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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 로그온 방법 

답: 클럽 주소록 및 MyLCI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각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온 해야 한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새 사용자입니까?  "지금 등록하려면 여기에 

클릭하십시오"에 클릭한다. 일단 등록 절차를 마치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클럽 주소록과 MyLCI 사이트에 모두 접속할 수 있다.  

문: 패스워드를 받는 방법 

답: 주소록과 MyLCI 사용자들은 자신의 고유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 있다.  첫 

사용자에게는 "새사용자입니까? 여기에 클릭하여 등록하시오"에 클릭해야 한다.  

국제협회 회원번호 및 기타 신분 확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원하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될 보안질문을 만들고 답을 정하게 된다.  

문: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야할 일 

답: 로그론 페이지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클릭하십시오”에 클릭한다. 패스워드 등록시 지정했던 신분 확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질문에 맞는 답을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재지정 할 수 있다.  

문: 패스워드를 받는 방법 

답: 클럽 주소록과 MyLCI 사이트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새사용자입니까?  여기에 

클릭하시오"에 클릭한다. 국제협회 회원번호 및 기타 신분 확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원하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될 보안질문을 만들고 답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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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패스워드 변경 방법 

답: 일단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우선, 로그온 

페이지로 간다.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를 선택한 후 제출에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사용자 아이디 

및/또는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   

문: 이메일 주소 변경 방법 

답: 일단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하면, 등록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우선, 로그온 페이지로 간다.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를 선택한 후 제출에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는 물론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및 보안질문과 답을 변경할 수 

있다. 

문: 모든 라이온이 클럽 주소록과 MyLC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클럽 주소록과 MyLCI 사이트 접속 여부는 회원의 직위와 역할(예: 클럽총무, 

사무총장, 협의회의장 및 전국제회장 등)에 근거한다.  

문: “국제협회 – 패스워드 프로필 변경 확인”이메일에 회신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및 보안질문이 변경될 때 마다 이메일을 받게 될것이다.  본 

이메일의 목적은 개인 로그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한 적이 없는데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에만 이메일에 회신하도록 한다.   

문: “국제협회 – 등록 완료”이메일에 회신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 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 마다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이메일의 목적은 개인 

로그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한 적이 없는데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에만 이메일에 회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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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패스워드 지정 조건 

답: 패스워드는 반드시 한 영어철자와 한 숫자를 포함해야 한다. 패스워드는 최소한 

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패스워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야 한다.  

(예:LION123과 lion123은 같은 패스워드가 아니다.)   

문: 패스워드와 보안질문의 답이 모두 기억나지 않을 경우 

답: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및 보안질문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지원센터에 이메일 

(mylci@lionsclubs.org) 및 전화(630-468-6900)로 연락한다. 

문: 지난 해 처럼 패스워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  패스워드는 더이상 우편으로 송부되지 않는다. 임원으로서 MyLC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고유 아이디와 패스워들 지정해야 한다.  

문: 내년에 다시 등록해야하는지의 여부  

답: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한번 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매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문: 클럽 주소록과 MyLCI는 모든 컴퓨터에서 접속 가능한가의 여부 

답:  그렇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클럽주소록과 MyLCI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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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답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답: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 시 제공한 정보는 

협회 회원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질문 예 모범 답 

집주소 입력:    1234 Main Street 집주소를 라이온지 주소라벨에 게제되어있는 

그대로 입력 

소속 클럽명:    Oak Brook Burr Ridge  

또는 

Chicago Northwest 

공식 클럽명을 기입한다.  클럽명에 “Lions” 나 

“Club” 또는 “L. C.”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름과 성 입력:    Joseph Smith 이름을 라이온지 주소라벨에 게제되어있는 

그대로 입력. 

배우자/성인동반자명: Elizabeth or 

Elizabeth Smith  

클럽총무에게 보고한 이름 그대로 입력. 

집, 직장 또는 핸드폰 번호 

입력: 

3122641212 

1 22 61217900 

 

클럽총무에게 보고한 전화번호 그대로 입력. 

 

문: "사용 시도 한계를 초과하였습니다.  지금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날 경우, 

해야할 일 

답:  본 오류 메시지는 입력하는 정보가 협회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타난다.  우선, 

클럽 총무 및 회장과 확인하도록 한다.  확인 된 정보로, 30분 정도 이후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