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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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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들과 LCIF의 대응

재앙은 세계 곳곳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다 방대하다고 이야기할 때,   

14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라이온들은 ‘우리는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라이온들은 국제재단 (LCIF)의 기금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이웃들의 삶에 희망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라이온들과  전 세계 라이온들의 봉사에  힘을 실어주는 재단인 LCIF

는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CIF의 포괄적인 대규모  캠페인을 

토대로, 라이온들은 봉사 영향력을 강화하고,  당뇨병 퇴치에 앞장서며  확장된 

글로벌 주력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청소년
LCIF는 양질의 교육, 필수 보건 서비스,      

종합적인 사회적 활동 및 여가 활동의 기회, 

긍정적인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재해 구호
LCIF는 재해 구호 활동에 깊이 관여하며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합니다.

인도주의 활동
LCIF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행합니다.

  
 글로벌 주력사업 확장

LCIF는 라이온들이  소아암, 기아, 환경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봉사 기회를 찾아내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지역 및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아암
LCIF는 의료 및 사회봉사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아암  

환아의 기대 수명을 연장하고 환아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아
LCIF는 지구촌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확장하여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환경
LCIF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여 전 세계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환경친화적 영향력을 창출합니다.

봉사 영향력 증대

LCIF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라이온들이 

 시력, 청소년, 재해 구호 및  인도주의 활동 분야에

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합니다.

시력
LCIF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전염병

에서 야기되는 실명을 근절하고, 예방 가능한             

실명과 시력 손상을 줄이고,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뇨병 퇴치

LCIF는  당뇨병 발병 감소와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봉사합니다.

당뇨병
LCIF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당뇨

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CIF는       

라이온들이 생활하고 봉사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종합 보건 계획을 진행하며 당뇨병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1,3,4,6World Health Organization; 2,7United Nations; 5Food Aid Foundation; 8World Wildlife Fund 국제협회와 국제재단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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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촉구
100년이 넘도록 라이온들은 봉사로 하나 되어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이온들은 1968년부터 국제재단의 교부금과 

자원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lionsclubs.org/ campaign100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캠페인에 동참하세요

lionsclubs.org/do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