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지구 팀
우수상 신청서

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일

2019-2020 지구총재 성명 (정자체)

지구

회원 번호

2019-2020 지구총재 서명

1.

2. 봉사

회원

필수 성과:

필수 성과:
회원 _________ 명 순증가 달성 *

지구의 클럽 90% 이상이 의미 있는 봉사사업을 시행

또는

추가 성과 (3 가지):

신생 라이온스 클럽 및 레오 클럽 조직:

봉사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성과 (3 가지):
지구 내 클럽이 클럽 지회 조직
지구의 여성 회원 순증가
지구의 클럽 과반수가 월별 회원 보고
지구에서 클럽 확장 워크숍 또는 사업 실시
회원 증강에 대한 클럽 차원의 연수 실시
지구의 클럽 50%가 신입 회원을 영입
클럽들이 회원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장려
지구 또는 클럽이 신입 회원에게 오리엔테이션 제공
회원 만족도를 높여 회원 유지에 협조
전략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에서 봉사사업을 주관하고 보고
지구의 클럽 과반수가 봉사활동을 보고
지구에서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
지구의 클럽 과반수가 봉사활동에 비회원들을 참여시킴
클럽들이 봉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장려
봉사에 초점을 맞춘 클럽 차원의 연수 실시
LCIF 지구 코디네이터가 LCIF 에 기부를 장려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 홍보
클럽들이 LCIF 클럽 코디네이터를 선출하도록 장려
여성 심포지엄 개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 월 30 일자 회원 누적보고서 기준

4.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3. 조직의 우수성

필수 성과:

필수 성과:
지구 내 클럽의 90%가 굿스탠딩 상태
(스태터스쿼 또는 활동정지에 처하지 않음). 지구 의무금 완납
(국제협회에 90 일 이상 체납된 미납금이 US$50 을 초과하지
않음)

지구 행사, 봉사활동, 연차대회, 지도력 연수 기회를 홍보
지구의 소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종 활동을 홍보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및 예비 클럽 임원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
연수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성과 (3 가지):
지구 임원 연수 실시
모든 지대에서 지구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연례 클럽 공식방문 완료
공인 가이딩 라이온 연수회 주관
클럽 개선 계획 (CQI) 홍보
강력한 클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홍보
라이온스 학습센터 홍보
우리클럽, 우리 방식 홍보
여성 지도자 발굴을 위한 연수회 개최

추가 성과 (3 가지):
지구에서 평화포스터 경연대회를 장려
국제협회 공지사항과 프로그램을 클럽에 전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봉사사업과 행사를 홍보
클럽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실시
클럽들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장려
e-클럽하우스 또는 클럽 웹사이트 사용을 장려
‘개혁의 목소리’ 프로그램에 참여
지구의 마케팅 전략 개발에 착수
클럽을 위한 회원 증강 마케팅 계획 견본을 개발

지구총재는 지구총재 팀 우수상 외에도 상기 수상 규정을 충족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5 명의 라이온에게 표창할 상도 함께 수령합니다.
신청 마감일: 2020 년 8 월 31 일
신청서 보내실 곳: districtexcellenceaward@lionsclubs.org 또는 팩스 (630) 468-6828
우수상 수령인: 2020-2021 지구총재
부적격 통지를 받은 지구총재 팀에 대한 재심사는 회기 종료 후 12 개월 이내에 국제본부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서가
국제본부에 이미 제출된 경우에만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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