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자주 묻는 질문 
 

1. 라이온스 학습센터 로그인 방법 

   회원번호와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에 클릭한다. 

 

*처음 사용할 경우 계좌를 먼저 설정한다. 계좌 설정 방법: 

 

계좌 개설에 클릭한다. 그 다음 회원번호, 패스워드, 이름, 성, 이메일과 사용자 

그룹코드(2011)을 입력한다. 그 다음 새 계좌 개설에 클릭한다.  

 

2. 라이온스 학습센터에 로그인하기 위해 MyLCI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가? 

라이온스 학습센터(LLC)는 MyLCI 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LLC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하려면 회원번호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한다.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MyLCI와 같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3. 기억하지 못할 경우 라이온스 회원번호 찾는 방법 

 클럽총무에게 연락한다.  

 

4. 패스워드를 기억못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의 패스워드를 보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로그인 화면의 패스워드 

분실을 클릭하면 임시 패스워드를 이메일로 전송한다. 로그인 시, 새 패스워드를 

지정하게 된다. 새 패스워드를 기록해 두도록 한다.  

 

5. 라이온스 학습센터 포털에 로그인 후, 코스를 이수하는 방법 

코스 카탈로그로부터 코스 제목을 클릭한다.  제목에 클릭하면 해당 코스가 새 

윈도우에서 시작된다.  

6. 코스 시작 버튼에 클릭하였으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야할 일 

본 사이트의 팝업 블로커를 해지하여야만 코스가 새 윈도우에서 시작된다. 

  



                                                                         
  

7. 코스 이수 시 소프트웨어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할 곳 

지도력개발부(0TUelearning@lionsclubs.orgU0T)로 연락한다. 

8. 라이온스 프로필을 작성하고 한다. 작성 방법 

환영 화면에서 라이온스 프로필에 클릭한다.  이곳에서 프로필 및 연수 경력을 

입력 및 수정한다. 

 

9. 나의 연수 경력에 있어서, 라이온스 학습센터 연수와 기타 연수간의 차이점 

라이온스 학습센터 연수경력에는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모든 온라인 학습이 

포함된다.  기타 연수에는 참여한 라이온 및 비라이온 연수를 기입한다. 

 

10. 라이온스 프로필에 사진 올리는 방법 

라이온스 프로필에서 다음 단계를 밟는다. 

• 프로필 이미지 

• 편집 

• 선택  

•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찾기하기 검색한다.   

일단 사진을 선정한 후: 

• 사진을 더블 클릭한다(사진 크기는 1 MB으로 제한) 

• 업로드 

• 저장 

 

11. 개인 라이온스 프로필과 연수 경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작성 방법 

라이온스 프로필에서 다음 단계를 밟는다. 

• 퀵 리포트(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 다운 목록의 퀵 리포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 

• 라이온스 프로필 보고서 

 프로필 보고서의 인쇄 버전의 경우 원하는 형식(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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