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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국제협회와 당뇨병 관리 및 교육 전문가 협회는 
협력 제휴를 맺었습니다 

 

두 단체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에서 국제협회와 당뇨병 관리 및 교육 전문가 

협회(ADCES)는 제2형 당뇨병 퇴치 분야의 협력 제휴를 구축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연장했습니다. 두 단체는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발병 지연과 더불어, 미국 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 4억 2,5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045년에는 6억 2,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3,730만 명의 미국인(미국 인구의 11.3%)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본인의 발병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600만 명의 성인 

또는 미국인 3명 중 1명이 전당뇨를 앓고 있는데, 이는 제2형 당뇨병, 심장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전당뇨병 환자 10명 중 2명만이 본인의 위험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당뇨 및 당뇨병에 대한 이러한 낮은 인식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회와 ADCES는 미국 

라이온스/레오 클럽과 ADCES 당뇨병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라이온, 레오와 ADCES 회원들은 교육, 자료 공유, 지역사회 프로그래밍을 통해 

전당뇨와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병 자가 관리 교육 및 

지원(DSMES)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당뇨 환자들에게는 당뇨병 예방 및 지연을 위한 집중적인 

생활방식 변화 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펼쳐질 두 

기관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두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지연,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의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당뇨병 및 전당뇨 인식 제고 

• 제2형 당뇨병 및 제2형 당뇨병 합병증 고위험군에게 DSMES 및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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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당뇨병 봉사사업 개발: 당뇨병 인식 및 제2형 당뇨병 예방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라이온스 걷기 대회 
 

라이온들은 당뇨병 발병을 감소시키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며 도움이 필요한 세상에 봉사합니다. “국제협회와 국제재단은 

전 세계 라이온 및 레오가 한 번에 하나씩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당뇨병을 

퇴치하도록 돕기 위해 전념합니다.”라고 브라이언 시한 국제회장이 말했습니다. 

“ADCES와 협력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선행을 실천할 수 있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라고 시한 국제회장은 덧붙였습니다.  
 

“ADCES는 국제협회의 파트너로서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지연,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홍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당뇨 및 당뇨병 인식 증진 활동 및 효과적인 

봉사를 통해, 라이온 및 레오들은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라고 ADCES 당뇨병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부이사 Angela M. Forfia, 

MA가 말했습니다. 

 

국제협회는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입니다. 국제협회는 49,000개 이상의 클럽의 140만 명의 

라이온들, 그리고 국제재단 교부금의 지원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적, 글로벌 노력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ADCES는 혁신적인 교육,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당뇨병 전증, 당뇨병 및 심장대사 

치료를 개선하는데 전념하는 전문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ADCES는 간호사, 

영양사, 약사, 운동 전문가 등 12,000명 이상의 전문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 또는 고위험군을 돕는 방대한 실무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자: Shauna Schuda, 홍보부 과장 

전화: (630) 468-7075 

이메일: shauna.schuda@lionsclubs.org 

 

미디어 담당자: Danielle McNary,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과장  

전화: (312) 601-4805 

이메일:dmcnary@ad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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