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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이 GAT 성공 사례 장려금 신청을 위한 훌륭한 사례가 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다음 예시와 양쪽의 요점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우수 사례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청년 회원 독려 

404A1 지구의 GAT 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년 회기 초에 

협회는 나이지리아 404A1 지구가 특히 청년 회원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주에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고 제안된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GLT 의 모든 

연수 활동에 대해 GMT 는 회원 및 비회원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GST 는 

모든 클럽이 이러한 교육과 모든 봉사 활동을 보고하도록 장려했습니다. 

GLT 는 숙련된 FDI/ALLI 가 특히 뉴노멀 시대와 관련된 지도력과 기술에 

있어 라이온, 레오 및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도록 

장려했습니다. 8 지역에서 실시된 회원 연수는 GAT 의 특별한 

성과였습니다.  

에도 다이아몬드 레오클럽은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에도 다이아몬드 

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기술 교육을 받은 후 조직되었습니다. 에도 

다이아몬드 라이온스클럽의 Eferyanan 회장과 회원들은 베냉 동부 순환 

도로 인근의 청년들을 최근 패션계에서 유행하는 머리 장식품 만들기 

기술 교육에 참여시켰습니다. 머리 장식품 

만들기 교육은 2020 년 8 월 11 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에도 다이아몬드 

라이온스클럽의 회원들은 참가자들이 교육 

후에 직접 만든 머리 장식품과 함께 테이프, 

가위, 천을 무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 재료들을 후원했습니다. 교육은 활기찬 

청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청년들이 교육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도 다이아몬드 라이온스클럽 

회장에게 또 다른 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MT 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레오 클럽이 다른 청년들을 모아 그들이 배운 기술을 가르치도록 

권장했습니다. 청년들은 기뻐했습니다! 레오-라이온이 지원하는 GMT 가 

차터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레오 클럽이 성공적으로 

조직되어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ST 는 에도 다이아몬드 라이온스클럽과 레오클럽을 지원했습니다. 

GAT 는 나이지리아 404A1 지구 내 클럽의 회원, 연수 및 봉사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월의 급격한 회원 감소에 대한 대처 방법 

한 가지 주제 집중 

실행 단계 

보여주기 

실행 단계가 미친 

영향 설명 

사진 첨부 

사람들의 반응 

공유  

상황 및 배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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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 월 회기 초에 2,915 명의 회원과 함께 지구총재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회원 순증가 최소 10%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중 꾸준한 성장을 계획했으며 11 월 말에 189 명의 회원 순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2 월에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처음 6 개월 동안 증가한 회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감소된 것은 예기치 

못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2019 년 12 월 회원 순증가 성과는 

(-)111 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추운 겨울, 소속 클럽 중 하나인 바라나시 센추리 라이온스클럽은 인기 

있는 FM 라디오 방송국(98.3, Radio Mirchi)과 손잡고 늦은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옷, 담요 및 음식 꾸러미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살펴보다가 저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바라나시의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인기 RJ(DJ) 중 한 명과 

인터뷰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라이온스가 하는 

일과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 라디오 

채널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협력해서 진행한 한 주간의 봉사를 어떻게 

지켜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간중간에 노래를 틀며 전날 저녁에 

녹음한 제 인터뷰도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전체 에피소드는 그날 저녁에 

방송되었습니다. 더 큰 효과를 위해, 방송의 짧은 영상을 요청해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클럽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방송 중 공지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신생클럽을 조직하기 위해 인근 지구의 일부 그룹과 

대화를 나눴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기존 클럽에 신입회원을 영입하고 1 월에 신생클럽 2 개, 2 월에 1 개를 

조직했으며 회원순증가는 2 년 반 만에 (-)111 명에서 (+)182 명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조직될 최소 두 개 이상의 클럽과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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