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SA Y3 Final Winners Doc 22-23.KO 

친절봉사상 

1 헌장지역 

 

Thornapple Valley 라이온스클럽 | 미국 | 라이온들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봉사사업 개요: 11 복합지구 라이온들은 로웰 지역 학교 2-3 학년을 위해 저명한 상을 수상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들은 학급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어준 후 학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 

수혜 인원: 684 

봉사 시간: 60 

봉사자 수: 16 

 

La Center 라이온스클럽 | 미국 | 멋진 영아용 실내복 

봉사사업 개요: 19 복합지구 라이온들은 영아들이 항암치료 중에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을 만들어 

전국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라이온들은 항암치료 중에 입을 만한 적절한 복장이 없는 1 살 

미만의 영아들에게 실내복을 제작/배포함으로써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소아암 

수혜 인원: 132 

봉사 시간: 312 

봉사자 수: 25  

  

Nisswa 라이온스클럽 | 미국 | 당뇨병 퇴치를 위한 “가방 및 도구” 빙고 게임 

봉사사업 개요: 농촌 지역에서 기금모금을 하여 청소년 당뇨병 캠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에 당뇨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당뇨 

수혜 인원: 500 

봉사 시간: 920 

봉사자 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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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장지역(계속) 

 

Up Country 88 라이온스클럽 | 미국 | Pioneer School 지역사회 텃밭 

봉사사업 개요: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텃밭을 조성 및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환경/ 기아 

수혜 인원: 853 

봉사 시간: 146 

봉사자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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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2 헌장지역 

  

Garnish 라이온스클럽 | 캐나다 | Morgan Pardy 전총재 기념 뜨개질 프로젝트 

봉사사업 개요: 뜨게질 모임을 시작하고 봉사자들이 만든 옷을 지역 노숙자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인도주의 

수혜 인원: 2200 

봉사 시간: 760 

봉사자 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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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3 헌장지역 

 

Quevedo 라이온스클럽 | 에콰도르 | Los Guayacanes 공원 사업 

봉사사업 개요: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도로변에 10,000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지역 미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환경 

수혜 인원: 400 

봉사 시간: 106 

봉사자 수: 23 

 

Trujillo California 오메가 레오클럽 | 페루 | 식사 봉사 

봉사사업 개요: 지역사회 식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배고픈 이웃에게 페루 토종 음식 및 

고영양식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기아 

수혜 인원: 296 

봉사 시간: 46 

봉사자 수: 13 

 

Aracaju Bertha Lutz 라이온스클럽  | 브라질 | 길고양이 프로젝트 

봉사사업 개요: 재활용 물품을 수거 및 판매하여 모금된 기금으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통제를 위한 중성화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환경 

수혜 인원: 1700 

봉사 시간: 60 

봉사자 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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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장지역(계속) 

 

São Leopoldo Padre Réus | 브라질 | Steigleder Settlement 사회성 및 직업 교육 

봉사사업 개요: 작업장을 짓고 어려운 가족들을 위한 기본적인 음식과 숙소를 지원하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인도주의 

수혜 인원: 800 

봉사 시간: 1250 

봉사자 수: 33 

 

Los Angeles Siete Rios 라이온스클럽 | 칠레 | 더 나은 시력으로 학업성취 향상 

봉사사업 개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시력 검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시력 

수혜 인원: 5028 

봉사 시간: 220 

봉사자 수: 15 

  

Berazategui 라이온스클럽 및 Quilmes 라이온스클럽(공동 사업)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O5 지구 Media Luna 안과 

봉사사업 개요: 시골 및 원주민 거주 지역에 시력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시력 

수혜 인원: 476000 

봉사 시간: 105504 

봉사자 수: 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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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4 헌장지역 

 

Warszawa 호스트 라이온스클럽 | 폴란드 | 바르샤바 라이온들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센터(대규모 사업의 1 및 2 단계) 

봉사사업 개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필요로하는 생필품을 제공하고 폴란드에서 필요한 

신분증, 거주지,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도움을 준 대부분의 난민들이 여성, 아동, 

노인이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재해 구호 

수혜 인원: 3000 

봉사 시간: 400 시간 이상 

봉사자 수: 28 

 

Cluj-Napoca Transilvania |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지원 

봉사사업 개요: 우크라이나에 $28,000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제공하고, 루마니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33,000 을 들여 쉼터를 지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기아/인도주의 

수혜 인원: 300 

봉사 시간: 48 

봉사자 수: 3 

 

Rochefort Famenne 라이온스클럽 | 벨기에 | 홍수 피해자 구호 

봉사사업 개요: 홍수 수재민에게 생필품과 함께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재해 구호 

수혜 인원: 1500 

봉사 시간: 4000 

봉사자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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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장지역(계속) 

 

Agora 오메가 레오클럽 | 터키 | 라이온처럼 양치하기 

봉사사업 개요: 지역 치과의들과 함께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치아 위생용품을 제공하며 

치아건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 

수혜 인원: 350 

봉사 시간: 5 

봉사자 수: 8 

 

Skopje St. Pantelemon | 북마케도니아 | 라이온스 국제 혼합 골볼 친선 경기 

봉사사업 개요: 여러 국가의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 행사를 조직하여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시력 봉사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시력 

