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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련 질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웹사이트 LCICon.lionsclubs.org 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클럽/회원 번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회원 번호는 클럽 대의원에게만 필요합니다. 클럽총무가 MyLCI 에서 회원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이 있나요? 대회 기간 중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행사 참가를 위한 등록 마감일은 없지만 클럽 대의원의 경우는 투표를 

위해 2021 년 6 월 23 일 밤 11 시 59 분(미국 중부시간)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021 온라인 국제대회 참가비는 얼마인가요? 

• 등록비는 US$75 입니다. 오메가 레오의 등록비는 US$30 이고 알파 

레오는 무료입니다.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https://lcicon.lionsclubs.org/


 

 

• 모든 등록비는 환불 불가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향후 대회 등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회 등록 아이디를 클럽의 동료 회원이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나요? 

• 등록 아이디는 한 번에 하나의 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등록 혜택이 있나요? 

• 한 번에 500 명 이상 참석자를 등록하는 단체는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단체 등록은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결제 수단이 허용되나요? 은행 송금, 젤(Zelle), 벤모(Venmo), 

페이팔(PayPal)을 이용할 수 있나요? 

• 2021 국제대회 등록비 납부는 수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버), 은행 송금으로 가능합니다. 국제협회는 더 이상 현지의 

미국외은행 예금으로 국제대회 등록비를 수납하지 않으며 젤(Zelle), 

벤모(Venmo), 페이팔(PayPal) 등의 기타 방법을 통한 결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식 등록 웹페이지에서 ‘기존 등록 수정’ 기능을 사용하세요. 

 

대회 플랫폼 관련 문의 

 온라인 국제대회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나요? 

• 온라인 국제대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 특정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에 등록된 

모든 참가자에게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대회 참석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요건이 있나요? 

• 원활한 와이파이 또는 유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모든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며 최상의 경험을 

위해 구글 크롬을 권장합니다.  

 

https://www.mcisemi.com/lci2021/


 

 

 스마트폰에서 국제대회에 접속할 수 있나요?  

• 온라인 국제대회는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장치에서 완전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최상의 경험을 위해 

화면이 큰 장치 사용을 권장합니다. 등록 아이디당 한 번에 하나의 

장치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제대회 로그인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국제대회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지원을 

클릭하세요.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JAWS 와 같은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을 

사용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나요? 
• 온라인 국제대회 플랫폼은 화면 낭독기, 키보드 내비게이션, 기타 

보조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무대 행사 내용은 모든 

공식어로 음성 지원됩니다. 

 

 나중에 시청할 수 있도록 세션이 녹화되나요? 

• 모든 세미나와 주요 무대 행사 녹화 영상은 본방송 직후 게시되며, 온라인 

국제대회 콘텐츠는 7 월 31 일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 경험 관련 질문 

 세미나, 행사, 대회 플랫폼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나요? 

• 대부분의 대회 콘텐츠는 협회 공식 언어로 번역됩니다. 

 

 국제대회에서 다른 라이온 및 레오와 대화할 수 있나요? 

• 예, 모든 전시장 부스, 세미나, 주요 무대 행사에서 제공되는 채팅 

기능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여 

개별 이메일을 보내거나 1:1 화상 통화를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라이온 및 레오와 대화할 수 있나요? 

https://onlinexperiences.com/scripts/Server.nxp?LASCmd=L:0&AI=1&ShowKey=153882&LoginType=0&InitialDisplay=1&ClientBrowser=0&DisplayItem=NULL&LangLocaleID=0&SSO=1&RFR=https://onlinexperiences.com/Launch/Event.htm?ShowKey=153882&RandomValue=1622838455401
mailto:INXPOeventsupport@west.com


 

 

• 국제대회 채팅 기능에 실시간 자동번역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협회 

직원, 전 세계 라이온 및 레오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개최되나요? 

• 온라인 국제대회는 미국중부시간을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장, 주요 무대 행사 다시보기, ‘봉사 사업 소개하기’ 등의 일부 

행사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24 시간 내내 제공됩니다. 

 

 국제대회에서 클럽의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 직원의 근무 시간 동안에 전시장 내 재정부 부스에서 클럽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투표 관련 문의 

 클럽 대의원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클럽회장과 클럽총무가 여기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MyLCI 또는 지역 

시스템을 통해 대의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투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투표 자격을 얻으려면 2021 년 6 월 23 일 밤 11 시 59 분(미국 

중부시간)까지 반드시 대의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나요? 

