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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최초의 온라인 국제대회 개최로  

성공적인 봉사의 한 해를 기념 
 

6 월 25-29 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사상 첫 온라인 대회인 제 103 차 국제대회가 152 개국 2 만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라이온스 국제대회는 가장 규모가 큰 

라이온스 행사이자 한 해의 인도주의 봉사 활동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다.  

 

2020 년 7 월 1 일부터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일년 동안 전 세계 3 억 7500 만 명이 라이온스 

봉사와 지원을 통해 수많은 혜택을 받았다. 국제재단(LCIF)은 2020-2021 회기 동안 3,350 만 

달러의 교부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온들의 

인도주의 봉사를 지원했다.  

 

국제대회가 열리기 두 달 전부터 라이온들은 그들만의 최고의 방식인 봉사를 통해 이미 대회를 

기념하고 있었다. 라이온들은 세계 기아 위기 완화를 위한 글로벌 봉사 사업인 100 만 식사 

챌린지에 참여했다. 봉사 정신으로 하나가 된 110 여 개 국가 4,700 개 라이온스 클럽이 830 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고 세계 식량 위기 완화에 기여하였다. 

 

온라인의 특성 상 각자의 집에서 안전하게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점이 많은 신입 

회원들에게 즐거움과 안도감을 주었다. 전 세계 음악가, 예술가, 공연자들이 선보인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200 여 회원국 및 지역의 대표단이 펼친 국가 퍼레이드 등을 대회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 있으며, 각종 세미나 및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활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감동적인 연설은 라이온들이 인도주의 봉사를 계속할 의지를 다지게 했다.  

 

라이온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의 동료들과 만나 서로의 이야기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국제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할 가장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협력하고 우리의 사명인 봉사에 참여할 방법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협회 전 집행이사 프랭크 무어(Frank Moore)씨는 말했다.   

 

2019 년 국제라이온스협회장으로 선출되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임한 최중열 

국제회장은 “유례없이 힘겨운 시기에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이온들은 

안전하게 봉사하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라이온들은 

우리가 친절하게 봉사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보여주었고 저는 

국제회장으로서 이 라이온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중열 박사는 

2021-2022 회기 국제재단(LCIF)의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더글라스 X. 알렉산더 국제 1 부회장이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 부행장으로 은퇴한 알렉산더 부회장은 1984 년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 

라이온스 클럽에 입회한 후 지구총재와 국제이사 등 협회의 많은 요직을 역임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우수 라이온들을 표창하는 것 외에도, 국제협회는 뛰어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 개인이나 조직에 수여하는 라이온스 최고의 영예인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최영식 박사에게 수여했다. 부산의 최영식 교수는 교육, 의료 혁신과 연구, 의료 자원봉사에 

대한 평생의 헌신과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수상했다. 

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foundation/mission
https://lcicon.lionsclubs.org/ko/experience/service-challenge/
https://lcicon.lionsclubs.org/ko/experience/service-challenge/
https://www.youtube.com/watch?v=dydjJXOSmmw
https://www.lionsclubs.org/ko/start-our-approach/grant-types/humanitarian-award-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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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 차 국제대회는 많은 성과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라이온들은 언제나 미래를 

생각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라이온들은 이미 봉사할 준비를 마쳤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 라이온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제 103 차 국제대회 사진, 녹화 영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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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cicon.lionsclubs.or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