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봉사, 세계적인 영향력
라이온스 국제 협력 프로그램

국제 행사

국제 문해의 날

9월 8일, 교육과 사회 발전의 기반으로서 문해의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문해의 날 기념 봉사사업을 개발하도록

라이온스 클럽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에게

독서 방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교육자이든, 

지역사회 기반의 문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인이든,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작은 노력이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월: 라이온스 국제 교류의 달

라이온스 클럽은 음식, 음악, 공연 등을 포함하는 국제

교류의 밤 행사로 10월 24일 UN의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월 둘째 목요일에 세계 시력의 날

프로젝트를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UN과 라이온스의 날

매년 뉴욕의 UN 본부에서 개최되는 UN과 라이온스의 

날은 양 측의 역사적인 협력관계를 기념하고, 두 단체의

공동의 목표, 협력으로 거둔 많은 성과, 글로벌 사회의

인도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통의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리를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lionsclubs.org/ldu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또는 자료를 원하시면 국제협회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국제협력” 을
입력하거나, 이메일 (programs@lionsclubs.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라이온들은 세계

인류 상호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46,000개

클럽과 135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라이온스를 세계

최고의 봉사 단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는 가장

효과적인 봉사 단체 중

하나이며, 회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봉사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하나의

봉사사업만 놓고 보면 중요성이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곳의 봉사활동이

모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국제친선과

평화의 도구로서 봉사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http://search.lionsclubs.org/search?site=new_en&output=xml_no_dtd&client=lions_site&filter=0&proxystylesheet=lions_site&q=international+relations
http://www.lionsclubs.org/KO/member-center/planning-projects/international-relations/lions-day-with-the-un/index.php


국제 

원조 기금 

국제 원조 기금 (IAG)

국제원조기금은 선진국의 라이온스 클럽이

개발도상국의 라이온스 클럽과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IaG는 기초

건강 검진, 교육 및 글자 학습, 깨끗한 물과

공중 위생, 지방 개발 및 자급자족

프로그램, 봉사를 비롯한 장애인 돕기,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둔 국제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국제 교환

국제 청소년 캠프 및 교환

라이온스 클럽은 15-22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라이온스 국제 청소년 캠프 및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주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을 위한 표창도

있습니다.

국제 문화 교류
라이온스 클럽은 예술품, 에세이, 공예품,

시 또는 음악을 처음에 만들어진 국가에서

공개 발표한 후에 전세계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문화 작품들의 전시를 주선하기도

합니다. 라이온과 라이온의 국제 문화

교류라 할 수 있습니다.

클럽 자매결연
국제 클럽 자매 결연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클럽들 간의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매결연을 하면 다른 클럽 및 그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클럽

자매결연은 전세계 인류의 상호 이해

정신을 배양, 증진한다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의 세 번째 목적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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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연대회

국제 평화포스터 경연대회
매년 전세계 라이온스 클럽은 지역 학교 및

청소년 그룹의 라이온스 국제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지난 25년간 100여개 국가의

80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라이온스 환경 사진 경연대회
라이온스 환경 사진 경연 대회 출품작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본선

진출작품들은 라이온스 국제대회에서

전시됩니다. 경연대회 참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lionsclubs.org/KO/index.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