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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션 팀 
 

글로벌 봉사 팀(GST) 지역 지도자 
 

임기 
 

3년; 성과에 따라 재임명 또는 면직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직책 개요 
 

GST 지역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팀에게 소속 지역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전략적인 
봉사 프로그램 자원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강렬한 봉사 성공 
스토리를 수집하고 공유합니다. 봉사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성공을 위한 
조치 

 소속 지역에서 글로벌 액션 팀 의장으로 활동하여 3명의 GLT, GMT, GST 지도자들 
사이에서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게 합니다. 

 GLT, GMT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봉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GST 단일지구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팅 라이온들과 협력하고 이들의 피드백을 구합니다. 

 봉사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합니다. 
 지도자들을 참여하게 하고 희망하는 봉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합니다.  

 GST 방침, 프로그램, 자료를 이해합니다. 
 GST 코디네이터와 라이온들이 100주년 봉사 챌린지 캠페인(FY2017-18)과 LCI 
봉사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일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100주년 지역사회 유산 프로젝트 (FY2017-
18)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에서 라이온스 봉사 효과의 가시성을 높입니다. 

 LCIF와 연계하여 GST로 활동합니다; 프로그램과 연간 교부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습니다. 

 LCIF 자원의 활용과 기금모금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LCIF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당선총재들이 임기를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역 지도력 포럼에 참여하고, 헌장지역의 글로벌 액션 팀 리더들과 협력하여 관련 
세미나, 행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성공 평가 
 

 봉사 프로젝트 실시와 보고를 연간 5% 증가시킵니다. 
 당뇨병 프로젝트 실시를 연간 5% 증가시킵니다. 
 LCIF 코디네이터들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LCIF 자원을 활용하여 강화할 수 있는 봉사 
사업을 최소 1개 이상 파악합니다. 

 지역 포럼에서 글로벌 액션 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봉사 관련 세미나를 최소 1건 이상 
개발하고, LCI 봉사체계에 부합하는 직접 봉사 기회를 최소 1회 이상 개발합니다. 

 레오클럽 개발 및 레오와 라이온들 간의 직접 봉사 협력을 증가시키면서 매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권장하는 
자격요건 
 

 라이온스에 대한 열정을 갖고, LCI 포워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협회의 미래에 투자.  
 지난 5년 내에 봉사 활동을 이끌고 개발한 경험.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강사양성과정, 기타 전문 지도력 프로그램의 졸업자 혹은 

강사.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이메일, MS 오피스, MyLCI, 협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보고 체계  
 

 

 GST 지역 지도자는 GST 헌장지역 대표에게 보고합니다.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단일지구 코디네이터는 GST 지역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코디네이팅 라이온/국가 고문은 GLT, GMT, GST 지역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