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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인 라이온스는 20 개 라이온스클럽 및 레오클럽에  

친절 봉사상을 수여합니다 

 

(일리노이 주, 오크 브룩) - 48,000 개의 라이온스클럽 중 20 개 클럽이 국제협회 글로벌 

주력사업인 당뇨, 기아, 시력, 환경, 소아암 분야에서 탁월한 봉사사업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4 월, 국제협회는 라이온스클럽 및 레오클럽에 친절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 

클럽으로는 헌신적이며 독창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 클럽이 선정되었습니다.  

 

“친절 봉사상은 라이온과 레오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봉사사업 개발에 도전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가게 합니다.”라고 최중열 국제회장은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이 됩니다.” 

 

올해 수상 클럽 중 하나는 수리남 공화국의 파라마리보 센트럴(Paramaribo Central) 

라이온스 클럽이었습니다. 남미 북부 해안에 위치한 수리남은 남미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이곳의 라이온들은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안선의 침식으로 농경지가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글렌 테와리(Glenn Tewari) 

직전회장이 전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를 심으면 비옥한 토양이 바다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라마리보 센트럴 라이온스 클럽은 2015년부터 수리남 안톤 데 콤 대학교(Anton de 

Kom University of Suriname)의 S.나이팔(S. Naipal) 교수가 이끄는 ‘맹그로브 

프로젝트(Mangrove Projec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온들은 맹그로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퇴적물을 가두는 비계를 짓는데 필요한 특수 방수 목재를 

기증했습니다. 또한, 묘목을 재배할 온실 건설에 필요한 목재도 기부했으며 맹그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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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도 함께 도왔습니다. 파라마리보 센트럴 라이온들은 건강한 해안선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마리보 센트럴 라이온스 클럽은 수리남 주민들의 생계유지 및 보존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2021 년 친절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ko/kindness-matters-service-award 에서 올해의 

친절 봉사상 수상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 

 

국제협회 소개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이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영역, 

49,000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17년부터 라이온스는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봉사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라이온스는 시력, 환경, 소아암, 기아, 당뇨병 및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에 

주력하며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협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ionsclubs.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