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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전 세계 어린이가 참여한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수상작 24점 

선정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에서 

슬로베니아 Ravne na Koroškem 지역 출신의 13세 Anja Rožen양은 평화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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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ja양도 그 중 한 명이었다.  

 

Anja Rožen양은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 속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는 또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화가 있을 때 국가와 

지구 전체가 안정되고 문화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것 그 

자체와 어떻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나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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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은 독창성, 예술적 가치,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Anja양은 Slovenj Gradec 라이온스 

클럽에서 후원한 지역 경연대회를 통해 이번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본인의 

비전을 세계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Anja Rožen양은 “저의 포스터는 인류를 하나로 화합하게 하는 지구를 나타내며 

전 세계 인류가 서로 함께하며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모두 쓰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자신의 포스터에 대해 

설명했다.   

 

경연대회 수상자 Anja양에게는 상금 US$5,000이 수여되며, 전 세계 23명의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도 평화 포스터상이 수여된다. 모든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US$500이 수여된다. 

2022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 포스터 우수상 수상자:  

 

Zhenji Fu, 12세, Harbin Ai Qin Hai 라이온스클럽, 중국 

 

Martha Gilson, 12세, Ross on Wye 라이온스 클럽, 영국 

 

Irmak Gurler, 11세, Samsun 라이온스 클럽, 터키 

 

Sophia He, 13세, Milpitas Executive 라이온스 클럽, 미국 

 

Aviv Kedem, 12세, Modiin 라이온스 클럽, 이스라엘 

 

Shramya M., 13세, Bantwal 라이온스 클럽,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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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sha Athaya Mahira, 13세, 자카르타 Monas Kalingga 라이온스 

클럽,인도네시아  

 

Daniel Murtin, 13세, Merrifield 라이온스 클럽, 미국  

 

Jack OBrien, 13세, Sandia Mountain 라이온스 클럽, 미국  

 

Viara Pencheva, 12세, Gabrovo 라이온스 클럽, 불가리아  

 

Madalena Ribeiro, 13세, Montijo Lions Club, 포르투갈 

 

Hannah Roberts, 13세, Booragoon 라이온스 클럽, 호주 

 

Diego Salaices Sandoval, 13세, Nuevo Casas Grandes Paquimetas 라이온스 

클럽, 멕시코 

 

Pin-Hsuan Shih, 12세, 타이페이 Taipei Nei Hu Lions Club 라이온스 클럽, 

중국 타이완 

 

Jadyn Stickwood, 13세, Sunderland 라이온스 클럽, 캐나다  

 

P A Subhrata, 13세, Irinjalakuda 라이온스 클럽, 인도  

 

Ziyu Tang, 11세, Shenyang Ai Zhong 라이온스클럽, 중국 

 

Yuan Jiao Tian, 12세, Jilian Yuan Meng 라이온스 클럽, 중국 

 

Maia Trutulescu, 11세, Resita Kindness 라이온스 클럽,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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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Wang, 13세, Jiangsu Yijiaren 라이온스클럽, 중국  

 

Xingying Wang, 12세, Shaanxi Xingying 라이온스클럽, 중국 

 

양하윤, 13세, 인천 부내 라이온스 클럽, 대한민국  

 

Xuhan Zhang, 13세, Dalian De Long 라이온스클럽, 중국 

 

국제라이온스협회 더글라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가 오늘날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이온스는 평화 및 이해를 지지하고, 

친절함으로 연대하여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평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전했다. 

 

수상 작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의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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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youth/peace-pos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