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라이드:  라이온스 당뇨병 교육
당뇨병의 인식 확대, 당뇨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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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드: 라이온스 당뇨병 교육이란 무엇인가?

스트라이드는 친근하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지역 행사로서, 라이온스 클럽 또는 지구가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스트라이드
프로그램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또는 기타 건강에 좋은 운동 등 즐거운 신체 활동을
포함합니다.  

스트라이드 미션

스트라이드 : 라이온스 당뇨병 교육의 미션은 라이온들이 당뇨병에 맞서 싸우는데 동참하고
스트라이드 지역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필요성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6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2035년도 쯤이면 전세계의 5억 9천 2백만 명
이상이 당뇨병을 앓게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당뇨병은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매 8초마다
지구촌 어딘가에선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라이드 목적

    • 당뇨병 인식에 대한 라이온들의 관심을 고조시킨다.
    • 라이온들이 당뇨병에 맞서 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걷기대회 행사에 지역사회를 동참시킨다. 
    • 즐거운 운동/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한다. 
    • 라이온들이 쉽고 자신감 있게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 당뇨병 환자들에게 낙관적인 마음과

라이온들의 지원을 전달한다.
    • 당뇨병과 당뇨병성 망막증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실명을 예방한다. 
    • 지역사회에 라이온스의 활약상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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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  

보건 및 아동 봉사과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전화:  630-468-6728

팩스:  630-571-1692

programs@lionsclubs.org

www.lionsclubs.org

스트라이드 자료

국제협회는 스트라이드:  라이온스 당뇨병 교육 정보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적인 스트라이드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키트에는 활동 가이드,
등록 양식 견본, 보도자료, 공익광고, 당뇨병 북마크 등이 들어 있습니다. 키트의 모든
구성품은 국제협회 홈페이지 (www.lionsclubs.org)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소정의
비용으로 국제협회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라이온스  당뇨병 교육 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국제협회 홈페이지 
(www.lionsclubs.org)에서 “스트라이드”를 검색하거나 programs@lionsclubs.org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아래 단체에서 당뇨병 관련 추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IDF)

www.idf.org

세계보건기구(WHO)

www.who.org

당뇨병 교육 및 캠핑 협회(DECA)

www.diabetescamps.org

전미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NDEP)

www.ndep.nih.gov 

MedicAlert Foundation

www.medicalert.org/groups/l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