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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일  

4.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필수 항목:  
지구, 복합지구, 국제 대회 참여를 장려 

           

각종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서를 마련 
 

계획서에 대한설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달성 항목(2가지): 
 

지구에서 평화포스터 콘테스트 참여를 장려 

국제협회 공지 사항 및 프로그램을 클럽에 전달  

소셜 미디어로 봉사사업과 행사를 홍보 

클럽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연수 시행 

클럽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격려  

 e-클럽하우스 및 클럽 웹사이트 사용을 장려 

 

 

1. 회원 

필수 항목:  
 

달성한 순증강: ___________________ *  
          

또는 
 

라이온스 및 레오클럽 조직: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달성 항목(2가지): 
 

지구 내 클럽이 지회클럽 결성 

지구 가 여성회원 수 순증가 달성 

지구 내 대다수의 클럽이 월별회원 변동 보고 

지구에서 클럽확장 워크숍을 주관 및 시행 

회원에 초점을 둔 클럽 수준 연수 시행 

지구 내 90% 클럽이 회원증강 목표 수립 

지구 내 50%클럽이 신입회원 모집 

클럽들이 회원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격려 

지구 및 클럽이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제공 
 
 

*6월 30일자 누적보고서 기준.  
 

 

2. 봉사 
 

필수 항목:  
 

지구 내 90%이상 클럽이 의미 있는 봉사사업 시행 

국제 봉사 체계를 홍보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달성 항목(2가지): 
 

봉사 

지구주관 봉사 사업 시행 

지구 내 대다수의 클럽이 봉사활동을 보고 

지구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시행 

지구 내 대다수의 클럽이 비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 시행 

클럽들이 봉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격려 

봉사에 초점을 둔 클럽 수준 연수 시행 

LCIF 지구 코디네이터가 재단 기탁을 장려 

LCIF 프로그램에 참여 

클럽이 LCIF클럽 코디네이터를 선임하도록 격려 

 

3. 조직적 우수성 
 
 

필수 항목:  
지구 내 90%클럽이 굳스탠딩 클럽 (스태터스쿼 및  

활동정지에 취하지 않음. 지구 의무금 완납. 협회 의무금  

US $50이상이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음).  
 

현 및 잠정 클럽 임원들을 위한 연수 제공. 
 

       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추가 달성 항목(2가지): 
 

지구 임원 연수 실시 

모든 지대에서 지구 자문위원회의 실시 

연례 클럽 방문 완료 
공인 가이딩 라이온 연수 시행 
우수클럽개발(CQI) 프로그램 장려 
강력한 클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프로그램 장려 
라이온스 학습센터 장려 
우리클럽, 우리 방식 프로그램 장려 

 
지구총재에게 지구총재 팀 우수상과 함께 상기 수상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5명의 추가 라이온들에게  

수여할 상을 제공. 

마감일: 2018년 8월 31일 

보낼 곳: districtexcellenceaward@lionsclubs.org  및 팩스: (630) 706-9130 

상 송부처: 2017-2018회기 지구총재  

 

 

결격된 수상자격 재검토 요청은 회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국제본부로 접수되고 신청서 원본이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에 한 해 수리. 

    
DA.50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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