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2019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1994년부터 25년간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며 인술을 실천해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전개하여 열악한 의료·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음. 꼬람똘라병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등

아 산 상

이석로

의료체계를 구축하면서 병원의 자립도를 높였고,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음. 2009년에는 안과 클리닉을 개소하여 극빈 계층에는 무료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백내장 수술을 해주어 방글라데시 환자들의 시력을 찾아주었음. 의료지원 외에도 직장을
갖기 힘든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위해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간호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을
병원에 채용하여 자립을 도왔음.
원광대 약대 박사과정 중 소록도에 의료 인력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소록도를 찾아가
8년간 거주하며 약사로 근무함. 이후 원광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센인들을 위한

의료봉사상

김혜심

봉사를 이어오다가 1995년에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건너가
보건소와 에이즈 환자를 위한 쉼터를 열고 치료약 제공 및 에이즈 예방 교육 등을
전개하였음. 이외에도 유치원과 여성개발센터, 무료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동 교육과
빈곤여성 직업훈련 교육, 지역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973년 설립 이래 가난한 노인들을 정성껏 돌본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지역과
관계없이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을 보살펴왔음. 현재 본부인 수원을 포함해 서울,

사회봉사상

가난한 이들의

완주, 담양 4곳에서 양로시설을 운영하며 30명의 수녀들이 200여 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작은 자매회

있음. 지난 46년 동안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머문 노인들은
800여 명에 달하며, 노인들에 대한 헌신적인 간호와 간병, 평화로운 임종까지 책임지며
국내 양로원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

권혜경

복지실천상

김민석

정금숙
김승용

자원봉사상

박영도

통한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함.
1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와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엠마우스산업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34년간 발달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1년간 급식봉사, 하천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옴.
36년간 야학교사로 활동하며 검정고시 교육 등을 시행하였으며, 국내 평생교육 발전과
제도화에 기여함.

대한적십자사

30년간 장애아동, 독거노인, 새터민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집수리·집짓기

내토봉사회

봉사활동을 시행함.

송승희

효행․가족상

지역자활센터에서 13년간 근무하며 7개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심재순

여환숙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으로 다리를 잃은 남편을 보살피며 생계를 책임져왔고, 전립선암
말기의 시부, 지체장애인 시모를 봉양하며 가정에 헌신함.
시각 장애 남편을 대신해 농사일과 가사를 책임지고, 치매 시조부와 시부모,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봉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룸.
시각 장애인 안마사로, 척추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