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 보호를 위한 대중 교육

LEHP란?
라이온스 안구건강 프로그램(LEHP)은 지역 사회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라이온스 클럽, 지역 사회,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시력 손실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시력을 증진시킵니다. 

LEHP의 목적
LEHP 의 목적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당뇨로 인한 안과질환, 녹내장 및 노화와 관련된
황반변성을 조기 발견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통해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며, 저시력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권장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필요성
급속한 수명 연장과 점점 만연되고 있는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2억 8천 5백만 명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3천9백만 명은 실명자이며 2억4천6백만 명이
저시력자입니다. “시력 장애의 80%는 사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LEHP의 목표
� 당뇨성 안과질환, 녹내장 및 연령과 관련된 황반퇴화를 조기 발견하고, 저시력을 적절히

치료하도록 권장한다.
� 안과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 안구건강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을 마련한다. 이같은

활동으로는 적절한 장소 (진료소, 노인정, 학교, 청소년 단체, 보건행사 및 기타 장소),
안구검진 및 안구건강 설명회에서 안구건강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는 일을 포함할 수
있다.

� 당뇨성 안과질환, 녹내장, 황반퇴화 및 저시력과 관련된 안구건강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 이들 단체들과의 협력은 안구건강 및 예방
가능한 시력손실의 원인에 대한 인식 증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온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라이온스 안구건강 프로그램(LE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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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AMD Alliance International 

www.AMDalliance.org

미국 안과 학회 (AAO)

www.aao.org

미국 검안 협회(AOA)

www.aoa.org

보건부, 브라이언 홀든 시력원(전 국제 안구건강

교육 센터ICEE)

www.brienholdenvision.org 

국제 안과협회 (ICO)

www.icoph.org

국제당뇨병연맹(IDF)

www.idf.org

호주 라이온스 안구건강 프로그램

www.lehp.org.au

전미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NDEP)

www.ndep.nih.gov

전미 안구건강 교육 프로그램(NEHEP)

www.nei.nih.gov/nehep

국립 안과 연구소(NEI)

www.nei.nih.gov

캐나다 검안의 협회 (CAO)

www.opto.ca

세계 검안협회 (WCO)

www.worldoptometry.org

세계보건기구(WHO)

www.who.int/en

LEHP 자료
국제협회는 공동 라이온스 안구 건강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시력 보호
협회(NEI)의 전미 안구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미국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자국내에 있는 안구건강
전문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클럽들은
흔히 이같은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기타 다른 지역사회 단체 및 안구건강
전문가들과 파트너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
sclubs.org)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십시오.  원하실
경우, 클럽과 지구 용 자료를 소정의
비용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LEHP 프로그램에 대한
주문서를 사용하십시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건강 및 아동 봉사부
(programs@lionsclubs.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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