• 등록 기간 내에 대회 등록을 완료한 대의원에게 6 월 26 일(토) 오후 

6 시(미국 중부시간) 이후, 대의원 전용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클럽 대의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라이온 계정 프로필에 대의원 확인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클럽 임원이 마감 시간인 6 월 23 일 밤 11 시 59 분 이전에 MyLCI 또는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본인을 대의원으로 지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의원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https://www.lionsclubs.org/resources/122634225
https://lcicon.lionsclubs.org/attend/voting/


 

 

 클럽 대의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에서 거부되며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 많은 클럽이 이메일 주소를 공유합니다. 2021 국제대회에 대의원을 

지정하려면 해당 대의원은 국제협회에 등록된 고유 이메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클럽 임원이나 협의회 직원이 대의원의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인증번호나 투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른 회원을 클럽 대의원으로 재지정하지 않았는지 클럽회장이나 

클럽총무에게 확인해 보세요. 대의원으로 지정된 것이 맞다면 이메일 

ElectionsSupport@lionsclubs.org 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활동정지 위험에 놓인 클럽의 대의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라이온스 클럽이 ‘굿 스탠딩’ 상태로 국제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려면 

클럽이 스태터스 쿼나 활동정지에 처하지 않아야 하고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지구(단일, 정, 복합) 회비 및 부과금 전액 납부 

▪ 국제회비 및 미납된 납입금이 US$10 를 초과하지 않음 

▪ 국제협회 계좌에 90 일 이상 연체된 미납금이 US$50 를 초과하지 

않음 

 

 대의원이 될 예정인데 투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대회에 등록하고 대의원으로 지정된 모든 라이온은 6 월 24 일에 투표 

과정을 설명하는 환영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지 못하실 경우 

스팸 메일함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의원으로 등록되었는데 투표를 위해 로그인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투표를 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이메일로 제공된 비밀번호. 



 

 

▪ MyLCI 에서 받은 인증번호. 

 

 6 월 23 일 마감 시간까지 MyLCI 또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대의원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안타깝지만 최신 의사규정에 명시된 대로 6 월 23 일 마감 시간 이후에는 

대의원 인증번호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언제 실시하나요? 

•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전자 투표의 특성상 클럽 대의원은 지정된 48 시간 

내에서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작: 6 월 27 일 일요일 8:00 시(미중부시간) 

투표 종료: 6 월 29 일 화요일 8:00 시(미중부시간) 

 

 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웹페이지 https://lcicon.lionsclubs.org/attend/voting/를 참고하세요.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투표 용지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원활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스마트폰 등의 다른 장치로 

투표 용지에 접속하세요.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메일 

ElectionsSupport@lionsclubs.org 로 연락주세요.  

 

 투표 용지를 성공적으로 제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투표 용지를 제출하면 투표 시스템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다시 

로그인하면 이미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표 용지를 제출한 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 투표 용지를 제출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선거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https://lcicon.lionsclubs.org/attend/voting/


 

 

• 선거 결과는 6 월 29 일 폐회식에서 발표됩니다. 

 

LCI Shop 관련 문의 

 LCI Shop 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나요? 

• 예, LCI Shop 은 2021 온라인 국제대회 한정판 기념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식 라이온스 제품을 판매합니다. 온라인 전시장을 방문하셔서 원하는 

라이온스 제품을 구입하세요. 등록 참석자를 위한 특별 제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 핀을 판매하나요? 

• 공식 대회 핀과 핀-배너-탭 세트, 기타 다양한 한정판 상품을 온라인 LCI 

Shop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 참가자는 온라인 국제대회 

행사 플랫폼 홈화면에서 온라인 대회 핀과 참가 확인서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 도움이 필요하거나 LCI Shop 제품 구매에 문제가 생기면 

clubsupplies@lionsclubs.org 로 문의하세요. 

 

LCIF 기부 관련 문의 

 국제대회에서 LCIF 에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국제대회 플랫폼 상단의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대회에서 LCIF 에 기부하면 본인 실적으로 적립되나요? 

• LCIF 는 온라인 기부 서석에서 기부자로 명시된 사람의 기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국제대회에서 기부한 기부금을 다른 사람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mailto:clubsupplies@lionsclubs.org


 

 

 국제대회 기간 동안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기부금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세금 공제는 미국 기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