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회
클럽 찾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문: 가까운 라이온스 클럽을 찾는 방법
답: 가까운 라이온스 클럽을 찾으려면,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 페이지 상단의
클럽찾기 링크에 클릭한다. 클럽찾기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클럽명이나
도시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에 클릭한다. (예를 들어, 도시명 “Milwaukee” 을
입력하거나 클럽명 “Milwaukee Oak Creek”를 입력한다.)
검색 결과를 줄이려면, 원하는 항목을 골라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결과에서 레오클럽 목록을 원하지 않으면, 알파레오클럽과
오메가레오클럽 필터 박스에 클릭한다.)
검색상자에 주 또는 도시를 입력하여 검색결과를 좁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도시명 “Milwaukee”과 주명 “WI” 를 모두 입력할 수 있다. 검색결과에는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시에 위치하거나 클럽명 및 클럽회의 장소에 이상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클럽만 게재될 것이다.)
검색 결과는 원하는대로 목록이나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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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보기

화면의 왼편
상단에서 결과를
한번에 10개, 20개,
30개씩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지도의 왼편에
지도상의 번호에
따른 클럽 목록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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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불분명하여
지도상에서
클럽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클럽 목록의
왼편 상단에
아이콘이
나타난다.

문:

가까운 레오클럽을 찾는 방법

답:

가까운 라이온스 클럽을 찾으려면, 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 페이지
상단의 클럽찾기 링크에 클릭한다. 클럽찾기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클럽명이나 도시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에 클릭한다. (예를 들어, 도시명
“Milwaukee” 을 입력하거나 클럽명 “Milwaukee Oak Creek”를 입력한다.)
검색 결과를 줄이려면, 원하는 항목을 골라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결과에 라이온스 클럽이나 중고안경 수집장소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라이온스 클럽 및 중고안경 수집장소 필터 박스에 클릭한다.)
검색상자에 주 또는 도시를 입력하여 검색결과를 좁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도시명 “Milwaukee”과 주명 “WI” 를 모두 입력할 수 있다. 검색결과에는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시에 위치하거나 클럽명 및 클럽회의 장소에 이상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클럽만 게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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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클럽에 연락하는 방법

답:

라이온스 및 레오 클럽에 연락하려면, 먼저 원하는 클럽을 검색해 본다.
검색 결과에서, 클럽회장 연락 기호에 클릭하여 연락서식을 연다. 본인의
연락처와 전하는 말을 입력한다. 제출에 클릭한다. 제출한 메시지는
클럽회장에게 전달된다.

문:

상세 검색 사용 방법

답:

검색 페이지에서, 상세검색 링크에 클릭한다. 상세 검색 페이지에서 입력하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검색 결과를 줄일 것이다. 또한, 항목분류
드롭다운 목록을 조절 해 검색결과 분류 순서를 결정할 수도 있다. 검색 버튼에
클릭하면 검색이 시작된다. 초기화 버튼에 클릭하면 입력한 검색 조건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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