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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는 ‘봉사를 통해 세계를 연결합니다’ 

로즈 퍼레이드 꽃마차는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2022 년 12 월 27 일) – 국제협회는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로즈 퍼레이드에서 특별 꽃마차를 통해 이것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Turning the Corner(어려움을 극복하다)’는 혼다가 제공하는 제 134 회 로즈 

퍼레이드의 주제입니다. 라이온스에게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지역 및 전 세계 

이웃들의 요구를 2023 년에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전할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으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만, 전 세계 4 억 9,500 만 명이 넘는 이웃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50 만 명 이상의 라이온 및 레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와 국제재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35 피트의 화려한 국제협회 ‘봉사를 통해 세계를 

연결합니다’ 꽃마차는 기아, 환경 보호를 포함한 오늘날의 가장 시급한 글로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봉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봉사하는 라이온과 레오들을 

기념할 것입니다. 

  

꽃마차 전면에는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정원을 가꾸는 라이온들로 꾸며집니다. 이는 

글로벌 기아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라이온들을 나타냅니다. 후면에는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줍는 

라이온과 레오들로 꾸며집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며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라이온스를 표현합니다.  

  

https://www.lionsclubs.org/ko
https://www.lionsclubs.org/ko/discover-our-foundation/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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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축하의 시간이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 

결심을 생각할 때, 저는 모두가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라고 

브라이언 시한 국제회장이 말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푸드 뱅크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영향력을 만들어 냅니다. 더 좋은 방법은,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팀에 합류하고 싶을 때 지역 라이온스클럽을 찾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세상을 연결합니다’ 마차의 주요 탑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브라이언 시한 국제회장 

• 로리 시한 라이온, 브라이언 시한 국제회장의 봉사 파트너이자 배우자 

• 헤일리 페이즐리, 2022 라이온 학생 연사 경연대회 우승자  

  

“우리는 봉사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며 수백만의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제협회의 일원, 라이온이 되어 가장 좋은 점입니다.”라고 시한 국제회장은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지역사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더 많은 가정과 어린이들, 더 많은 이웃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봉사합니다.   

  

국제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입니다. 국제협회는 49,000 개 이상의 클럽의 140 만 

명의 라이온들, 그리고 국제재단 교부금의 지원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적, 글로벌 노력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한 번에 하나의 친절을 실천하며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lionsclubs.org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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