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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전 세계 어린이가 참여한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수상작 24점 선정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에서 중국 

달리안 출신의 13세 Yue Zheng양은 자신의 평화에 대한 비전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본 대회의 대상을 수상했다. 

 

각 지역의 라이온스클럽은 연례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를 후원하여 11-13세 

청소년들이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이 응모했으며 Zheng양도 그 중 한 명이다.  

 

Zheng양은 “저는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봉사’와 ‘평화’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포스터에는 여러 다른 

국가에서 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함께 벽돌을 쌓으며 

평화의 비둘기를 만드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비둘기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며 우리 모두가 봉사를 통해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상작은 독창성, 예술적 가치, ‘봉사를 통한 평화’ 주제 표현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Zheng양은 시안 지역의 Dalian De Long 라이온스클럽에서 후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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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연대회를 통해 이번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본인의 비전을 세계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Zheng양은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 

포스터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평화를 창조하고 구축하여 세계 

곳곳에 평화와 기쁨을 전파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연대회 수상자 Zheng양에게는 상금 US$5,000이 수여되며, 전 세계의 우수상 

수상자 23명과 함께 축하 행사에 참여한다. 모든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US$500이 수여된다.  

 

2021년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 포스터 우수상 수상자:  

 

Dakota Lynn Bennett, 12세, Galena Route 66, 미국 캔자스 

 

Ya Wen Cao, 13세, Beijing Star  라이온스클럽, 중국 

 

Srushti Deshmukh, 13세, Beijing Star 라이온스클럽, 인도 

 

Catherine Fan, 13세, Beacon Hill 라이온스클럽, 홍콩  

 

Wu Gin How, 13세, JB Centennial 라이온스클럽,말레이시아   

 

Aimi Huang, 12세, Jiangsu Yijiaren 라이온스클럽, 중국 

 

Kate Hunkins, 13세, Rochester '76 라이온스 클럽, 미국 미네소타 

 

Lorenza Iannelli, 13세, Formia 라이온스클럽,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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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hne Kim, 11세, Los Angeles New Millennium 라이온스클럽, 미국 

캘리포니아 

 

Jhae Aubrey Nubla, 11세, Caloocan City Grace Park 라이온스클럽, 필리핀  

Viktor Nikolaev Petrov, 12세, Russe Sexaginta Prista, 불가리아  

 

Naura Keylasafa Putri, 13세, Jakarta Gading Cemara 라이온스클럽, 

인도네시아  

 

Jia Qi Qiao, 13세, Shaanxi Qinhan 라이온스클럽, 중국 

 

Fangyu Qiao, 12세, Jilin Ren Ai 라이온스클럽, 중국 

 

Chloe Retuya, 13세, Cheshire 라이온스클럽, 미국 코네티컷 주 

 

Pei-Yun Tsai, 12세, New Taipei City Yung Ho 라이온스클럽, 중국 타이완 

 

Jashwith Thota, 11세, Panja 라이온스클럽, 인도   

 

Isadora Tomines, 12세, Miami Buenavista-Biltmore 라이온스클럽, 미국 

플로리다 

 

Shao Xinying, 12세, Shenyang Ai Zhong 라이온스클럽, 중국  

 

Yixin Sun, 13세, Qingdao Hexin 라이온스클럽, 중국 

 

Letícia Coelho Vieira, 13세, Tatuí 라이온스클럽,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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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yue Wu, 11세, Guangdong Heai 라이온스클럽, 중국 

 

Qiuran Yu, 13세, Harbin Le Shan 라이온스클럽, 중국 

 

국제라이온스협회 최중열 회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가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평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전했다. 

 

평화 포스터 및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이며,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의 48,000개 클럽에서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한다. 라이온스는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평화 및 국제이해 증진에 대한 

정신을 심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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