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
로타리
글로벌 동창 인도주의 봉사상

글로벌 동창 인도주의 봉사상의 목표는
탁월한 활동을 보여준 우수한 동창을 치하하고
로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동창 인도주의 봉사상은 탁월한 인도주의 봉사와 직업 활동을 통해 로타리 봉사
의 이상을 구현한 동창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이터(RRFC)
는 존 혹은 지역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존 수상자를 로타리재단에 추천하도록 되
어 있다. 이 존 수상자 중에서 재단 이사회가 글로벌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수상식은
매년 국제대회에서 실시된다. 각 지구총재는 지구 소속 동창 누구든지 존 수상자 후보로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에터에게 추천할 수 있다.

2015-16년도 수상자
수잔 데이비스(7230지구 추천)
수잔 데이비스는 미국 LA 라파예트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1980-81 친선사절 장학생
선발되어 잉글랜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개발단체
인 BRAC의 사명을 증진하기 위해 BRAC USA를 공동 창립했다. BRAC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방글라데시 소재 포드 재단에서 프로그램 임원으로 활동하며 방글라데시 마을들
에게 더 많은 소액융자가 지원되도록 공헌했다. 또한 데이비스는 <사회적 기업: 모든 이
들이 알라야 할 것>을 공동 저술한 저자이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아
쇼카(Ashoka)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2012년 국제파트너십을 위한 유엔기금 이사로 임
명되었으며 현재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그라민재단, 서리프 마켓
여성기금, 미국 아프리카 여성개발기금 이사회에서도 활동해 오고 있다. 현재 미국 7210
지구 e-클럽 회원이다.

2014-15년도 수상자
기사 자야람(7620지구 추천)
로타랙터 출신인 기사 자야람 박사는 미국 메릴랜드 콜롬비
아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2005-06 로타리 대학교수 보조금
을 지원받았다. 이 보조금으로 그녀는 인도 방갈로르의 세인
트 존스 의과대학 및 동 클리닉에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자야
람 박사는 현재 정신과 의사로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에
서 부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 대학교 부설 암스트롱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
다. 1997년 콜롬비아 로타리클럽에 입회한 후, 인도 무갈루에 마나시 클리닉(Maanasi
Clinic)을 설립했다. 클리닉 설립 이후에도 그녀는 의약품 공급, 의료진 및 상담요원들에
대한 교육, 기금 모금에 이르기까지 클리닉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
도에서 실시된 전국 면역의 날에도 참여한 바 있는 자야람 박사는 메릴랜드 주 하워드 웨
스트 로타리클럽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2013-14년도 수상자
마야 아즈메라(7620지구 추천)
마야 아즈메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차이나 레이크 클럽의 후원
으로 1989-90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도의 뭄바이
에 소재한 세인트 제이비어 대학(St. Xavier’s College)으로 유
학했었다. 현재 ‘과학 및 일반인들을 위한 소사이어티(Society
for Science & the Public)’의 회장 겸 CEO이며 동 단체가 발
행하는 <사이언스 뉴스>의 발행인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있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세계어린이기금(Global Fund for Children)’의 창립자이며, 유명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 워싱턴 D.C.에 소재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폴 니츠(Paul H.
Nitze) 고등 국제학 대학원에서 객원 연구원 및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 듀크 대학의 공공정책학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13년도 수상자
하르민더 싱 두아(3030지구 추천)
하르민더 싱 두아는 인도 마하라슈트라 나그푸르사우스 로타
리클럽의 스폰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를 방문한 1980-81
연구단교환 팀 멤버이다. 영국 노팅엄의 안과의사인 두아는
노팅엄 대학교 퀸스 메디칼 센터의 안과 및 시과학과 교수이
며, 영국 안과협회 저널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인도, 영국, 미
국 등지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학생과 동료들에게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각막 질병 치료와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인도
거주 시 로타리와 다른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아 무료 안과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백내
장 및 녹내장 환자들을 무료로 시술해 주었다.

