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0 District Goals

지구: District 354 C

Orient and Southeast Asia헌장지역:

지도력: 클럽임원 연수

2019-2020 회기에 차기 클럽 임원 95% 가 클럽 임원 연수를 수료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지구 팀이 클럽 임원 연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GAT 개발 계획에 클럽 임원 연수를 포함시키고 완료된 연수를 보고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클럽 임원 연수 행사를 지원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행 항목:

실무위주의 효과적인 연수회 진행

2019년 8월 23일 ~ 24일 / 웰리힐리 파크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연수

2019-2020 회기에 차기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100% 가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연수를 

수료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지구 팀이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연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GAT 개발 계획에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연수를 포함시키고 완료된 연수를 

보고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 연수 행사를 지원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지도력개발 교부금을 신청하여 지대위원장 연수 비용을 충당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행 항목: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의 역할을 알수 있는 효과적인 연수회 진행

20019년 6월 21일 ~22일 / 충주 기업은행 연수원

모든 라이온을 위한 학습

지구 팀이 연수회 신청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2019-2020 회기 동안, 우리 지구는 지역 및 국제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회 신청 자격이 있는 

후보자2 명을 발굴할 것입니다.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나만의 목표와 실행 항목

다수의 연수원 교수 직책을 염임하면서 깨달은 노하우와 결합하여 형직적인 연수회가 아닌 앞으로 354-C지구를 이끌어갈 

역량있는 지도자가 나올수 있는  효과적인 연수회로 진행해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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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영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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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구는 4분기 말까지 총 640 명의 신입회원을 영입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우리 지구는 최소한 2 건의 회원증강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지구 내 모든 클럽이 개별적으로 회원증강 목표를 수립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증강 자료를 사용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예: 권유하자! 안내서, 클럽 

회원위원장 안내서와 입회식 아이디어,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평가, 회원 개발 교부금)

회원 영입 증대 목표

신생클럽 개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1

 1

 0

 25

 20

 20

 0

신생클럽 차터회원

4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지구는 3 개의 새 클럽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클럽은 최소 65 이상의 차터 멤버로 구성될 것 입니다.

실행 항목 :

우리 지구는 모든 가이딩 라이온이 공인 자격을 취득하여 신생클럽에 배정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신생클럽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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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유지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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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회회원 수

4분기 말까지 우리 지구의 탈회 회원은 53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행 항목 :

 

순증가 목표

회원 영입 증대 목표  FY 차터회원 목표 FY 회원유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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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인원

2019-2020 회기에 우리 지구는 1000 명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지구 내 클럽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봉사사업에 협력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봉사활동

2019-2020 회기에 우리 지구는 5 건의 봉사활동을 완료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지구 내 클럽들에게 글로벌 주력사업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봉사활동 보고

2019-2020 회기에 지구 내 클럽 70 % 가 웹용 MyLion또는 MyLCI에서 봉사사업을 보고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GAT 지구 코디네이터들이 웹용 MyLion 보고에 관한 연수를 주관하고 참석자들에게 ‘봉사활동 보고가 중요한 

이유 안내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354-C지구 봉사단을 출범하여 클럽 봉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만의 목표와 실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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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2019-2020 회기 말까지 지구 내 클럽 80 % 가 LCIF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기부를 통해 LCIF 지원을 

증명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LCIF 지구 코디네이터가 라이온들에게 LCIF에 대해 교육하고 라이온들의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 참여를 극대화하게 하겠습니다.

기금 모금

2019-2020 회기 동안, 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을 

위해 US$ 200000.00 을 모금하겠습니다.

실행 항목 :

우리 지구는 US$200000.00을 모금하여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옹호 활동

2019-2020 회기 동안, 지구 내 클럽 70 % 가 웹용 MyLion이나 MyLCI에서 봉사사업을 보고할 

것입니다.

실행 항목 :

본인은 지구총재로서 방문하는 모든 공식 석상에서 LCIF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구에 지급하는 모든 교부금에 대해, 모든 봉사사업 보고서가 LCIF에 적시에 제출되어 향후에도 교부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만의 목표와 실행 항목

LCIF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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