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설명서

라이온들을 위한 무료 모바일 
앱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하십시오.

MyLion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MyLion을 MyLion.org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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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라이온들 및 레오들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MyLion

에서 봉사활동 사진을 공유하고, 앱을 이용해 바로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클럽, 라이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손쉽게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시행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yLion 

은 시행한 봉사활동에 따라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배지를 제공합니다.

코드를 스캔하거나 MyLion.org 에서 
MyLion을 다운로드하십시오.

MYLION-5 KO 11/17© 2017 Lions Clubs International. 300 W. 22nd Street, Oak Brook, IL, USA 60523-8842

http://MyLion.org
http://MyLion.org%20
https://itunes.apple.com/us/app/mylion/id1240307147?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lionsclubs.lciandroid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지금보다 더 쉽고 재미있던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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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ion 다운로드 및 등록하기. 라이온과 클럽 찾기.

뉴스피드에 포스팅하기.
개인 프로필을 만들고, 클럽임원은 
클럽 사진을 업로드하기.

• MyLion.org에서 MyLion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하십시오.

• MyLion을 처음 열면, “등록”버튼에 클릭한 후 “라이온스 회원”을 

선택하십시오.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번호,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회원번호가 없거나 협회에 등록한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일단 게스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사용자, 클럽, 활동을 검색하십시오.

• 검색창에 이름과 장소명을 입력한 후 “검색”을 터치하십시오.

• 원할 경우,  화면 상단의 줄무니 삼각형을 이용해 검색 범위와 

언어권을 정하십시오.

• 검색결과를 이용해 연락 하십시오! 

• 사용자와 클럽을 팔로우하게 되면서, 뉴스피드가 작동됩니다.

• 포스트하고자 하는 내용이 생기면,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 

기호를 터치합니다.

• 사진을 게시하려면 사진 선택을 터치하여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사진 보관함에서 사진을 선택합니다.

• 의견을 게시하려면 의견 입력 필드를 터치하여 키보드가 나타나면 

입력을 시작합니다.

• "공유할 게시물 허용”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비행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게시물을 

보냅니다.

• 사람 아이콘을 터치하여 프로필을 만드십시오.

• 자신의 특징을 알릴 사진을 추가하십시오.

• 자신의 관심사, 재능, 봉사에 대한 열정을 알릴 간단한 약력을 

추가하십시오.

• 스크롤 다운하여 획득할 수 있는 배지가 있는지 보십시오.

• 클럽 사진을 업로드하려면, 클럽 프로필에서 연필 아이콘을 

터치한 후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거나 보관함에서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MyLion.org  
을 방문하거나 mylion@lionsclubs.org로 연락 주십시오.

http://MyLion.org
mailto:mylion%40lionsclubs.org?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