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지도자들을 위한
 MyLion 시행 계획

클럽이 봉사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MyLion을 이용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쉬워집니다. 이 무료 모바일 앱으로 라이온들은 클럽 

외로 네트워크를 확충시킬 수 있습니다.  클럽과 지구 임원이 먼저 MyLion을 사용해보시고 다른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시행 계획에 따라 온라인 툴키트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yLion을 MyLion.org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MyLion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 

하자마자, 클럽임원들은 순식간에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전세계에 활동소식을 전하며 많은 

업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클럽 사진을 
업로드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과 간단한 약력만 

준비하십시오.   

앱의 안내를 따르거나 블로그의 링크를 통해 추가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 프로필의 영향력

• 클럽의 MyLion 프로필 수정 방법 

MyLCI 상의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MyLion을 홍보할 사람을 지정하십시오.  
모든 회원들이 MyLion을 다운로드하도록 책임질 

사람을 지정하십시오. 테크놀로지에 능할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MyLion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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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앱을 사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사용 등록 시 필요한 회원번호를 상기시켜 

회원들이 문제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게스트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MyLion 홍보회의를 개최하십시오.
클럽 회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MyLion

을 함께 다운로드하도록 하고 기능을 

설명하십시오. 앱을 다운로드 하려면, WiFi 

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여야 합니다. 

MyLion 리더용 툴키트에 모든 정보를 게재해 

두었습니다:

• 초대 이메일 및 소셜미디어 포스트 견본

• MyLion 개요 파워포인트

• MyLion 연수자료

• 각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쇄 가능한 사용 설명서

회의에 참석하고 MyLion에 등록하는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티셔츠, 충전기, 셀카봉, 각종 휴대전화 장식품 

등의 다양한 경품을 활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의 클럽의 경우, MyLion 지원팀이 MyLion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등록절차를 돕고 각종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일정을 수립하시려면, MyLion 지원팀에게 이메일( mylion@lionsclubs.org) 및 전화(630-

468-7000)로 주중 8 a.m. - 6 p.m.(CST)에 연락 주십시오.

MyLion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MyLion 지원팀에게 mylion@lionsclubs.org로 연락주십시오.

지금 주문하십시오!

http://mylion.org
http://mylion.org
http://www.mylion.org/the-power-of-the-profile-ko/?language=ko
http://www.mylion.org/how-can-i-edit-my-clubs-mylion-profile-ko/?language=ko
mailto:mylion%40lionsclubs.org?subject=
mailto:mylion%40lionsclubs.org?subject=
https://www2.lionsclubs.org/default.aspx
https://s3-us-west-2.amazonaws.com/mylion-wordpress/assets/MyLion-Leader-Messaging-Kit/MyLion_Invite.KO.docx
https://s3-us-west-2.amazonaws.com/mylion-wordpress/assets/MyLion-Marketing/MyLion-PPT.KO.pptx
https://s3-us-west-2.amazonaws.com/mylion-wordpress/assets/MyLion-Training/MyLion-DEC.KO.pptx
https://s3-us-west-2.amazonaws.com/mylion-wordpress/assets/MyLion-QuickStart-Guide/LION0059_QuickStart_Guide_KO_2017-12-19_1.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