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처: 

Lilly Jackson 

630-468-6767 

communications@lionsclubs.org 

 

제 98차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대회(6월 26-30일)의 배경 

 

국제협회 –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봉사 단체이다. 46,000개 클럽 

산하 140만명의 회원들이 200개 이상의 국가와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협회는 1917년 이래 맹인과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해 왔을 뿐 아니라 

청소년 사업을 실시하고,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국제협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ionsclub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대회 – 6 말에 120 개 이상 국가로부터 20,000명 이상의 라이온들과 그들의 가족이 

호놀룰루 국제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5일 동안 라이온들은 협회 업무를 수행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주최 도시를 관광하게 될 

것이다. 라이온스 클럽의 국제대회는 전세계 유사 단체가 개최하는 연차대회 중 최대 

규모이다.  

국제대회가 호놀룰루에 미치는 영향 – 본 대회는 국제협회가 호놀룰루에서 4번째로 

개최하는 국제대회이다.  본 국제대회는 호놀룰루 대회 역사 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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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들은 대부분의 기업인 대회 참가자들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관광도 더 많이 하고, 

가족들도 더 많이 동반하여 9천만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회 하이라이트 – 올 해의 대회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120개국에서 출전하는 10,000명의 라이온들이 대부분 자국 전통의상을 입고 밴드 및 

꽃수레와 함께 행진하는 국제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퍼레이드는 6월 27일(토)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와이키키 지구 내 호놀룰루 다운타운의 칼라카우아 에비뉴를 

행진한다. 퍼레이드 노선은 약 1마일 (1.5킬로미터)이다.   

 제 27회 국제협회 평화 포스터 경연대회 및 우리의 세계, 우리의 미래 맹아 

수필경연대회 수상자들을 위한 수상식이 개최된다.  

 6월 28일(일)에 전세계 라이온스 국가를 소개하는 화려한 국기 입장식이 개최된다. 

 국제협회의 최고 영예인 인도주의 상 2015년도 시상식이 6월 30일(화)에 시행되며, 

수상자는 세이브더칠드런 단체 대표 캐롤라인 마일즈씨이다. 수상자에게는 지속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국제재단에서 $250,000 의 상금을 수여한다. 과거 

수상자로는 가수 데이빗 포스터,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및 테레사 수녀 등이 있다. 

 6월 30일(화)에 일본 기후현의 미노카모 출신 지츠히로 야마다 박사의 2015-2016년도 

국제회장 취임식이 시행된다.  

국제대회 개최지 선정 – 국제이사회는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5년 전에 광범위한 

입찰 과정을 거쳐 대회 개최지를 선정한다. 심사기간에, 관광 당국은 왜 그들의 

도시가 매력적인 대회지인지를 설명하고 대회 유치와 대규모 참가자들을 위한 

옵션들을 선보인다. 

국제협회는 라이온스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통 있는 지역을 물색한다. 지역 

라이온들은 호스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본부 – 미국 일리노이주 옥 부룩에 위치한 국제본부의 직원들이 대회 행사, 숙박, 

용역회사 및 전시 업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100명 이상의 본부 직원들이 

국제대회에서 업무를 본다. 

지구촌 라이온들 – 라이온들은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하는 남녀 

자원 봉사자들이다. 라이온스클럽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봉사사업을 실시한다:  

 중고안경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며 안구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지원.  

 레오클럽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장학금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환경을 개선하고 나무를 심으며 지역사회 공원시설을 조성 및 유지. 

 당뇨병교육을 후원하고, 청력검사를 제공하며 노인을 위해 봉사.  

 최근 발생한 미국의 폭풍우와 산사태, 네팔의 지진과 눈사태, 필리핀의 태풍 

하이얀 등의 재해 후 단기 및 장기 재해복구 사업 제공. 

미국에서의 라이온스 클럽 – 라이온스 클럽은 1917년에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서 시작되어, 라이온들은 미국과 영원이 연결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1,700개의 클럽 산하 330,000명의 라이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 옥부룩에 국제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지역 라이온들은 환경보존, 

건강증진, 청소년 봉사, 기타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스트 위원회 – 호놀룰루와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라이온스 자원 봉사자들은 

지난 수 년간 국제대회를 준비해왔다. 호스트 위원회는 환영센터 관리, 환영 

현수막 준비, 퍼레이드를 위한 지역 마칭밴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행사에서 경호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할 책임을 맡고 있다. 



 

 

차기 국제대회 

2016년 일본, 후쿠오카 

2017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2018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2019년 이탈리아, 밀라노 

### 

언론 공지사항: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대회 운영 사무국에서 취재 

허가증을 제공한다.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 행사에 

일반인들은 참석할 수 없다. 국제대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facebook.com/lcic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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