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TtpUpMar18.KO 

글로벌 액션팀(GAT)  
연설 주제 
개요 
글로벌 액션팀(GAT)은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 글로벌 회원증강팀(GMT)과 신설된 글로벌 
봉사팀(GST)을 한데 모아 라이온스의 3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액션팀은 국제협회와 LCIF의 비전을 지지하며, 라이온과 레오의 봉사의 열정을 
재점화합니다.  

목표 
2020년을 기해 봉사를 통해 2억 명 이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라이온, 레오의 회원수를 170만 
명으로 늘리고, 회원 50만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전 
라이온과 레오의 봉사로 세상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글로벌 인도주의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클럽 혜택 
클럽 중심. 각 클럽에는 GLT, GMT, GST 팀에서 봉사하는 라이온들이 있고, 클럽회장은 글로벌 
액션팀의 클럽위원장이 됩니다. 이 방법은 클럽을 활동의 중심에 두는 상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팀워크. 새로운 글로벌 액션팀은 라이온스의 전체 네트워크를 클럽 활동에 활용합니다. GLT, 
GMT, GST가 협력하여 클럽을 지원합니다. 모든 클럽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전체-클럽 
접근 방식입니다.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봉사. GST는 클럽들이 프로젝트 및 영향력 향상을 위한 자료를 찾고 우수사례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질의 봉사 프로젝트는 회원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봉사 기회를 
찾는 신입회원의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도력 개발. GLT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에서 앞장서 봉사할 수 있는 지도력 개발 기회를 
부여합니다. 강한 리더는 회원증강을 주도하고,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클럽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전한 회원. GMT는 클럽들이 신입회원의 관심을 모을 효과적인 회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클럽들이 신입회원과 경험 많은 회원들을 되돌아오게 할 유용한 
회원 경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회원들은 클럽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력, 회원, 봉사가 상호 유기적. 이 핵심 분야들은 각각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리더는 
회원증강과 봉사를 주도합니다. 훌륭한 봉사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새로운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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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시키고 라이온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회원 증강은 봉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에 클럽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조직  
글로벌 액션팀은 라이온스의 상임 조직입니다. 국제회장과 집행임원을 대신하여, 글로벌 
액션팀의 3대 핵심 분야를 이끌 사람은: 
 

•        글로벌 액션팀(GAT) 위원장 – 윙쿤 탐 전국제회장 
•        지도력개발 - 부위원장 웨인 매든 전국제회장 
•        회원증강 - 부위원장 마헨드라 아마라수리야 전국제회장  
•        봉사 – 부위원장 배리 파머 전국제회장 

클럽 수준 
• 클럽회장은 글로벌 액션팀 클럽위원장이 됩니다. 

o GLT 클럽 지도력개발위원장은 현 클럽 부회장이 자동으로 수행 
o GMT 클럽 회원개발위원장 
o GST 클럽 봉사위원장 

지구 수준 
• 지구총재는 글로벌 액션팀 지구위원장이 됩니다. 

o GLT 지구 코디네이터 
o GMT 지구 코디네이터 
o GST 지구 코디네이터 

복합지구 수준 
• 복합지구 의장은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이 됩니다. 

o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o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o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지역 수준 
o GLT 지역지도자 
o GMT 지역지도자 
o GST 지역지도자 

헌장지역 수준 
o GLT 헌장지역 대표 
o GMT 헌장지역 대표 
o GST 헌장지역 대표 

참고 자료 
국제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글로벌 액션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글로벌 액션팀 
웹페이지에는 클럽 수준의 역할에 대한 e-book 자료 등 GLT, GMT, GST 각각에 대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것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globalactionteam@lionsclubs.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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