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증강 목표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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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목표  

 신생클럽 차타회원 
(클럽 당 최소 20명) 

1분기 목표   

2분기 목표   

3분기 목표   

4분기 목표   

회계연도 목표   

전년도 (2015-16회기): 5년 평균 

기존클럽에 신입회원 영입  

영향을 미치도록 초대 

목표:  

지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총 _______명의 신입회원을 추가할 것입니다. 

 실천 계획 고려사항: 

• 지구는 회원 모집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까?  행사는 언제 어디서 진행할 것입니까? 

• 기존 클럽, 특히 회원 20명 미만의 클럽들이 회원을 모집하는데 누가 도움을 줄 것입니까? 

• 클럽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초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입니까? 

신입회원 자료 모음에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생클럽 및 차타회원 
신생클럽 개발 

목표:  

지구는 2018년 6월 30일 전에 최소 _______ 명의 차타회원 보유한 _______ 개의 신생클럽을 조직할 것입니다. 

실천 계획 고려사항: 

• 이 클럽들은 어디에 위치할 것입니까?  

• 복합지구 및/또는 지구 차원에서 누가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생클럽 조직을 이끌어 줄 것입니까? 

• 누가 신생클럽을 스폰서할 것입니까? 

• 적격의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수 받을 라이온을 찾아야 합니까?  

신생클럽 개발 자료 모음에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mt-toolbox/new-members.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mt-toolbox/new-clubs.php


 

 

 

 

 

 

 

 

 

 

 

 

 

 

 

 

 

 

 

 

 

4분기 목표*         % 

1분기 목표  
2분기 목표  
3분기 목표  
4분기 목표  
회계연도 목표  

총 회원 백분율 
여성 회원 

*이 목표는 지구 총 회원의 일부분이며 

추가한 것이 아님  

탈회회원 

회원 유지 

목표:  

지구는 2017-18년도 말까지 연간 회원 손실을 _______%까지 낮출 것입니다. 

 실천 계획 고려사항: 

• 회원탈회의 진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과 데이터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 신입회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할 것입니까? 

• 활동정지에 처할 클럽을 줄일 것입니까? 

• 클럽들이 긍정적인 회원 경험을 증진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회원유지 자료 모음 에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목표:  

지구는 4분기 말까지 ______%의 여성회원을 보유할 것입니다. 

. 
실천 계획 고려사항: 

• 더 많은 여성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까? 

• 잠재적인 여성 회원들에게 라이온스 회원이 되면 얻는 혜택을 어떻게 홍보하시겠습니까? 

• 심포지엄 교부금을 신청할 것입니까? 

국제협회 웹사이트에 도움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회원 순증가 

 지구의 순증가 목표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영향을 미치도록 초대 목표 + 차타회원 목표 - 회원유지 목표  = 순증가 목표 

 

MGW17-18.KO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mt-toolbox/member-retention.php
http://members.lionsclubs.org/KO/lions/global-membership-team/global-membership-team-specialists/gmt-family-women-specia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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