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당뇨인상 추천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입니다.
항상 당뇨병의 퇴치와 연구를 위해 앞장서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회원 여러분
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지난 해부터 오랜 기간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발굴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당뇨병과 당뇨병 환자에 대
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모범당뇨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당
뇨병 퇴치에 있어 모범적인 환자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원 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
다. 그런 취지 하에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모범당뇨인상’ 시상이 또 다른 50년 후까지도 학회
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진료현장에서 경험하신 환자 중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모범적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 추천대상: 제1형 당뇨병 또는 제2형 당뇨병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환자
⚫ 추천방법: 별첨 추천서 양식 작성 및 이메일/팩스 제출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6층
모범당뇨인상 선정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kda_award@macoll.com

⚫ 접수마감: 2019년 10월 18일(금)
⚫ 선정발표: 2019년 10월 28일(월)
⚫ 시상식: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
1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2부) 푸른빛 점등식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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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당뇨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추천대상: 제 1 형 당뇨병 또는 제 2 형 당뇨병으로 30 년 이상 경과된 환자
**동반질환이나 당뇨합병증이 있어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추천 환자는 사무국에서 직접 연락하여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 초대되어 기념패를 받게 됩니다.
**기념식에 불참하는 경우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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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현재 상태 및 추천 사유(환자와 그 가족의 노력,
특별한 사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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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및 추천서 접수: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6 층 모범당뇨인상 선정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kda_award@macoll.com
-전화: 02-6915-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