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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제 104 차 라이온스 국제대회에서 

성공적인 봉사의 한 해를 기념하다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022 년 7 월 15 일) – 세계 최대 인도주의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104 차 라이온스 국제대회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에는 127 개국 6,700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전 세계 

라이온들과 함께 클럽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서 펼친 

봉사의 한 해를 기념했다.  

 

라이온들은 2021 년 7 월 1 일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일년 동안 봉사사업과 각종 지원을 

통해 전 세계 4 억 8300 만 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라이온스는 전 세계 140 만 

회원의 변함없는 온정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혜자 수를 1 억 명 이상 증가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라이온과 레오는 동료들과 더불어 봉사하면서 마음 속의 열정을 키우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더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위대한 봉사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회원들 덕분에 현재 전 세계 4 억 8300 만 명이 더 밝고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X. 알렉산더 2021-2022 회기 국제회장은 말한다.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캠페인 100 의 최종 성과를 발표했다. 캠페인 100 은 지역 및 전 

세계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는 라이온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년 3 억불 모금을 

목표로 시작된 모금사업이다. LCIF 는 이 역사적인 캠페인에서 총 3 억 2460 만불을 모금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캠페인 100 위원장인 지츠히로 야마다 전국제회장은 국제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큰 감사를 표했다. “캠페인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앞으로도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라이온들의 봉사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대회의 주요 행사에는 음악가, 예술가, 공연자들이 선보인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 라이온과 레오의 문화와 다양성을 기념하는 국가 퍼레이드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각종 세미나, 소년병 출신으로서 인도주의 연설가로 활동 중인 마이클 치카네의 

감동적인 기조연설, 엘런 존슨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 등을 통해 라이온들은 

지속적인 인도주의 봉사의 의지를 다졌다.  

 

아우크스부르크 엘리아스 홀 라이온스클럽의 필립 블로벨 라이온이 전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안전한 피신을 도운 독일 라이온들의 이야기는 대회 참가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은 헬레나 은두메 박사가 수상했다. 이 상은 뛰어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협회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또한 라이온스는 11-13 세 

어린이들이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한 2021-2022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와 평화 수필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편, 미네소타주 버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루럴 컴퓨터 컨설턴츠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시한 씨가 2022-23 회기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91 년부터 

버드아일랜드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해 온 시한 회장은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봉사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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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국제회장으로서 전 세계 회원 증가를 두루 살피고 LCIF 를 지원하며 클럽들이 봉사를 

통해 전 세계 지역사회의 늘어나는 필요를 해결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제 104 차 국제대회의 사진, 녹화 영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lcicon.lionsclubs.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소개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봉사단체이다.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48,000 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 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 1917 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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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lionsclub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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