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T Role Timeline.KO  5/2023 

 

10월 – 2월  

- Learn 데이터 보고서를 활용하여 미래 지도자 

파악 

- 복합지구 및 지구 지도력 개발 목표 검토, 

   

5월 

- 다음 회기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 다음 회기 현지 연수회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 다음 회기 국제 연수회 검토 및 홍보 

8월 

-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해당되는 경우) 

 

7월 

- 연간 현지 연수회 일정 개발 

- Learn에서 연간 현지 연수회 행사 추가 

-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대상 복합지구 수준 

교과과정 확인 가능  

- 복합지구 의장, 지구 2부총재, 

라이온스/레오클럽 임원 대상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완료 권장  

글로벌 지도력 개발팀(GLT) 코디네이터  

월별 책임과 역할 

9월 30일 

-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마감 
- Learn에서 지도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대위원장 및 클럽임원 대상 지구 연수 보고 

4월 

- 다음 회기 현지 연수회 방안 및 계획 검토 

- 다음 회기 지도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방안 

및 계획 검토 

6월 

- 현지 연수회 보고 완료 

- 차기 GLT 코디네이터 합류  

- 다음 회기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 다음 회기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 다음 회기 현지 연수회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월간 및 연간 책임  

- 국제(라이온스 학습 센터 및 국제 연수회) 및 현지 연수회 행사 홍보 

- 현지 연수회에서 강사양성과정(FDI) 및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LCIP) 수료자 활용  

- 완료된 현지 라이온 및 레오 연수회를 Learn에서 보고 

- 연수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상환 신청서 제출 

- 지구 1부총재/차기총재 전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Learn(복합지구)에 보고되도록 확인 

- 지구 2부총재 전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Learn(지구)에 보고되도록 확인 

- 지대위원장 전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Learn(지구)에 보고되도록 확인 

- 클럽 임원 전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Learn(지구)에 보고되도록 확인 

3월 

- 현 회기 현지 연수회 프로그램 마감 

7월

-- 

8월 

9월

-- 

2월 

3월

-- 

4월 

5월

-- 

6월 

10월 15일 
-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