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 급속한 확산을 저지하는 라이온들



의미 있는 참여

시카고 외곽에 있는 렌 돔프케 씨의 집에서 자동차로 12분 
거리에 위치한 병원까지 가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향했던 첫 발걸음은 돔프케 씨에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짧은 길을 오간다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인지하고 바꾼다는 뜻이자, 쉽게 
끝나지 않을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돔프케 씨에게는 제2형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년 동안 매주 엘름허스트 병원을 다니기 전의 일입니다.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돔프케 씨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 4억 명 안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1-J 지구 라이온들은 에드워드-엘름허스트 헬스 (EEH)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LCIF 교부금 US$95,000을 지원받아 
당뇨병 예방 및 생활습관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놀라운 팀워크가 만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돔프케 
씨는 새로운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렌, 개인 트레이너, 아내, 프로그램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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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은 신체에서 인슐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피부 
질환, 안구 질환, 신경 손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수는 1980년 1억800만명에서  
2014년 4억2,2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식이 요법과 생활습관 변화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온들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

LCIF 당뇨병 교부금은 라이온들에게 최대 US$250,000까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예방, 교육, 취약 계층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시력우선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성 망막증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라이온스 지구의 
대규모 인도주의 사업 개발 및 시행을 지원하는 교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cif.org/Gran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당뇨병 검진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를 펼치는 라이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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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름에 응답하는 라이온들 

렌 돔프케 씨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 (Jumpstart 
Your Health)프로그램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뒤에는 US$95,000의 LCIF 교부금과 EEH 보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지역의 라이온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1-J 지구의 모든 라이온들은 당뇨병 예방 홍보, 설명회 개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교류, 기금모금 행사 개최 등 지역사회 홍보대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분야는 라이온들에게 가장 자신있는 봉사 분야입니다!

패티 워든 라이온은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 (Jumpstart Your 
Health)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 모금을 위해 클럽회원들의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A1C 검사를 받고 당뇨병  
전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더 많이 걷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더욱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럽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라이온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패티 라이온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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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계획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 (Jumpstart Your Health) 프로그램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제2형 당뇨병 전증 또는 고위험군의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네 가지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1 2 3 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사용해  
참가자들에게 당뇨병  
전증, 당뇨병, 질병의  
진행과 예방에 대해  
교육합니다.

식이 요법, 신체 활동,  
체중 관리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지원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변화의 동기를  
유지할 전략을 가르칩니다.

혈당을 줄이고, 체중 감량을 
관리 및 유지하며, 당뇨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 계획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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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기치 않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돔프케 씨 (61세)는 
용기를 내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돔프케 씨는 생활방식을 
바꿔서 건강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과거에 혼자서 체중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 (Jumpstart Your Health) 프로그램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영양, 운동, 도움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 마침내 모든 것이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식이 요법이 아니라, 생활방식의 변화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업도 재미있는 데다가 자료도 이해하기 
쉽고, 목표가 현실적이고, 강사도 친절하고 유능하며, 어느 누구도 참가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돔프케 씨는 말합니다. 

일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돔프케 씨는 36kg을 감량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온들의 도움과 LCIF 교부금 지원을  
통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감동적인 성과 

라이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일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봉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렌 돔프케, 당뇨병 교부금 수혜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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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병을 피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 (Jumpstart  
Your Health) 프로그램 등록을 권장합니다.  
불과 일년만에 21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중 8%는 당뇨병 환자였으나 본인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1%는 당뇨병  
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뇨병 전증인  
사람들 중 57%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1-J지구 라이온들과 LCIF의 공동 지원을 받는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 (Jumpstart Your 
Health) 프로그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모든 수상 기준을 충족시킨 양질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한 공적으로 두  
차례 표창을 받음으로써, 중추적인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은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병원 한  
곳에서만 제공됩니다. 돔프케 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에드워드-엘름허스트 병원이  
불과 몇 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라이온들은 당뇨병 봉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CIF는 대규모 사업 
또는 제휴 사업에 교부금을 지급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매우 특별하고 현지 라이온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라이온들은 교부금 US$84,912을 지원받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당뇨병 캠프 및 지원단체를 설립해 
많은 지역에서 교육과 레크리에이션 자료를 제공합니다.

US$84,912

스리랑카 라이온들은 교부금 US$56,587을 지원받아 지역 자원센터 
다섯 곳을 새단장하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당뇨병 검진을 실시하고 
향후 2년 동안 6만 명에게 인식 증진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US$56,587 

오스트리아에서 라이온스 당뇨병 캠프를 개최해  
환자를 교육하고 청소년 봉사를 지원하는데 교부금 
US$32,722을 지원했습니다. 

US$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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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다

LCIF 당뇨병 교부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당뇨병 인식 증진, 예방,  
관리 사업, 지역 당뇨병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라이온들은 당뇨병 캠프의 강화와 확대, 당뇨병 종합검진 행사 지원,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개선, 의료진 교육 등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US$250,000 까지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온들이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LCIF에 
협조하는 전 세계 라이온들의 온정 덕분에 우리는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 짐 워든 (Jim Worden) 라이온, 엘름허스트 라이온스클럽

라이온들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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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들과 LCIF 덕분에 삶을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펼치는 봉사의 영향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뇨병을 퇴치하고 변화를 만드는데 동참하실 차례입니다. 모든 
기부금과 여러분의 온정으로 마련된 당뇨병 조기 진단 기회로 말미암아 지역  
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CIF에 기부하셔서 지구촌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당뇨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선사해 주십시오.

기부하기!

https://lionsclubs.org/en/give-how-to-give/campaign-100
http://www.lcif.org/EN/support-our-work/donate-now.php?utm_source=eBook&utm_medium=link&utm_campaign=sensory-courtyard
https://lionsclubs.org/ko/donate?utm_source=blog&utm_medium=link&utm_campaign=campaign-100-diabetes-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