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지도 경력  

성명  

 

라이온스 클럽 및 지구 

 

 

취임일 

 

 

본 확인목록은 잠정 라이온스 지도자를 찾아내어 정기적으로 그들의 지도력 개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본 서식을 라이온의 경력과 제공된 지도력 개발의 기회 및 실행 사항을 기록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지구 GLT 팀과 지대 및 클럽 대표와 협조하여 작성하십시오. 

 
 

 

 

클럽/지구/복합지구 내에서 지도력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심을 보임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완료함: 초급  

 

완료일:______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완료함: 상급  

 

완료일:______ 

 

 
 

라이온스 클럽임원직을 역임함 

 

직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직 연도:_____________ 

 

직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직 연도:_____________ 

 
 

 

국제협회가 후원하는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에 참여하였음 

 

지역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장소 및 연도  



 

라이온스 지도 경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급 지도력 연수회:  장소 및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장소 및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사 개발 연수회:  장소 및 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임원 연수에 참여함 

 

연수 완료일:______ 

 

 
 

 

복합지구, 지구 및 지대 수준 지도력 연수에 참여함   (상세히 기재): 

 

연수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도:________ 

 

연수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도:________ 

 

연수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도:________ 

 

연수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연도: ________ 

 

 
 

 

지도력 학습센터에서 한개 이상의 온라인 지도력 개발 과정을 이수함 

 

과정 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수 날짜: _________ 

 

과정 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수 날짜: _________ 

 

과정 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수 날짜: _________ 

 

 
 

 

지구 및 복합지구 대회나 지역 포럼에 참가함 

 

행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 

 

행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 

 

행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 



 

라이온스 지도 경력  

 

행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 __________ 

 

 
 

 

지구대회 및 지역 포럼에서 연설한 바 있음 

 

행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복합지구, 헌장지역 및 협회 후원 행사에서 연수를 진행하였음 

 

행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사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 

연설 주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관련 지도력 개발 경력을 나열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온스 지도 경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LT 대표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본 라이온의 지도력 개발에 참여한 기타 라이온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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