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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Learn에서 레오 보고하기  
기술 지원 웹페이지 링크 

 

레오 연수 행사 또는 레오 참가자를 Learn에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습은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Learn에 레오 연수 

행사를 보고하면, 각 레오 연수에 대한 기록이 생성됩니다. 

지역의 레오 연수를 보고함으로써 레오 회원들은 종합적인 

학습 기록을 구축하여 레오 및 라이온으로서 쌓아온 역량 개발 

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된 현지 레오 연수, 참가자 및 강사 정보를 통해 

협회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연수가 지도력 역할을 준비하는 레오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 

• 연수의 동향 또는 격차 파악 

• 적극적 학습자인 레오 식별 

 

 

Q 

A 

https://lionshelp.zendesk.com/hc/ko/categories/3600029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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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학습 기록을 통해 레오가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레오는 자신의 개별 학습 기록을 확인하고, 현지 연수 행사 및 

온라인 과정의 참여/종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기록은 다운로드 및 공유가 가능하므로, 레오는 원하는 

정보를 학교 지원서 또는 이력서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오는 개별 학습 기록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Lion Account로 Learn에 접속합니다. 보고서를 선택하여 연수 

기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1. Lion Account로 로그인하세요. 

2. Lion Account가 없다면, 계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Member 

Portal의 ‘Learn’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A 

Q 

A 

Q 

https://lci-auth-app-prod.azurewebsites.net/account/login?returnUrl=/connect/authorize/callback?client_id=lci-app-switcher&redirect_uri=https%3A%2F%2Fmyapps.lionsclubs.org%2Fsignin-oidc&response_type=code%20id_token&scope=openid%20profile%20openid%20profile%20email%20lci-userapi&response_mode=form_post&nonce=637200803280744584.N2RiZGVkN2EtMDU2Zi00ZWIyLWFlOWYtODE5NzU4NTVkYmQzZDc0NTk2YTQtZjUxZC00NDRmLTllZjktY2VhMjNkYzNhNzIy&state=CfDJ8CvHs0PLXJ5Ku3gC_pyKF5GJMTTHTR2IvusojuaFCZ2MtIfKa8QLjhFqTFQTYLJuKfbWYDM3e7jYJqIgRdpzMCnft_1gHPL05PIOgtnu3HE5MnhGY7eN1f2DJCMxBkwuJHyWte0yFnfoN-GJnKr_Tbpescej34MqV5aYsbwD4nHhry1IyQewgn7efrf1h3kgI_GmXavg7kyuUF1R0rzSiOeTbSn2md33lw3OuBfHNg5e8_N9m1wwY74zSU2beTCv1wrPCZeu2kGzYwVdBDUaL_VtKVcpjLTfO-f48QSE9Ld8rijb2aViH5RRQkYFmtaQKpqxY5YPSvJG2S5sBLhMrNvAgqW2Mql1edVifFcX-bcYW5jYJ49GfnsBWIroK4HdCr1JEgOzsvEwssflp7DT0B2TMu3H2JiLE7NKmiGY9OID&x-client-SKU=ID_NETSTANDARD1_4&x-client-ver=5.2.0.0
https://lci-auth-app-prod.azurewebsites.net/Home/Check?returnUrl=/connect/authorize/callback?client_id=lci-app-switcher&amp;redirect_uri=https://myapps.lionsclubs.org/signin-oidc&amp;response_type=code%20id_token&amp;scope=openid%20profile%20openid%20profile%20email%20lci-userapi&amp;response_mode=form_post&amp;nonce=637200803280744584.N2RiZGVkN2EtMDU2Zi00ZWIyLWFlOWYtODE5NzU4NTVkYmQzZDc0NTk2YTQtZjUxZC00NDRmLTllZjktY2VhMjNkYzNhNzIy&amp;state=CfDJ8CvHs0PLXJ5Ku3gC_pyKF5GJMTTHTR2IvusojuaFCZ2MtIfKa8QLjhFqTFQTYLJuKfbWYDM3e7jYJqIgRdpzMCnft_1gHPL05PIOgtnu3HE5MnhGY7eN1f2DJCMxBkwuJHyWte0yFnfoN-GJnKr_Tbpescej34MqV5aYsbwD4nHhry1IyQewgn7efrf1h3kgI_GmXavg7kyuUF1R0rzSiOeTbSn2md33lw3OuBfHNg5e8_N9m1wwY74zSU2beTCv1wrPCZeu2kGzYwVdBDUaL_VtKVcpjLTfO-f48QSE9Ld8rijb2aViH5RRQkYFmtaQKpqxY5YPSvJG2S5sBLhMrNvAgqW2Mql1edVifFcX-bcYW5jYJ49GfnsBWIroK4HdCr1JEgOzsvEwssflp7DT0B2TMu3H2JiLE7NKmiGY9OID&amp;x-client-SKU=ID_NETSTANDARD1_4&amp;x-client-ver=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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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Learn’에 연결되었습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나의 학습 기록’을 선택하세요.  

