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암 가족 쉼터 

아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는 순간, 부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일상은 
병원 예약과 치료,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2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2 
그렇지만 국제제단과 라이온들의 도움으로 고베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은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아이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치료 기간 중 병원 근처 호텔에 머물거나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만 병원에 놔두고 집에 와야 
했습니다.   일본 라이온들은 이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아암 가족 
쉼터를 건설하여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근처에서 숙박과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요리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현지 라이온들은 이 쉼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국제재단 매칭 교부금  만 6천 불 이상을 
활용하여 새 가구와 주방, 청소 용품, 시청각 장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년 약 270명의 소아암 가족들이 
이 가족 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2분마다  
소아암 환자 
한 명 발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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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단 매칭 
교부금으로 소아암 
가족 쉼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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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는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라이온들의 기부금 100%가 국제재단 교부금을 
통해 라이온스 봉사 지원에 사용됩니다.

소아암은 국제재단과 캠페인 100: LCIF 봉사에 힘을↗ 로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입니다 . 전 세계 라이온들과 클럽 후원자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캠페인 
100은 시력, 청소년, 재해 구호, 인도주의 봉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당뇨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처하며 소아암, 기아, 환경 분야까지 확대된 글로벌 주력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라이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제재단 지원을 통해 소속 지구의 
봉사활동을 지원하세요 

lionsclubs.org/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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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if.org/childhoodcancer

출처/주: 1St. Baldrick’s 재단; 2,9세계보건기구(WHO); 3PLOS; 4일본소아암협회; 5미국 뉴스 & 월드 리포트;  
6전국생명기술정보센터; 7The Lancet; 8유엔; 10미국소아암단체; 교부금 상한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제재단과 라이온스

기부를 통해  
해결책 마련
전 세계적으로 소아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10 1968년부터 국제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해 온 국제재단이 소아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소아암 교부금 
환자 가족들의 부담  

완화 사업 지원 

US$10,000 - 
US$150,000

매칭 교부금 
건축 및 장비  

비용 지원

 US$10,000 - 
US$100,000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현지 클럽 및  

지구의 봉사사업 지원

교부금 지급액 상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
어떤 어린이도 암에 걸리지 않아야 하지만 악성 림프종, 백혈병, 그 밖에 여러 형태의 질병이 

어린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소아 암 
생존 율

≥80 ≤20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원되는 소아암 관련 교부금

전 세계 소아암 환자 57% 
미확진7

암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 
매년 9-19세 300,000 확진 사례9선진국 개발도상국  

보다 적은  
수준8

2.5%   
                                         

타이완 내 연간  
암 증가율
1995-20093

#1
                                     

암은 일본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매년 550명 사망4

90%                        

다수 고소득 국가 내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생존율

중국 내 생존율 ≤70%5

22%                        

한국 내 5년 간  
생존율 

1993-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