2011-12년도 수상자
존 스커리트(9810지구 추천)
존 스커리트는 호주 빅토리아 칼링포드 로타리클럽의 스폰서
를 받아 1983-84년도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
교(앤아버 소재)에 유학했다. 호주 의약품청 매니저이며, 퀸즐
랜드 대학교 농업과 교수이자, 스리랑카에 소재한 국제 수자
원 연구소 이사장이다. 또한 호주 최대의 농산물 생산량을 관
장하는 빅토리아 주 1차산업부 차관직도 맡고 있다. 그 동안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
가들을 대상으로 의료,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업, 공중보건 부문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쓰나미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살충제 판별 요법의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 및 농업 재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로타리클럽 회원이었으며, 인터랙터와 로
타랙터로도 활동했다.

2010-11년도 수상자
탈봇 “샌디” 달렘베르테(6940지구 추천)
탈봇 “샌디” 달렘베르테(Talbot “Sandy" D’Alemberte)는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1958-59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영국 런던 스
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법률가이자 교수
인 그는 과거에 정치인, 교육 행정가로도 활동했으며, 미국변
호사협회(ABA) 회장과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FSU) 총장을 역
임했다. 무료 변론의 대가로 유명하며, 폭력적 수단을 배제한 채 소송을 통한 판결이나 당
사자간의 협상, 제 3자에 의한 중재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타결을 지향하는 분쟁 해결 운
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왔다. 그는 민주 정부가 수립된 동부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ABA 산하 프로그램인 중부 유럽 및 유라시아 법률 연구소(CEELI)를 설립하는 데에도 중
요한 역할을 했다. 법조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표창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09-10년도 수상자
피터 카일(7620지구 추천)
피터 카일은 뉴질랜드 웰링턴 노스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미
국 샬롯츠빌 소재 버지니아 대학교 법대에 유학한 1973-74
친선사절 장학생이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국제변호사로
서 활동하면서 고문 변호사로 세계은행에서도 일하였다. 그
동안 여러 국가에서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100여 개 국제 개
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경제 자립을 위한 법률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자문을 각
국 정부에 제공하였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 캐피톨힐 로타리클럽 회원이며, 7620지구
의 2013-14 지구총재를 역임했다. 2010-11 지구 동창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재
단 동창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그는 재단 동창 자문위원회 위
원장과 2012 방콕 국제대회 재단 동창 행사 공동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세계 은행 RI 대
표를 역임하였으며, ‘아웃워드 바운드 인터내셔널(Outward Bound International)’의 명
예 회장이기도 하다.

2008-09년도 수상자
알렉스 뷰캐넌(9800지구 추천)
로타리안 알렉스 뷰캐넌 박사는 1959-60년도 친선사절 장학
생 출신이다. 호주 빅토리아 코럼버라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를
받아 미국 아이오아 대학교(에임즈 소재)에서 농업 과학을 전
공했다. 뷰캐넌 박사는 1965년, 지금까지도 재해 지역 이재민
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고단백질 밀크 비스킷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호주 외무부의 지원을 받아 태국에서 신생아 식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ASEAN과 함께 활동하면서 동 단체의 푸드 저널 편집장을 지냈다. 유엔 대학교의 세계
기아 퇴치 프로그램 창립자이기도 한 그는 저소득 국가 출신의 친선사절 장학생들에게 농
업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로이스 & 진 애비 인다우먼트’를 지원하는 ATSE 크
로포드 기금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멜번 로타리클럽 회원이다.

2007-08년도 수상자
강영우(7620지구 추천)
강영우 박사는 1973-74 로타리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미국 펜
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
1976년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그는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장애인 대표 직
분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과 미국의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
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세계 장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프
랭클린 & 엘리너 루즈벨트 인스티튜트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영우 박사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연 활동을 펼쳐왔으며, 많은 책을 출간하였다. 그의 저서 <빛은 내 가
슴에>는 6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로타리안으로 활동하였으며, 워싱턴 D.C.
로타리클럽의 회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68세의 나이로 2012년 2월 23일 작고하였다.

