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한 단체를 소개합니다.

무엇일까요?

1형 당뇨는 주로 30대 이전의 성인이나 소아에게 발병
한다고 해서 소아당뇨라고도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1형 당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당뇨병(2형
당뇨)과는 다르고 생활습관이나 식생활과는 무관하게 발병
합니다.

1형 당뇨병 환우회는 1형 당뇨인

들과 그 가족들이 만든 단체입니
다. 새로운 의료기기나 관리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1형 당뇨
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 서고 있
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을 만들어 우리 사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회 2030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

를 공유하고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바꿈과 민

변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우리 사
회 창업 생태계를 바꾸고 관련 법

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빠띠입니

다.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목소
이 리플렛은 1형당뇨 환우, 가족, 관계자, 일반참가자,
학생 등이 함께 모여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만든
1형당뇨 가이드라인입니다

리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을 기반

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과 문화
를 만듭니다.

제작
후원

7
1

1형 당뇨로 인한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버려주세요. 당뇨로 인한 채
용불이익, 유치원 입소 거부 등이
있다면 이러한 차별은 명백한 불법
이에요.

2

1형 당뇨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병과는 달라요!

어느날 갑자기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을 잃게 되어 발병하는
교통사고와도 같은 질환이에요

3

1형당뇨인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게 배려해주세요!

어려서부터 1형당뇨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도록 보건포스
터, 사전교육, 1형당뇨의 날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필
요해요.

1형당뇨인에게 “언제 낫는거야?” 또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 등의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먹는 것을 조심한다고 해서 잘 관
리 되거나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인슐린 용량, 운동, 식
단, 성장, 질병, 스트레스 그외에도 혈당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
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 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4

1형당뇨인들은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요

당뇨를 진단 받은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피하지 말아
주세요. 혈당 관리만으로도 힘든 당뇨인에게 이런 오해와 편견은
큰 상처가 됩니다. 1형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도 관리를 잘하면 건
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몸소 보여
주고 있답니다.

5

1형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과는 상관이 없어요!

6

눈이 나빠 안경을 써서 관리하듯
1형당뇨인들은 혈당 관리를 할 뿐이에요!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었길래!” 이런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혈당 관리는 당뇨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주사를 놓거나 혈당
체크를 할 때 옆에서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아 주세요. 자연스럽
게 바라봐 주세요.

8

왜 당뇨에 걸렸는지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아 주세요.

앞서 말했듯 1형 당뇨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비만으로 걸리는 질
환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으로 걸리는 질환도 아니예요.

9

이 리플렛을
널리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 하나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데 큰 도움
이 됩니다. 한 번의 댓글, 한 번의 공유는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