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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   

국제라이온스클럽은 이길여 박사님에게 인도주의상을 증정하다.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020년 6월 29일) –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박애주의자 이길여 

박사님은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인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인도주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6월 29일 한국 서울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이길여 

박사님은 자신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생 동안 의료, 교육, 사회 정의 그리고 인도주의적 

봉사를 위해 헌신한 보답으로 수여된 인도주의상을 겸허하게 수락했다.       

  

이길여 박사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을 낼 수 없었던 환자들은 

받아들이기기 시작했고 여성들에게 무료 자궁암 검사를 제공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길여 박사님은 말했다. 

이길여 박사님은 또한 “의료 서비스는 돈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나의 사명과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길여 박사님은 대한민국 인천에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외상센터인 가천대학교 길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에는 이길여 암 및 당뇨병 치료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이길여 박사님은 가천 

길재단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라이온스클럽은 이길여 박사님에 대하여 문화발전,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의 신장, 그리고 의학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공로를 인정했다. 이 



박사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탁월한 봉사를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을 

비롯하여 수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라고 이 박사님은 말했다. 나아가 이 박사님은 “자원봉사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인류에 대한 

존경심은 나의 의료활동의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지역,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의료인은 사랑과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타인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길여 박사님에 대한 인도주의상 증정은 국제라이온스클럽의 회장인 최중렬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최 회장은 “전 세계의 140만명 이상의 라이온스클럽 회원을 대표하여 이 상을 

증정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의 봉사는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변화시켰고, 따라서 이 박사님과 이 박사님의 소중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인도주의상은 국제라이온스클럽재단의 미화 25만 달러 상금과 함께 

수여된다. 이 박사는 테레사 수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드니 

무퀘게박사를 포함하는, 저명한 수상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역대 라이온스클럽 인도주의상 

수상자 전체 명단은 https://www.lionsclubs.org/humanitarian-winners을 방문하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