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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지원과 희망 선사  

세계 최대 인도적 봉사 단체인 라이온스 인터내셔널(Lions International)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200만 이상의 남녀 성인 및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더 많은 숫자의 우크라이나 난민과 더 

큰 인도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움이 요구되는 지금, 전 세계 

라이온들은 친절로 단합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재단(LCIF)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의 라이온들이 난민과 실향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급하며 

즉각적인 구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재단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봉사하는 라이온들에게 이미 10만 

달러 이상의 교부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남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라이온들에게 LCIF 교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라이온들이 의약품, 의료 장비, 식품, 물, 옷 및 기타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가 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중열 국제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 라이온과 레오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LCIF 교부금은 분쟁이라는 힘든 

시기에 국가를 떠난 난민들이 라이온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국제재단의 이러한 지원 외에도 라이온스 클럽들 역시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협회에서는 화물차 한 가득 수집된 식품, 옷, 의료 용품 등을 전달했으며 

자선 콘서트 등 모금 행사를 개최하여 국경 지역에 위치한 난민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클럽에서도 기금을 모금하고 식량 및 물품 기부 행사를 개최하며 옹호 및 봉사 활동을 

통해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회복력은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라이온스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합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실천하며 지금처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봉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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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 난민 및 실향민 기금에 기부하려면 lionsclubs.org/humanitarianresettlement을 

클릭하십시오.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이며,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영역, 

48,000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17년부터 라이온들은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봉사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라이온스는 시력, 환경, 소아암, 기아, 당뇨병 및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에 주력하며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lionsclubs.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ionsclubs.org/humanitarianresettl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