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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더글라스 X. 알렉산더(Douglas X. Alexander)  

신임 국제회장 당선 

 

(2021 년 7 월 1 일,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 세계 최대 봉사 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이번 여름에 개최된 제 103 차 국제대회에서 더글라스 X. 

알렉산더 라이온을 2021-2022 국제회장으로 선출했다. 

 

J.P. 모간 체이스 은행 부행장으로 은퇴한 알렉산더 회장은 글로벌 회원증강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라이온스의 봉사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국제재단 캠페인 

100 의 3 억 달러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알렉산더 회장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은 지역사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 140 만 

라이온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통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올해 알렉산더 회장의 메시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Service from the 

Heart)’로, 라이온스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사’를 실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회장은 1984 년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브센트(Brooklyn Bedford 

Stuyvesant) 라이온스 클럽에 입회한 후 클럽회장, 지대위원장, 지역부총재, 

지구부총재, 지구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당선총재 그룹리더 등 협회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라이온스 안구은행 수송 담당, 소속 지구 및 복합지구 전총재협회 멤버, 뉴욕주 

및 버뮤다 라이온스 재단 이사, 2012-2014 유니세프 뉴욕 대표로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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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했으며, 미국/캐나다 라이온스 지도자 포럼 기획 및 조직 위원회에서 

봉사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캐나다 포럼에서 연사로도 활약했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올해의 라이온상, 클럽회장상, 로버트 J. 업링거 봉사상, 

지구총재 감사상(다수), 복합지구 회원증강상, 국제회장 감사장(다수), 

국제회장상(7 회), 라이온스 최고의 영예인 친선대사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Dr. 프랭클린 G. 메이슨 펠로우, W. P. 우즈 펠로우 및 

PMJF 로서 봉사와 기부가 함께하는 라이온의 삶을 살아왔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라이온스 활동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단체에서 

활동했다. 뉴욕 어반 리그 이사회 의장직 및 세인트 프란시스 드살레 청각 장애 

특수학교 이사직을 역임했고, 미국 의회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두 딸의 아버지이며, 봉사의 동반자인 샤비키 

카자본(Shabiki Cazabon) 라이온 또한 PMJF 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소개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봉사 단체로 전 세계 200 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48,000 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 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1917 년부터 라이온스는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봉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력, 환경, 소아암, 기아, 당뇨병 및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에 주력하며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lionsclub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