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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교육 과정 
(2017-2018 년도) 

세션 제목 세션 내용 

개회식 어색함을 푸는 활동을 진행하여, 강사는 참가자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편한한 강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라이온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본 세션은 참가자들에게 국제협회 연혁과 근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구촌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의 신념을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변화에 대처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 검토해 

보고 변화를 전개할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로서 클럽과 지구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팀 지원 라이온스 팀을 이끄는데 필요한 팀워크, 협동, 기술에 초점을 둔다. 

국제재단 주제 

프리젠테이션 

각 참가자는 연수회 전에 국제재단에 대한 다섯가지 주제 중 한가지에 

대한 과제를 배정 받는다.  본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같은 과제를 

배정받은 타 참가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논하고 연수회 마지막 날 

이에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들에게 스스로의 소통 방식을 파악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상호간이나 디지털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 
본 세션에서는 회의 진행의 단계, 훌륭한 회의의 요소, 참가자들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둔다. 

다양성 
본 세션은 클럽, 지구, 국제협회 내의 다양성이 주는 혜택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멘토링의 혜택에 대해 논의하고,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와 절차를 확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멘토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창의적인 사고 

본 대화형 세션은 라이온스 지도자들을 위한 필수 문제해결 능력인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 강조한다. 

국제재단 

본 세션에서는 국제재단의 구조와 임무를 검토한다.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국제재단의 네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클럽 성공 보장 
본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클럽의 특징을 검토하고, 클럽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문제해결 토론 
본 비공식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도력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속 지역의 문제와 기회를 파악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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