 

 

Learn에 레오 학습 행사를 보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Learn 앱에서 레오 학습 행사 보고하기 문서는 Learn에 

보고해야 하는 레오 학습 행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현지 레오 연수 또는 참가자 보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Q 

Q 

A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913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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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T 코디네이터는 종료된 레오 연수회 정보(강사 및 참가자 

포함)를 Learn 앱에 보고해야 합니다.  GLT 자료 모음 

페이지에서 Learn 보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또한, GLT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레오 위원장과 협력하여 레오를 위한 연간 연수 및 지도력 

개발 계획 수립. 

• Learn의 연수 관리 섹션에서 당회기(7월 1일 - 6월 

30일)에 예정된 연수회 목록 입력.   

 

   레오 학습 행사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GLT 코디네이터는 언제든지 연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GLT 코디네이터는 회기 초에 연간 연수 일정(예정된 

연수)을 제출한 후 완료되거나 취소된 연수에 대해 매달 

보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레오 위원장은 현지 레오 연수회 또는 레오 참가자를 보고할 수 

있나요? 

레오 위원장은 Learn에서 레오 연수회 또는 참가자를 보고할 수 

없습니다.   

Q 

A 

A 

Q 

A 

https://www.lionsclubs.org/ko/resources-for-members/resource-center/glt-too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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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레오 연수회 또는 레오 참가자 보고 과정에서 레오 위원장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레오 위원장은 다음의 책임이 있습니다:  

• GLT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레오를 위한 연간 연수 및 

지도력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 레오 회원을 MyLCI에 기록하여 국제협회 회원 자격이 

부여되도록 합니다.  

• Learn 보고에 필요한 각 레오 연수 행사 및 참가자 정보를 

수집하여 GLT 코디네이터에게 제공합니다.  

• Learn 앱에서 레오 학습 행사 보고하기 문서를 통해 현지 

레오 연수 보고에 대한 레오 위원장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레오 연수회를 주최하지만 레오 위원장 또는 GLT 코디네이터가 

아닐 경우, 어떻게 레오 연수를 Learn에 보고하며, 레오 연수 또는 

레오 참가자 보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Q 

A 

Q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881871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881871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913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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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레오 연수회 주최자는 레오 위원장에게 해당 연수 

행사를 알려야 합니다. Learn에 레오 연수가 기록될 수 있도록, 

각 현지 연수회 행사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GLT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Learn 보고를 위한 지역 학습 및 개발 행사 세부 사항 

• 연수회 참석 확인 및 동의서 

• 현지 연수 참가자 업로드 서식  

 

Learn 접속, 나의 학습 기록 확인, Learn 레오 연수 또는 참가자 

정보 보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ion Account 로그인 지원: 

mylionsupport@lionsclubs.org 또는 전화 630-468-

7000 

• GLT 코디네이터 연락처 글로벌 액션팀 지원: 

globalactionteam@lionsclubs.org  

• 레오 위원장 연락처: leo@lionsclubs.org 

Q 

A 

A A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38818710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23128178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26788206
mailto:mylionsupport@lionsclubs.org
mailto:globalactionteam@lionsclubs.org
mailto:globalactionteam@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