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보기
•	 전문가를 클럽에 초빙하여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안구 질환에 대해 라이온과 레오에게 

교육합니다.
•	 “라이온스 눈 건강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본인과 클럽에 실명 예방을 교육합니다.
•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초대하여  

재활과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	 해들리 맹학교의 온라인 무료 “실명 기본 과정"을 이수하여 실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클럽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안대를 한 채 식사하게 하여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
시력

초급단계 // 활동
•	 중고 안경을 수거하여 가장 

가까운 라이온스 안경 
재활용 센터로 보냅니다.

•	 점자, 대형 활자본, 오디오 
북 전집을 준비하여 지역의 
학교, 도서관, 노인센터에 
혜택을 줍니다.

•	 도서 음성녹음 제작과 
시각장애인에게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에 
참여합니다.

중급단계 // 활동
•	 지역 안과 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유아, 

학교, 모든 연령의 시력 검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검진을 제공합니다.

•	 라이온스 눈 건강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시력을 촉진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	 세계 시력의 날 행사를 후원합니다.
•	 캠프, 경연대회, 기타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을 후원합니다.
•	 시각장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지역사회 

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	 안구은행과 협력하여 각막 기증의 

중요성을 홍보합니다.
•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목록을 
마련합니다.

•	 시각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캠프, 재활센터, 직업훈련 
센터에서 자원봉사합니다.

•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이 
함께하는 종합 스포츠 행사를 
개최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흰색 지팡이를 구입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기부하는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급단계 // 활동
•	 지역의 기업인과 협력하여 직원들의 

시력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지역 안경점과 협력하여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교정된 안경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이나 바우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	 시각장애 또는 저시력 학생, 직장인, 
노인을 위한 교통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시각장애인 야구” 게임이나 대회를 
개최합니다.

•	 기금모금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안내견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보조공학 도서관을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이 필요시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합니다.

•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을 사용하는 식물, 
인공폭포, 조각품이 있는 감각적인 
정원을 조성합니다. 표지판의 점자 또는 
음성녹음을 제공합니다.

•	 맹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커리큘럼, 
보조공학, 유지관리의 필요사항을 
지원합니다.

•	 오리엔테이션 전문가 및 재활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맺어 통합학교 교사와 
통합직장 고용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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