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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헌장지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제도

글로벌 통계

헌장지역 개요

성인 인구  
1억 9,300만 명

성인 당뇨병 환자 
1,260만 명

지역 유병률

11.5%
당뇨병 미확진 환자 
850만 명

당뇨병 관련 사망자 
127,970명

제1형 당뇨병 환아 
(0-19 세)

20,860명

성인(20-79세) 당뇨병 환자 수 상위 5개 국가

1 ��인도네시아 1,030만 명

2 �호주 110만 명

3 ��파푸아뉴기니 639,810명

4 �뉴질랜드 326,060명

5 �동티모르 32,900명

u���성인 11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u���� 4억 2,5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045년까지 
환자 수는 6억 2,9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u����  성인 당뇨병 환자 2
명 중 1명은  
미확진 상태이며(2억 1,200만 명),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u���� 3억 5,200만 명이  
제2형 당뇨병 위험군에 속하며, 제
2형 당뇨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u���� 1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u����  4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2017년 기준) 

u���� 성인 당뇨병 환자의 79%가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u���� 신생아 7명 중 1
명이 
산모의 임신성 당뇨병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수는 2,10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2017년 기준) 

u���� 7,270억 달러 
이상의 의료비가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성인 총 지출의 12%에 
달합니다. (2017년 기준)

더�자세한�정보를�원하십니까?
lionsclubs.org 에서 당뇨병 퇴치를 위해 앞장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협력 단체

자료 출처: 국제당뇨병연맹(IDF) Diabetes Atlas 제8판 2017 diabetesatlas.org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글로벌 당뇨병 커뮤니티에서 보여준 IDF의 리더쉽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 7 헌장지역 내 클럽 수: 각 클럽 지역의 평균 성인 당뇨병 
환자 수

4,223개 7,090명



국가/지역
성인 인구

(20-79 세)

당뇨병 환자

(20-79 세)

전국 당뇨병 유병률 

(%)

당뇨병 미확진 환자  

(20-79 세)

제1형 당뇨병 환아 

(0-19 세)

당뇨병 관련 
사망자

(20-79 세)

총 
라이온스 
클럽

지역사회 성인 
당뇨병 평균

호주 17,519,740 1,132,970 6.47 403,840 13,210 4,580 2,579 439

IDF 가입 단체: Diabetes Australia | 소재 도시: Canberra Act | 전화번호: +61 1300 136 588

피지 562,730 81,730 14.52 43,480 30 840 21 3,892

IDF 가입 단체: Diabetes Fiji | 소재 도시: Suva | 전화번호: +679 3215370; +679 3215206

인도네시아 166,531,670 10,276,120 6.17 7,571,440 5,550 114,070 810 12,687

IDF 가입 단체: Persatuan Diabetes Indonesia | 소재 도시: Jakarta | 전화번호: +62 21 3100075

뉴칼레도니아* 185,140 46,180 24.94 22,400 10 - 23 2,008

IDF 가입 단체 해당 없음. 자세한 정보는 idf-nac@idf.org로 IDF에 문의하세요.

뉴질랜드 3,213,370 326,060 10.15 83,830 1,970 1,370 754 432

IDF 가입 단체: Diabetes New Zealand | 소재 도시: Wellington | 전화번호: +64 0800 342 238

파푸아뉴기니 4,172,600 639,810 15.33 341,630 30 6,460 22 29,082

IDF 가입 단체: Diabetic Association of Papua New Guinea | 소재 도시: Konedobu | 전화번호: +675 3201795

동티모르* 568,960 32,900 5.78 17,570 40 370 3 10,967

IDF 가입 단체 해당 없음. 자세한 정보는 idf-nac@idf.org로 IDF에 문의하세요.

통가 55,780 7,260 13.01 500 0 70 5 1,452

IDF 가입 단체: Tonga Diabetes Association | 소재 도시: Tofoa | 전화번호: +676 23200

바누아투* 148,980 16,170 10.85 8,630 10 130 2 8,085

IDF 가입 단체: Vanuatu Diabetes Association | 소재 도시: Port-Vila | 전화번호: +678 22512

사모아 101,180 7,410 7.33 3,560 10 80 4 1,853

IDF 가입 단체 해당 없음. 자세한 정보는 idf-nac@idf.org로 IDF에 문의하세요.

합계 193,060,150 12,566,610 11.46%�(평균) 8,496,880 20,860 127,970 4,223 7,090�(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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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국가의 데이터 추정치는 IDF가 제공함.      05/18.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