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7년 창립  //  시카고 출신 사업가 멜빈 존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단순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지금, 국제라이온스협회는 48,000여 개 클럽에서 14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봉사 단체로 발전했으며, 라이온들은 인도주의적 봉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20년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  //  창립 후 불과 3년 만에, 캐나다에서 첫 클럽을 조직하면서 국제적인 단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927년에는 멕시코에서 그 뒤를 이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신생 클럽이 
조직되면서 국제적인 성장도 가속화되었습니다. 

1925년 시력 보존 사업에 주력  //    헬렌 켈러 여사가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 포인트에서 개최된 라이온스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라이온들에게 "어둠에 맞서는 맹인의 기사"가 되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후, 라이온스는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1945년 국제연합(UN)과 협력  //  국제라이온스협회는 UN 헌장의 초안 작성을 돕기 위해 초청된 최초의 
비정부기구(NGO)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라이온스는 매년 ‘UN과 라이온스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세계적 규모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57년 청소년 프로그램 신설  //  청소년들에게 라이온스를 이끌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레오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140 개가 넘는 국가의 7,200개 레오클럽에서 약 18만 명의 레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8년 국제재단(LCIF) 설립  //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라이온들을 지원합니다. 국제재단을 통해 라이온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및 지구촌을 돕기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1990년 시력우선사업(SightFirst) 실시  //  라이온스는 LCIF의 지원을 통해 시력우선(SightFirst)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여 시력보존과 실명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명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에 
시작된 시력우선사업(SightFirst)을 통해 라이온스는 3억 5천 1백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2017년 100주년 기념  //  라이온스는 특별한 100주년 봉사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 2억 5천만 명 이상의 이웃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한 세기 동안 이어온 봉사를 기념합니다.

2018년 글로벌 주력사업을 위한 결속   //  라이온스는 글로벌 주력사업인 시력, 기아, 환경, 소아암 및 새로운 
중점 분야인 당뇨병 등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LCIF는  전 세계 라이온들의 봉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3억 달러의 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100:LCIF 봉사에 힘을↗’ 캠페인을 출범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   //  라이온들은 전 세계적 의료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단 LCIF 는 병원, 의료 시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전방 의료진 및 긴급 구조원들을 위한 
수백만 불 상당 주요 물품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300 W 22ND ST | OAK BROOK IL 60523-8842 USA | 전화 630-571-5466 | 팩스 630-571-8890 | lionsclubs.org     PR800 KO 4/20



라이온스는 언제나 친절을 실천합니다.
라이온들은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모토를 매일 실천으로 옮깁니다. 라이온스는 이렇게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회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온스는 글로벌 주력사업에 봉사합니다.
라이온들은 글로벌 주력사업인 시력, 기아, 환경, 소아암 및 새로운 중점 분야인 당뇨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주력사업과 그 외의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연간 2억명에게 봉사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온스는 젊은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의 지도자이고, 오늘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레오클럽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영원한 
봉사의 열정을 갖게하며, 자원봉사자와 봉사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140 개국 이상에서 
7,200개 클럽에 소속된 18만 명 정도의 레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멘토링, 건강 프로그램, 장학금과 같은 유익한 지역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는 국제적으로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청소년 캠프 및 교환,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1600만명의 학생들에게 유익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며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재단은 라이온스 봉사에 힘을 실어줍니다.
라이온스는 우리의 재단, 국제재단의 지원으로 인해 전세계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LCIF는 1968년 설립 이래  
11억 달러 이상의 교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국제재단은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 기간 중  병원, 의료 시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전방 의료진 및 긴급 구조원들을 위한 수백만 불 상당 주요 물품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라이온스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라이온들은 자신이 살며 일하고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날마다 모든 방면으로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라이온스는 선행을 실천하는  
글로벌 단체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 봉사단체로서, 전세계 200개 국가 및 지역에서 
48,000개 클럽에 속한 14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17년, 라이온스가 창립된 이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라이온이 있습니다.

라이온스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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