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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작년, 라이온스클럽에서 2 억 명 이상에게 봉사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2020 년 6 월 22 일) - 5 년 전, 국제라이온스협회는 매년 전 세계 2 억 

명에게 봉사하며 글로벌 봉사의 영향력을 세배로 넓히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국제협회는 

140 만 라이온들의 친절을 통해 그 어느때보다 세상에 선을 베풀며 그 목표를 달성했다. 

 

국제협회 최중열 국제회장은 “오늘은 전 세계 라이온들이 크게 축하할 만한 기쁜 날입니다. 

라이온들은 2 억 명 봉사라는 목표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2 억 7,500 만 명에게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재단의 지원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친절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한 남녀 라이온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라이온들은 백 년 넘게 직접적인 봉사와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봉사의 영향력은 설립 이래 10 억 불 이상을 제공하며 지구 상 가장 어려운 곳에 희망을 

전하고 라이온들의 봉사에 힘을 실어주는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확산되었다.  

 

역사적인 봉사의 해에 라이온들은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 1,330 만 명 이상에게 당뇨병 검진 제공 

• 1,470 만 명 이상에게 음식 준비 및 식사 제공 

• 570 만 명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나무 심기  

• 850 만 명 이상에게 강변실명증 치료 지원  

• 570 만 명 이상에게 시력 검사 제공  

• 220 만 명 이상의 소아암 환자 지원 

• 290 만 명 이상에게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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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봉사 수혜자 수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라고 최회장은 말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동적인 것은 바로 이 숫자가 의미하는 한 명 한 명의 수혜자입니다. 라이온들은 크고 작은 

의미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의 

봉사정신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온정과 친절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로서,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영역, 48,000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 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국제재단은 전 세계 

라이온스 회원 및 일반 대중, 기업, 정부, 민간 부문 파트너들의 후원금을 통해 인도주의 봉사에 

기금을 지원한다. 라이온스는 시력, 청소년, 당뇨병, 환경, 소아암, 기아, 인도주의 활동, 재해 

구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국제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k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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