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1년도 지구 목표

지구:

헌장지역: 동양 및 동남아시아

355 B1

회원 개발

목표
우리 지구는 2020-2021 회기 말을 기준으로, 회원 수의 순증가(회원 수가 작년과 동일하거나 초과)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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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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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내 조직된 신생클럽

회원 영입 증대 목표

 FY 차터회원 목표

FY 회원유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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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가 목표

회기 신입회원 + 회기 차터회원 - 회기 탈퇴 회원 = 회원 순증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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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종료일착수일필요 자료책임자실행 단계

클럽4역세미나 총재/GLT코디네이터 연수교본 2020. 5. 29. 2020.5.29.

 스폰서 클럽과 가이딩에 지원 총재/가이딩라이온 가이딩가이드북 2020. 7.1. 2020. 8. 30.

신생클럽 지도자 육성 총재/가이딩라이온 신생클럽 자료 2020. 7.1. 2021. 5. 30.

조직총회 전 신입회원 총재/GLT코디네이터 신입회원교육책자 2020. 7.1. 2021. 5. 30.

LCIF: 캠페인 100

목표
2020-2021 회기 말까지, 우리 지구는 3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LCIF를 

지원하겠습니다.

실행계획

우리 지구의 기금 모금 목표를 지원하고 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구의 목표 달성을 도우며, 

LCIF 및 캠페인 100에 탁월한 공헌을 한 지구에게 수여되는 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및 연설을 통해 LCIF와 캠페인 100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 및 클럽의 

기부를 장려하며, 클럽에 LCIF 지구 코디네이터 및/또는 LCIF 클럽 코디네이터를 초청하여 정기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클럽이 캠페인 100 및 LCIF 지원 목표를 수립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더 많은 라이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구임원회는 매 회의 시 LCIF 지구 코디네이터를 통해 최신 현황을 보고하고, 지구 연차대회 기간 중 캠페인 100 과 

LCIF 프레젠테이션/세미나 일정 및 LCIF 안내소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임원회 회의 외에도 정기적인 현황 

보고 회의 또는 지구 코디네이터와의 전화 간담회를 계획하겠습니다.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우리 지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LCIF 교부금 기회, 특히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구가 교부금 지원이 가능한 봉사사업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지구임원회는 지구 내 공개 행사에서 선도 및 주요 기부자, 모델클럽, 100/100 클럽의 모범적인 기부 활동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복합지구 자체 목표

목표

캠페인 100에 대한 홍보및 교육을 강화하여 LCIF기금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라이온들이 100$로 할수 

있는 많은 봉사가 있음을 알리고 십시일반의 캠페인 100을 전회원이 동참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클럽4역세미나를 통해 클럽별 목표액 설정

각지역별 공식방문을 통해 다시한번 인식후 지역별 LCIF기금 목표액 설정

실행계획

종료일착수일필요 자료책임자실행 단계

클럽4역세미나-캠페인100 LCIF위원장 각클럽LCIF기금 

목표액 발표

2020. 5. 29. 2020. 2. 29.

각 지역공식방문 지역부총재 지역별 LCIF기금 

목표액 설정

2020. 7. 1. 2020. 8. 30.



지구 자체 목표

목표
회원증가

클럽30명 이하 클럽 활성화

1. 30명 이하 클럽 현황에 따른 책임자 선정 - 지구GMT팀원, 지구GLT팀원의  능력에 맞춘 책임자 선정

2. 클럽 4역과 간담회 개최

3. 대상클럽 회원을 위한 연수회 개최  - 신입회원 증강 및 탈회방지

4. 지속적인 관리와 클럽 월례회 참석하여 지도

�월별보고서를 통한 선정

�클럽의 문제점 파악 및 지구에서  클럽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강연 실시 후 설문조사 실시

�월별보고서를 통한 회원증가 현황 파악 및 관리 분기별 보고서 제출

실행계획

종료일착수일필요 자료책임자실행 단계

30명미만 클럽 회원 활성화 회원위원장, 

지구총재GMT코디네이

터

클럽 월별보고서 2020. 7. 1. 2020.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