2006-07년도 수상자
필립 래이더(7770지구 추천)
1967-68 친선사절 장학생 필립 래이더는 미국 플로리다 세
인트 피터즈버그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옥스포드 대학교에
서 역사학을 전공하였다. 1997-2001년간 성 제임스 궁전 미
국 대사로 재직하면서, ‘북아일랜드 평화 절차 평론’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미국 클링턴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
예산관리국 부국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적십자와 듀크 대학교 사회정책 인스티튜트를 비
롯해 여러 은행, 교육 및 어린이 기관 등의 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사업이사회
(BENS)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총장
을 지냈으며, 14개 대학교 및 칼리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국제 금융
회사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재정 서비스 시니어 어드바이저이며, 미국 남동부 지역의 저
명 법률회사 소속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룹인 WPP의 사외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5-06년도 수상자
존 R. 쇼트(7450지구 추천)
존 쇼트는 1957-58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와스모어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옥스포드 대학교로 진학
하였다. 그는 ‘쇼트 & 어소시에이트’ 창립자 겸 회장으로서,
협동조합과 연수를 통한 농촌 개발에 대해 비정부기구, 시 정
부, 국가 정부 등에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는 인도주의 구호
절차 및 네트워크 정립을 주도함으로써 여러 국가들이 농민, 소기업, 종교단체 등을 위한
신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운 바 있다. 그는 또한 세계은행 및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해
20명의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에서의 다목적 협동조합 개발을 위
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국제개발 문제에 관한 여러 저서들을 출간하였으며, 정부 지도
층 및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품 제조 및 분배, 농촌 재건 및 난민 구제에 관한
사회 및 경제 문제의 정의와 해결책을 교육하였다.

2004-05년도 수상자
칸 응우옌(5890지구 추천)
내과의사 칸 응우옌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켈시-시보드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텍사스 대학교 보건센터 대학교
의 내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휴스턴 노숙자 헬스
클리닉을 설립했으며, 이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
다. 1987-88 친선사절 장학생인 그녀는 미국 뉴올리언스 로
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가족 계획을 전공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는 동안 베트남 난민 캠프에서 영어를 강의하기도 했다. 베일러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뒤 말라위의 미군 의료부대에서 질병환자들
의 치료와 에이즈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담당했었다.

2003-04년도 수상자
오토 어스텔(5240지구 추천)
의사인 오토 어스텔은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브라질
로 파견되었던 연구단교환 팀 리더를 역임했으며, 25개 이상
의 로타리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로타리 자원봉사자
이다. 그는 1950-1960년대에 브라질 정글에서 선교사로 봉
사했었다. (그때 아들을 말라리아로 잃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미 적십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는 미국 적십자의
디렉터로 전국 면역의 날(NID) 조직에 참가하였으며, 5240지구 로타리안들에게 가나 및
인도의 NID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여러 국가의 소아마비 감시활동에도 참
여하였으며, 전 세계 말라리아 예방의 선구자로 존경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시미밸
리 로타리클럽 회원이었으며, 5249지구의 1999-00년도 지구총재를 지냈다. 2011년 4월
15일,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2002-03년도 수상자
제임스 A. 크리스찬슨(5580지구 추천)
제임스 크리스찬슨은 미국 미네소타의 펠리컨 레피즈에서 스
쿨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회 이민 노동자들
을 포함한 많은 가정에 자녀교육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9개국 언어에 능통하며, 로타리를 비롯한 여러 기
관의 자원봉사자로 전 세계를 여행하였다. 9개 국어를 구사하
는 그는 로타리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세계 각지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
다. 펠리컨 레피즈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1993년 로타리재단 연구단교환 팀 리더로 중
국 창천 길린성을 방문했었다. 제5580지구 청소년교환 위원장으로서 25명의 해외 학생
을 후원하였으며, 125명의 학생을 브라질로 파견하였다. 또한 페루와 세네갈의 세계 사
회봉사 프로젝트 로타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며, 세네갈, 케냐,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지에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2001-02년도 수상자
시리노 피체라(2110지구 추천)
시리노 피체라 박사는 심장병 및 류머티즘 전문의이며, 이탈
리아 카타니아 대학교 생리병리학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
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로타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
다. 20여 개국에서 로타리 ‘보건, 기아, 인간존중(3-H)’ 및 폴
리오플러스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으며, 인도, 나이지리아, 우
간다, 마다가스카르(RI, 적십자, 유니세프, USAID와 협력), 카메룬, 모로코, 기니, 탄자
니아, 자이르, 알바니아 등의 면역 확대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로타리안과 이탈리아 적
십자 임원으로서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다.

