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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 
라이온스 클럽 
스페셜 올림픽 선수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챔피언"라이온스 클럽은 우선적으로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봉사사업에 주력하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환경은 라이온으로서 
스페셜 올림픽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유서깊은 파트너십 확장
전세계 라이온스 클럽은 2001년부터 스페셜 올림픽-
국제라이온스협회 오프닝 아이즈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0만 달러 규모의 국제재단(LCIF) 
파트너십 사업으로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의 시력을 
검진하고 110,000여 명에게 안경을 제공했습니다. 

“챔피언” 라이온스 클럽은 오프닝 아이즈뿐만 아니라, 
선수 건강증진 사업,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유아 발달 
프로젝트, 가족 건강 세미나, 재정적 기부, 경기지원 
자원봉사 등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을 한층 더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챔피언” 라이온스 
클럽은 또한, 직접봉사 지원을 통해 스페셜 올림픽 체육 
행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잠재적 프로젝트를 
통해 스페셜 올림픽 선수와 가족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현지의 경기와 지역 토너먼트에서 후원 및 협조
•  코칭, 자원봉사, 통합 스포츠  활동에 자원 봉사자 지원
•  색각 검사 및 시력검진 제공
•  선수들에게 안경 및 스포츠 고글 제공
•  유니폼 및 장비 제공
•  선수들과 가족에게 자원으로서의 역할

챔피언 육성
"챔피언"라이온스 클럽은 지적장애인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포용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합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봉사사업에 중점을 
두고,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을 지원하는 "챔피언"
라이온스 클럽, 이들이 바로 챔피언입니다: 트랙, 
경기장, 코트로 나가 경기하게 만드는 챔피언.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짓게 하고, 태도를 바꾸고, 
세심함을 가르치는 챔피언. 더욱 포용력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챔피언.

"챔피언"라이온스 클럽 회원은 다양한 기회를 
갖습니다:
 •  지적장애인과 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스스로의 삶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갑니다.
 •  오늘날 사회에서 종종 간과되는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  전 세계 200여개 국가 46,500개 클럽의 

140만 라이온들과 함께 국제협회를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로 만듭니다.

•  선수들과 통합 스포츠 팀에 참여
•  스페셜 올림픽 행사 시 관중석에서 응원

지금 가입하십시오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려면, 지역의 라이온스 
클럽에 연락하여 관심을 표하거나 회의 참석을 
문의하십시오.

가까운 클럽을 찾아보십시오! www.lionsclubs.org
를 방문하여 상단의 클럽찾기를 클릭하거나
또는, MembershpDev@lionsclubs.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국제협회에서 해당 지역 클럽의 연락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생클럽을 조직하거나 기존 클럽에 가입하면 
일회성 입회비 $35과 소정의 연간 회비가 
부과됩니다. 각 지역 클럽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요건을 갖춘 가족회원, 학생, 
레오출신의 회원은 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라이온스 클럽들은 지구촌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이 함께할 때마다 문제점은 더 작아지고, 지역사회는 더욱 살기 좋아지고, 삶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포용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