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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발표용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 수상자 헬레나 은두메 박사 

 

(일리노이주 오크 브룩, 2022 년 2 월 24 일) - 국제라이온스협회는 2022 년 6 월 28 일 

제 104 차 국제대회에서 인도주의적 봉사 및 세계적인 의료 공헌을 기리기 위해 

나미비아 빈트후크 중앙 병원 안과 과장이자 국제 안과 진료 비영리 단체 SEE 

인터내셔널의 파트너 헬레나 은두메 박사에게 2022 년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수여합니다.  

 

15 세에 자신의 고향인 나미비아 오시코토 지역을 강제로 탈출해야 했던 은두메 박사는 

잠비아와 앙골라에 위치한 서남아프리카 인민기구(SWAPO) 독립 운동 단체에서 

생활했습니다. 서남아 인민기구에서는 은두메 박사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아프리카 감비아로 보냈고, 어린 시절 국가적 위기를 목격하며 자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자 독일의 의과 대학에도 진학하도록 

지원했습니다.  

 

1995 년, 헬레나 은두메 박사는 전 세계적인 안과 진료 비영리 단체인 SEE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와 함께 나미비아의 예방 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그 후 나미비아 외 개발도상국 전 지역에 걸쳐 실명 및 저시력 질환을 

치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은두메 박사는 모국인 나미비아와 앙골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총 35,000 건이 넘는 

안과 수술을 무료로 시행했고 자신의 인도적 노력에 대해 "예방 가능한 실명을 안고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협회에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은 인도주의에 

모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며, 지속적인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수상자가 지정하는 자선 단체에 국제재단 교부금 최대 US$250,000 이 지급됩니다. 

이번 인도주의상 수상으로 은두메 박사는 테레사 수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니스 무퀘게 박사 등 국제 유명 인사들과 나란히 역대 라이온스 

인도주의상 수상자 명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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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라스 알렉산더 국제회장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은두메 박사께 이 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1925 년, 

헬렌 켈러 여사께서 시력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잘 보존하도록 라이온스에게 호소한 

이래로 우리는 치료 가능한 실명을 예방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두메 박사는 총 80 개국에서 650 명이 넘는 안과의 및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과 

진료 자원 봉사자 단체인 SEE 인터내셔널과 계속해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두메 박사는 백내장, 녹내장, 알레르기 결막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며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한 수천 명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은두메 

박사의 집요한 추진력, 불굴의 의지, 포괄적인 비전은 그녀를 인도주의상 수상자이자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예방 

가능한 실명을 종식시키는 것과, 이러한 노력을 이어 나갈 헌신적인 젊은이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제가 여기 있지 않더라도 우리 팀이 그 임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이온스 인도주의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상자 명단은 

웹사이트  https://www.lionsclubs.org/humanitarian-winner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 소개 

 

국제협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봉사단체이다. 전 세계 200 여개 국가와 영역, 48,000 여 

개의 클럽에 소속된 140 만 라이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17 년부터 라이온들은 직접 참여하는 봉사와 인도주의적 봉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제재단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봉사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라이온스는 시력, 환경, 소아암, 기아, 당뇨병 및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에 

주력하며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lionsclubs.org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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