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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  

 

티모시 슈라이버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 

국제라이온스협회 및 국제라이온스재단으로부터 수상 영예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2020년 12월 21일) – 최근 국제협회 및 국제재단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인 티모시 P 슈라이버 박사에게 다년간 라이온스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재단에 기부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수여했다.   

특별 시상식에서 더글라스 X 알렉산더 국제 1부회장은 슈라이버 박사에게 

국제재단 MJF상을 수여하고, 스페셜 올림픽과 국제재단의 협력관계를 통해 탄생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라이온스 봉사를 실천한 것에 감사했다. 

MJF상은 국제협회 창립자인 멜빈 존스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1973년에 

시작되었다. ‘국제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MJF상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거나 또는 타인이 특정인을 기부자로 지정하고 대신 

기부하는 경우에 표창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상은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협회 창시자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잘 드러낸다. 

또한 이 시상식에서 알렉산더 부회장은 슈라이버 박사에게 ‘미션 인클루전’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에 감사했다. 미션 인클루전은 국제재단과 스페셜 올림픽이 함께 

시력 보호, 보건 교육, 장애인 포용 스포츠, 지도력 개발,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으로 더욱 장애인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국제재단은 스페셜 올림픽과 함께 오프닝 아이즈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의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프닝 아이즈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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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에게 무료 시력검진, 안과 질환 검사, 굴절, 안경 처방전 및 

스포츠용 보호 안경, 전문의 연결 서비스가 제공된다.   

 

2001년부터 라이온으로 활동해온 슈라이버 박사는 2007년에 인도주의적 

봉사에 솔선수범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수여하는 국제협회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수상했고, 이번 MJF상으로 다시 한번 라이온스의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역대 인도주의 대상 수상자로는 테레사 수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니스 무케게 박사가 있다. 

 

국제협회 소개 

국제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봉사단체이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영역에서 

48,000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1917년부터 라이온스는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봉사의 영향력을 

확장해왔다. 라이온스는 시력, 청소년, 당뇨병, 환경, 소아암, 기아, 인도주의 활동, 

재해 구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국제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재단(LCIF) 소개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자선 기관이다. 1968년에 설립된 

국제재단은 교부금 지원을 통해 라이온들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국제재단은 미국 자선 평가 단체 

Charity Navigator의 모범적인 평가 기록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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