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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2022회기 지구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1-2022 회기 지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임원진은 귀 지구팀에게  

다음 협회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21-2022 회기 말까지 우리 지구는 클럽의 봉사활동 보고율을 증가시킨다. (작년 봉사활동 수와

같거나 초과)

• 2021-2022회기 말까지 우리 지구는 회원순증가를 달성한다. (작년 회원 수와 같거나 초과)

• 2021-2022 회기 1분기 말까지 우리 지구는 클럽 임원과 지대위원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GLT 지구 코디네이터가 Learn 앱에서 지역 연수 보고 기능을 사용해 연수를 보고한다.

• 2021-2022회기 말까지 우리 지구는 캠페인 100의 3억 달러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재단(LCIF)을 지원한다.

2. 2021-2022 지구 목표 수립을 누가 지원하나요?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는 지구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 2부총재, GMT/GST/GLT/LCIF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해야 합니다. 복합지구 및 GAT 지역 지도부와 함께 지구 목표와 실행 계획을 

검토한 후 제출하십시오.  

3. 지구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지구 전략 계획 워크북은 지구팀을 Insights, 국제협회 실시간 보고, 회원 보고서 자료모음과 같은 

플랫폼으로 안내하며 사용자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2021-2022 지구 목표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봉사, 

회원, 지도력 개발, 국제재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구 목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2021-2022 지구 목표 제출 플랫폼 링크는 2021년 4월 9일에 제공됩니다. 링크가 준비되면, 작성된 

2021-2022지구 목표를 제출하기 전에 지구팀과 함께 모든 실행 항목을 검토하고 수립하십시오. 

5. 지구 목표는 어디에서 제출할 수 있나요?

2021-2022 지구 목표 웹페이지에서 지구 목표를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구 목표를 제출하려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나요?

크롬 또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십시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구 목표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우리 지구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클럽 임원 및/또는 지대위원장을 위한

연수를 개최합니다. 지도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구 목표를 수립할 때, 당선총재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개최되는 2021-2022 차기 임원 연수 

개최일을 기재하고 GLT가 Learn 앱에서 언제까지 연수를 보고할 것인지 기한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2022-2023 차기 임원(차기 지구총재 임기에 함께 활동하는 임원)을 위한 연수회가 2022년 6월에 

제공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8. 제출된 목표를 살펴보거나 수정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확인 이메일을

분실했습니다. 목표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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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이메일을 분실했다면, 글로벌 액션팀(GAT@lionsclubs.org / 전화 +1.630.203.3815)에 연락하여 

새로운 이메일이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목표를 확인하거나 인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부터 2021-2022 지구 목표 웹페이지에서 제출된 목표를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빨리 확인해야 한다면, 확인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사용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목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출 후 24시간 이후에 보기/인쇄 화면에 목표가 표시됩니다. 

10. 지구 목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지구 목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1.  지구 목표를 제출한 후에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제출된 목표 및 실행 계획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12. 복합지구 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합지구는 해당 지역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는 2021-2022회기 S.M.A.R.T 

(Specific;구체적이고, Measurable;측정 가능하고, Actionable;실행 가능하고, Realistic;현실적이고, 

Time-bound;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복합지구와 연락하여 S.M.A.R.T. 목표 수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13. 지구 목표 수립 또는 제출에 대한 질문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글로벌 액션팀(GAT@lionsclubs.or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지구 목표 웹사이트가 사용자 언어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면, 로그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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