제 17장 회원
o 제 22장 레오클럽 프로그램
o 제 24장 글로벌 액션팀
o 클럽헌장 및 부칙
o 클럽 우수상
o 클럽 우수상 이사회 방침
o 클럽 현황 보고서
o 클럽 회원위원장 e-Book
o 클럽 회원위원장 웹페이지
o 클럽회장/제 1부회장 e-Book
o 클럽회장/제 1부회장 웹페이지
o 클럽 개선 계획 (CQI)
o 클럽 봉사위원장 e-Book
o 클럽 봉사위원장 웹페이지
o 지역사회 요구사항 평가
o 지구 및 클럽 행정
o 지구 헌장 및 부칙
o 지구 e-book
o 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o 지구총재 웹페이지
o 지구 운영 예산
o 지구 팀 우수상
o 재정 지원 기회
o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도구상자
o 글로벌 회원증강팀(GMT) 도구상자
o 글로벌 봉사팀 도구상자
o GMT 코디네이터 연수
o 클럽 봉사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o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
o 클럽 우수성 향상
o 회원 초대
o LCIF 교부금
o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o 지도력 자료센터
o 지도력 웨비나
o 레오 지도력 기회
o 라이온스 학습센터
o 라이온스 봉사 영역
o 실현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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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board-policy-manual.php
http://lions100.lionsclubs.org/KO/toolbox/centennial-service-challenge.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1.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05.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0.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17.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2.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bpm_ch24.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constitution-bylaw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club-excellence.php
http://www8.lionsclubs.org/reports/ClubHealthAssessment/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MEB.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membership-chairpers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PFVPEB.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president-first-vi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initiative.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ebook/DA-CSCEB.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officers/service-chairpers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mk9.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district-club-administrati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la4.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g-team-ebook.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district-governor-team-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funding-opportuniti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awards/excellence-awards/district-governor-team-excellence.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funding-opportuniti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global-leadership-team/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lobal-service-te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mt-toolbox/membership-development-training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district-governors/guiding-lion-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clubs/club-quality-progra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invite-members/index.php
http://www.lcif.org/KO/apply-for-a-grant/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development-program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eos/leadership-opportunitie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tk10.pdf


o 회원 서식 및 출판물
o 회원 보고서
o 회원 웨비나
o 표준클럽체계

o 지구캐비닛구조

o 복합지구협의회구조

o 복합지구 지도력개발 교부금 프로그램
o 복합지구 운영 예산
o 복합지구 웹페이지
o MyLCI
o 신생클럽 서식 및 출판물
o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o 봉사활동 보고 자주 묻는 질문(FAQs)
o 봉사활동 웨비나

o 봉사사업 아이디어(당뇨병), 봉사사업 아이디어(기근), 봉사사업 아이디어

(시력),봉사사업 아이디어(소아암), 봉사사업 아이디어(환경) 
o 신생클럽 시작
o 회원 성공 스토리 제출
o 지도력 성공 스토리 제출
o 우리는 봉사한다
o 웨비나

o 우리 클럽, 우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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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membership.php
https://mylci.lionsclubs.org/MembershipReport?l=ko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membership-webinar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C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D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MMDS.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AT-multiple-district-operating-budget-fact-sheet.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multiple-district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districts/multiple-districts.php
https://mylci.lionsclubs.org/Login.aspx?l=KO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publications-forms/new-club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strengthen-membership/member-orientation.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sar_faq.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service-activity-webinars.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A.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B.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C.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D.pdf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gst1E.pdf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new-clubs/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member-success-stories-form.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communicate-your-activities/submit-leadership-story.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serve/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webinars/index.php
http://www.lionsclubs.org/resources/KO/pdfs/DA-YCYW.pdf


 

보고 
 

평가 가능한 정보를 수합하고 공유함으로써 2021년을 기해 연간 2억 명에게 봉사하는 LCI 포워드 목표에 대해 

글로벌 액션팀 멤버들이 팀의 모든 범위와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액션팀의 모든 멤버는 정해진 보고 절차에 참여하여 활동, 성과, 장애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보고된 정보는 클럽부터 지대, 지구, 복합지구, 지역 지도자, 헌장지역 대표, 국제위원장까지 전달됩니다. 

헌장지역 대표와 국제위원장은 보고된 정보를 LCI 국제이사회와 공유합니다. 성과와 우려는 해당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필요 시 해결할 것입니다.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dev-plans-progress-report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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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 연락처     
 

질의 사항 과 연락처 정보 

글로벌 액션팀  GlobalActionTeam@lionsclubs.org 

글로벌 지도력개발팀 (GLT)  GlobalLeadershipTeam@lionsclubs.org 

글로벌 회원증강팀 (GMT)  GlobalMembershipTeam@lionsclubs.org 

글로벌 봉사팀 (GST)  GlobalServiceTeam@lionsclubs.org 

회비 청구 및 납부 수납 및 클럽계좌 서비스 AccountsReceivable@lionsclubs.org 

신생클럽 신청 신생클럽 NewClubs@lionsclubs.org 

지회 클럽 신생클럽 NewClubs@lionsclubs.org 

 

신입회원 추가 (차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생클럽 NewClubs@lionsclubs.org  

신입회원 추가 (기존 클럽) 회원 서비스센터 MemberServiceCenter@lionsclubs.org 

클럽 지원 (언어) 
 

• 영어/힌디어 

• 포르투갈어/스페인어 

• 중국어 간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지구/클럽 행정 

 
 

• Clubstatus@lionsclubs.org 

• Iberoamerican@lionsclubs.org 

• Pacificasian@lionsclubs.org  

 

 

• Eurafrican@lionsclubs.org 

 

클럽 임원 지원 

• 영어/힌디어 

• 포르투갈어/스페인어 

• 중국어 간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지구 및 클럽행정 • clubofficers@lionsclubs.org 

 

• Iberoamerican@lionsclubs.org 

• Pacificasian@lionsclubs.org  

 

 

• Eurafrican@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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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임원 지원 

• 영어/힌디어 

• 포르투갈어/스페인어 

• 중국어 간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지구 및 클럽행정 

 

 

• districtofficers@lionsclubs.org 
• Iberoamerican@lionsclubs.org 

 

• Pacificasian@lionsclubs.org  

 

• Eurafrican@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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