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액션팀 운영 예산 현황 

(8/18) 

 

글로벌 액션팀 운영 예산이란 무엇인가?  
 

운영 예산은 국제협회에 등록된 각각의 글로벌 액션팀(GAT) 코디네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1 인당 US$600  

 글로벌 액션팀 지구 코디네이터 1 인당 US$250  
 

운영 예산은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또는 지구 코디네이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지출의 예를 들면, 웨비나 서비스, 연수 비용,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봉사 관련 활동이나 지구 관련 회의 참석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을 수령하기 위해서 복합지구 또는 지구 코디네이터는 다음 요건들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지구 글로벌 액션팀 개발 계획을 국제협회에 제출합니다. 각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또는 지구 코디네이터는 국제협회 홈페이지의 글로벌 액션팀 개발 계획 및 경과 보고서 

웹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액션팀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 2019년 3월 31일 까지 아래 목록의라이온스 학습센터 (LLC) 온라인 연수 코스 중 

두 개를 완료하십시오. 

 

3. 운영 예산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국제협회는 복합지구 또는 지구 코디네이터가 2 개의 

온라인 연수 코스를 완료하고 개발 계획을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처리한 후, 4-6 주 안에 복합지구 또는 지구로 운영 예산이 지급될 것입니다.    

 

4. 각 글로벌 액션팀 코디네이터는 복합지구 또는 지구 재무총장과 함께 복합지구 또는 

지구의 은행 계좌에 대한 최신 정보가 국제협회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서 

운영 예산이 즉시 지급될 것입니다.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 및 지구 코디네이터는 코스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래 나열된 

코스 중 2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액션팀 코디네이터는 이미 이수한 코스들을 

검증하고 아래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코스를 반복해야 합니다.  
 

글로벌 액션팀(GAT) 과정 

섬기는 리더십 회원의 다양성 존중 지역사회 봉사 제공 

멘토링 회원 경험 효과적인 팀 

코칭 신생클럽 개발 글로벌 액션팀 개요 

갈등해결 영향을 미치도록 초대 목표 설정 

팀에 동기부여 의사결정 혁신 증진 

변화 관리 시간 관리  
 

연수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글로벌 액션팀 지원 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 (LLC)에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까?     eLearning@lionsclubs.org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at-even/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resources/leadership-resource-center/lions-learning-center/index.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action-team/gat-budget-form.php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664&ActivityDataTypeId=2&h=%7b%3a%40Servant+Leadership+-+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587&ActivityDataTypeId=2&h=%7b%3a%40Valuing+Member+Diversity+-+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533&ActivityDataTypeId=2&h=%7b%3a%40Providing+Community+Service-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645&ActivityDataTypeId=2&h=%7b%3a%40Mentoring-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730&ActivityDataTypeId=2&h=%7b%3a%40Membership+Experience%7d+-+Korean&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500&ActivityDataTypeId=2&h=%7b%3a%40Effective+Teams+-+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445&ActivityDataTypeId=2&h=%7b%3a%40Coaching+-+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708&ActivityDataTypeId=2&h=%7b%3a%40New+Club+Development%7d+-+Korean&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777&ActivityDataTypeId=2&h=%7b%3a%40Global+Action+Team+Overview+-+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555&ActivityDataTypeId=2&h=%7b%3a%40Conflict+Resolution+-+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719&ActivityDataTypeId=2&h=%7b%3a%40Invite+for+Impact%7d+-+Korean&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455&ActivityDataTypeId=2&h=%7b%3a%40Goal+Setting+-+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656&ActivityDataTypeId=2&h=%7b%3a%40Team+Motivation-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622&ActivityDataTypeId=2&h=%7b%3a%40Decision+Making+-+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577&ActivityDataTypeId=2&h=%7b%3a%40Promoting+Innovation+-+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521&ActivityDataTypeId=2&h=%7b%3a%40Managing+Change+-+Korean%7d&mt=
https://secure.ascentis.com/LCI/TMS/DevelopmentTools/RegistrationSession.aspx?ActivityID=7683&ActivityDataTypeId=2&h=%7b%3a%40Time+Management-Korean%7d&mt=
mailto:globalactionteam@lionsclubs.org
mailto:eLearning@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