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LIONS CLUBS INTERN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S 
 

FDI 및 LCIP 비교 안내서  

 

다음 표를 참고하여 귀하의 진행 경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연수회를 선택하십시오. 

 

 
강사양성과정 

(FDI)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 연수회 

(LCIP 연수회) 

연수회 목적? 

o 기본적인 지식 및 기술 제공 

o 학습 내용 전달 및 대면 연수회 진행 

기술에 중점 

o 회원들이 클럽, 지구, 복합지구 

연수회에서 효과적인 강사가 되도록 

준비시킴 

o 기존 지식 향상 및 성인 학습에 알맞는 

교육 기술 최적화 

o 국제 행사 포함 모든 수준의 연수회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연수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강사 인증 

 

연수회에서 참가자가 
얻는 것? 

o 새로운 연수 기술 연습  

o 학습 내용 전달 기술 향상 

o 강사로서의 기술 평가 및 개선 분야 

파악  

o 핵심 연수 기술의 이해 정도 확인  

o 추가적인 연수 전략 및 기술 습득 

o 동료 및 강사진 피드백을 통해 연수 

기술에 대한 자신감 향상 

참가 신청 대상? 
o 경험이 부족한 강사 또는 연수 진행 

기술을 향상시키기 원하는 경험 많은 

강사 

o FDI 이수자 및 연수 경험이 충분한(5년 

이상) FDI 비이수자 

FDI 이수 및 LCIP 
인증 방법? 

o FDI 참석 

o FDI 이수자용 FDI 사후 과제 완료 

o LCIP 연수회 참석 

o 인증 요건 충족 

 

  



FDI 및 LCIP 비교 안내서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다음 표는 연수회에 참석하고 FDI 이수 또는 LCIP 인증을 받은 후 어떠한 연수회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수회 수준 FDI 이수 LCIP 인증 

클럽 수준의 모든 연수회 
  

지대 수준의 모든 연수회 
  

지구 수준의 모든 연수회 
  

복합지구 수준의 모든 연수회 

(복합지구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연수 포함)   

현지 연수회 - ALLI, RLLI 및 ELLI   

국제 연수회 해당 없음  
 

국제협회 주관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해당 없음  

 

 

FDI 이수자 자격에 대한 만료일이 있나요? 

FDI 이수자 자격은 라이온이나 레오가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 유지되며, 현재 재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FD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DI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IP 인증에 대한 만료일이 있나요? 

LCIP 인증은 4년 동안 유효합니다. 재인증 절차는 재인증 대상인 모든 라이온스 공인 강사에게 재인증을 마쳐야 

하는 회기 초에 제공됩니다. LCIP 재인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CI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I 또는 LCIP 관련 문의는 institutes@lionsclubs.org로 연락 주십시오.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faculty-development-institute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lions-certified-instructor-program
mailto:institutes@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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