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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션팀 
글로벌 회원증강팀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임기 
 

1년; 복합지구에서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의거하여) 선정합니다. 복수의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책 개요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지구가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회원증강 전문가입니다.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면서 코디네이터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지구가 회원 강화에 
성공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활동 
 

• GL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및 글로벌 액션 팀 복합지구위원장(복합지구 
의장)과 협력하여 지도력 개발, 회원증강, 인도주의 봉사 확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 복합지구의 연간 회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GMT 지구 코디네이터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들이 활용 가능한 회원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해 인지하게 합니다. 

• 회원증강 목표를 향한 각 지구의 진척 상황을 감독합니다.  수립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구들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동기부여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GMT 지구 코디네이터들이 글로벌 액션 팀 계획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장려합니다.  

• 협회가 제공하는 장래 회원들에게 적시에 연락하고 회원에 대한 최신 현황을 
제공합니다. 

• 회원개발 활동을 위해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복합지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GL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구에 회원유지 전략을 
제공합니다.  

• 지구들이 특성화 클럽을 조직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성공 평가 
 

매 회기 말, 아래의 결과를 통해 총 회원 수를 증가시킵니다: 
• 지구가 회원증강 목표를 달성합니다. 
• 회원 탈회를 5% 감소시킵니다. 
• 여성회원을 늘립니다.  
• 협회에서 제공한 장래 회원들에게 적시에 연락하여 이들에게 멤버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 복합지구 내에서 특성화 클럽 5개를 조직합니다.  
 

권장하는 
자격요건 
 

• 라이온스에 대한 열정을 갖고 협회의 미래에 투자. 
• 본보기가 되어 인도하고; 적극적으로 신입 회원을 스폰서하고 신생클럽을 개발. 
•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이메일, MS 오피스, MyLCI, 협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강사양성과정, 기타 전문 지도력 프로그램의 
졸업자 혹은 강사.  

 
보고  
 

•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GAT 지역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 GLT, GMT, GS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는 글로벌 액션팀 복합지구위원장 

(복합지구의장)에게 보고합니다. 
• GMT 지구 코디네이터는 GM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또는 해당되는 경우 GAT 
지역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