수혜 인원: 70 

봉사 시간: 1044 

봉사자 수: 25 

 

Fairlop (Robert Clack) 알파 레오클럽 | 영국 | 어르신 지원 

봉사사업 개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반려견 산책, 복용약 및 

식료품 배달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기아/환경 

수혜 인원: 13 

봉사 시간: 2600 

봉사자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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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장지역(계속) 

 

Izmir Alaybey 라이온스클럽 | 터키 | 사회문제 인식 증진 프로젝트 

봉사사업 개요: 환경, 당뇨병, 기아 문제와 같은 국내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교육에 관심 

높은 지역 내 대학교와 협력하여 캠프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 

수혜 인원: 2650 

봉사 시간: 1200 

봉사자 수: 620 

 

Iisalmi 라이온스클럽 | 핀란드 | 안전한 통학길 

봉사사업 개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 

수혜 인원: 100 

봉사 시간: 18 

봉사자 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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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5 헌장지역 

 

Aomori Nebuta 라이온스클럽 | 일본 | 아오모리현 나미오카 장애인학교 사과 수확 

활동 

봉사사업 개요: 지역 학교로부터 장애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학교 급식으로 제공될 

사과주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사과를 수확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환경 

수혜 인원: 45 

봉사 시간: 10 

봉사자 수: 16 

 

Kuala Lumpur 라이온스클럽(호스트) | 말레이시아 | 하루 한 끼 

봉사사업 개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건강식을 제공하고 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추적하면서 봉사의 영향력을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기아/청소년/인도주의 

수혜 인원: 128 

봉사 시간: 680 

봉사자 수: 30 

 

Ogaki Satsuki 오메가 레오클럽 | 일본 | 중고책/DVD/CD/게임 수거 및 판매, 

모금액으로 Ogakijo-nishihiroba 에 철쭉 23 그루 기증 및 제초 봉사 

봉사사업 개요: 헌책을 수집 및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지역 의료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꽃을 

심고 제초 작업을 하며 지역사회 조경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환경 

수혜 인원: 100 

봉사 시간: 16 

봉사자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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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장지역(계속) 

 

Hatyai 라이온스클럽 | 태국/말레이시아 | "2022-2023 공동 유산 프로젝트, 학교 

화장실 및 활동시설 지붕 설치 공사" 

봉사사업 개요: 200 명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이 1 곳 밖에 없던 지역 유치원에 화장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 

수혜 인원: 300 

봉사 시간: 600 

봉사자 수: 120 

 

Cebu 라이온스클럽 | 필리핀 | “Pasil 초등학교 3 동 옥상복구사업” 

봉사사업 개요: 오데트 태풍으로 무너진 지역 초등학교에 지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라이온들은 기금 모금부터 공사 작업까지 직접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재해 구호/ 인도주의 봉사 

수혜 인원: 1000 

봉사 시간: 50 

봉사자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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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6 헌장지역 

 

Dhaka Century 97-99 | 방글라데시 | "어려운 지역에 식수 제공" 

봉사사업 개요: 남베드카시 유니온 지역의 어려운 곳에 14 개의 정수 시설을 세우고 2 천 명 

이상에게 식수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환경 

수혜 인원: 2865 

봉사 시간: 576 

봉사자 수: 12 

 

Bangalore BTM Nightingale 라이온스클럽 | 인도 | "무료 당뇨병 캠프 - 이동식 

의료서비스" 

봉사사업 개요: 당뇨병 재택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이동식 당뇨병 검진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동식 검진소는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된 노숙자나 노인 

계층에 당뇨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에 관해 의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당뇨 

수혜 인원: 2882 

봉사 시간: 2880 

봉사자 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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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7 헌장지역 

 

Jakarta Taman Anggrek 라이온스클럽 | 인도네시아 | "ASIP(모유 봉사)" 

봉사사업 개요: 고아원의 영양실조 영아나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산모들을 위해 모유를 

수집하여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기아/인도주의 

수혜 인원: 2000 

봉사 시간: 1000 

봉사자 수: 200 

 

Cromwell 라이온스클럽 | 뉴질랜드 | "통가 컨테이너 구호" 

봉사사업 개요: 20 피트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식량과 생필품을 담아 화산 폭발과 쓰나미 피해로 

육지와의 왕래가 불가능한 통가에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기아/환경/재해구호/인도주의 

수혜 인원: 140 

봉사 시간: 300 

봉사자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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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봉사상 

8 헌장지역 

 

Lagos Knights of the Blind 가상 라이온스클럽 | 나이지리아 | Ilaje 청소년 문화 및 

지역사회 봉사 

봉사사업 개요: 스포츠 및 교육적인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약물중독이나 조직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청소년/ 인도주의 봉사 

수혜 인원: 150 

봉사 시간: 35 

봉사자 수: 7 

 

Alexandria Sporting 라이온스클럽 | 이집트 | 임상약국 기증 

봉사사업 개요: 소아암 환아를 치료하는 무료 클리닉을 시작하고 환아들이 안전하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소아암 

수혜 인원: 150 

봉사 시간: 150 

봉사자 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