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력 개발부

학습. 선도. 성장.
학습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며, 국제협회는 모든 라이온 및 레오가
교육과 자기 계발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도자를
육성하고 회원들의 만족과 성장을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클럽 성공의
공통적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연수와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온스 학습센터
라이온스 학습센터(LLC)는 모든 라이온과 레오에게 온라인 쌍방향 코스를 통해 라이온스
기본 지식 및 지도력 역량을 습득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온 계정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Learn(학습)’ 앱에서 라이온스 학습센터(LLC)에
접속하세요.

라이온스 임원직 준비!
국제협회는 다음 임원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합니다:
클럽 임원 연수:
클럽 회장, 총무 및 재무를 위한 온라인 연수가 제공됩니다.
지대위원장 워크숍:
지대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구 2 부총재 (SVDG) 연수 프로그램:
지구 2 부총재의 역량 개발과 연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혼합식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FVDGs/DGEs) 연수 프로그램: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가 국제협회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지식, 비전 및 역량을
갖추도록 마련한 일 년 과정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라이온 지도자가 되세요. 활용 가능한 지도력 개발 연수회와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협회 지도력 개발 웹페이지(lionsclubs.org/ko/learn)에서 확인하시거나 글로벌 액션팀 GLT 코디네이터에게 또는 이메일 leadershipdevelopment@lionsclubs.org 로 문의하십시오!
0820.KO

지도력 개발부

학습. 선도. 성장.
라이온스 강사진 되기!

지도력 개발 연수회 참가 신청!

라이온으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들이 지역사회 봉사 및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라이온은 누구일까요? 멘토링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라이온 강사로서 인정받으세요!

국제협회 연수회 중 하나에 참가하여 지도력 역량을
강화하세요.

강사양성과정 (FDI):
클럽, 지구, 복합지구 차원의 라이온스
연수회에서 강사로 활동할 숙련된 라이온스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ELLI):
라이온 지도자들이 클럽 수준의 지도자 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 (LCIP):
국제협회 주관 연수회, 지구 1 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및 기타 연수 관련 행사에서 활동할
강사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LCIP@lionsclubs.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ALLI):
라이온 지도자가 지대, 지역, 지구 수준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RLLI):
라이온 지도자들이 지구 수준의 지도자 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지역 연수 프로그램:
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액션팀은 ALLI,
ELLI, FDI 또는 국제협회가 제한적으로 감독.
개입하는 현지 RLLI 를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nstitutes@lionsclubs.org.

지도력 개발 보조금
지도력 개발 보조금은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라이온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를 장려합니다. 차기 연수회
또는 교육 행사를 위한 보조금 사용 방법을 알아보려면, 아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력 개발 연수회 보조금: 미래 지도자들의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도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 복합지구: 지구 1, 2 부총재 연수를 지원합니다.
지도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 지구: 지대위원장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라이온 지도자가 되세요. 활용 가능한 지도력 개발 연수회와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협회 지도력 개발 웹페이지(lionsclubs.org/ko/learn)에서 확인하시거나 글로벌 액션팀 GLT 코디네이터에게 또는 이메일 leadershipdevelopment@lionsclubs.org 로 문의하십시오!
0820.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