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아이디어
당뇨병

알아보기

•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클럽이나 지구 회의에서 당뇨병, 당뇨병 전단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당뇨병에 관한 토론을 활성화하여 클럽 회원들이 당뇨병에 관한 각자의 개인적 연관성을 공유하도록 권장합니다. 
•	 전국당뇨병협회 및 기타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탐색하여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클럽 회의에서 혈당 지수가 낮은 간식을 나누어 주고, 영양사나 당뇨병 교육자에게 요청하여 클럽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식품 라벨 해석에 관해 교육합니다.
•	 MyLION에 가입하여 라이온과 레오가 어떻게 당뇨병 봉사에 참여하는지 알아봅니다.
•	 건강한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장려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클럽 회원들이 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된 도전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초급단계 // 활동

•	 지역 도서관에 당뇨병 잡지 
정기구독권 또는 당뇨병 관련 
도서를 기부합니다. 

•	 당뇨병 환자를 지역 학교에 
초청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해 
강연하게 합니다.

•	 어린이가 당뇨병 캠프에 참가하도록 
후원하거나 캠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합니다.

•	 매월 클럽이나 지구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계정에 당뇨병 환자나 
고위험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지역사회 또는 학교신문에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해 기고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STRIDES: 라이온스 
당뇨병 교육 행사를 준비합니다.

•	 환자 자원 및 서비스 목록을 만들어 
라이온과 대중에게 배포합니다.

중급단계 // 활동

•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 족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당뇨병 예방을 
홍보합니다.

•	 당뇨병 캠프에서 종일 일정으로 
자원봉사합니다. 가까운 캠프를 
찾으려면 www.diabetescamps.org
를 방문하십시오. 

•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전단계 
사람들을 위해 건강식 시범을 
후원합니다.

•	 직장에서 매주 걷기 모임을 
조직하고, 그 후에 건강 간식을 
공유합니다.

•	 초등학교 교실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공급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건강식을 먹도록 권장합니다.

•	 건강관리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체 활동을 준비하고 운동을 
장려합니다.

•	 주민센터나 학교에 필요한 운동 
장비를 기증합니다.

고급단계 // 활동

•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서포트 그룹을 
조직합니다.

•	 건강관리 전문가와 협력하여 젊은 
당뇨병 환자와 연상의 멘토를 
짝지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	 건강한 식사를 장려하기 위해 학교 
또는 공동체 텃밭을 조성합니다.

•	 주민센터나 학교에 피트니스 
룸이나 지속적인 피트니스 강좌를 
개설합니다.

•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하여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가 검진,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관해 학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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