1999-2000년도 수상자
스탠포드 J. 언가르(7410지구 추천)
스탠포드 언가르는 1966-67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미국 펜
실베이니아 윌키스-바레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런던 정치
경제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는 유수 월간지인 <애
틀랜틱 먼슬리> 워싱턴 편집장을 지냈으며, 격월로 발행되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관리이사로 재직했다. UPI 통
신 파리특파원, <뉴스위크>지 케냐 나이로비 특파원으로 활약하였으며, <이코노미스트>
에 지속적으로 기고한 저술가이도 하다. NPR의 간판 프로그램인 ‘올 씽즈 컨시더드(All
Things Considered)’ 각종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제인권법그룹(IHRLG),
전국이민포럼, 공공외교재단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교 커뮤
니케이션 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전 세계 8,300백만 명이 청취하는 국제 라디오 방송 프
로그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의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미국 메릴랜
드의 가우처 칼리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9-2000년도 수상자
베릴 나샤르(9670지구 추천)
1949-50 친선사절 장학생인 베릴 나샤르는 호주 메이필드 로
타리클럽의 스폰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지질학을
전공하였다. 호주로 돌아온 뒤, 뉴사우스웨일즈의 뉴캐슬 대
학교에서 25년간 지질학 교수 및 행정관으로 재직했다. 또한
호주 여성단체와 적십자에서 활동하며, 젊은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1972년 영국왕실이 내린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1975년
유엔 협회의 ‘올해의 여성상’ 그리고 적십자의 1988년 공로상, 1994년 우수 봉사상 등을
수상하였다. 2012년 5월에 88세로 타계했다.

1998-99년도 수상자
수잔 시갈(5110지구 추천)
수잔 시갈은 1978-79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
를 전공했다. 1971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녀는 장애인
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국
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며, 세계사회봉사 및 문화교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앞장서 왔다. 그녀 현재 공동창립한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MIUSA)의 CEO를 맡고 있다.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취업 활동에 대한
공로로 1995년 우수 장애인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으며, 저명한 맥아더 펠로
우십을 받기도 했다. 2011년도에 채프만 대학교에서 인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미
국 오리건 유진 로타리클럽의 회원이다.

1998-99년도 수상자
레이 오카다(2650지구 추천)
레이 오카다는 1978-79년 일본 시가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언어 치료를 전공하였다. 그녀
는 소아마비 생존자로 다른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을 비롯하여 일본 정
신지체 장애인협회상, 시가 도지사상, 복지부 장관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여러 장애인 봉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향
상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에 앞장서 왔다. 2650지구 동창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폴 해리스 펠로우와 베네펙터이며, 해외 학생들의 일본 유학을 스폰서하고 있는 로타리
요네야마 재단 후원자이기도 하다.

1997-98년도 수상자
조운 크루거 워들로우(5010지구 추천)
1956-57 친선사절 장학생인 조운 크루거 워들로우 박사는 미
국 네브래스카 노포크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스위스 제네바 국
제문제 연구소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하였다. 그녀의 전공분야
는 국제관계와 고등교육이다. 알래스카-페어뱅크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으며, 와이오밍과 오클라호마 대학교 교수로서 대
학 행정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세계 분쟁 해결에 관해 대만 외교부에서 강의하기도 했던
워들로우 박사는 1991년 알래스카-페어뱅크 대학교와 구 소련의 야쿠츠크 주립대학교
의 교환 협정에 참가하였다. 베트남과 외교 정상화 후 첫 미국 대표로서, 무역 및 교육 교
환 협정을 위해 베트남에 파견되기도 했다.

1997-98년도 수상자
존 길로이 쏜(9830지구 추천)
존 쏜 박사는 1978-79년 호주 타스마니아 노스호바트 로타리
클럽 스폰서로 미국 노스릿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유학
하였다. 호주 청각장애인 학교 창립자이며, 호주 최초 수화 사
전의 공동 저자이다. 호주 청각장애인 학교 위원장 및 호주 청
각장애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장애인 구직 서비스인
‘잡매치(JobMatch)’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노스호바트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지구
총재를 지냈으며, 당시 상응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 청년들이 미국에서 리더십 훈련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2-04 RI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여러 RI 위원회에서 활동하였
다. 로타리재단 공로 표창 및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96-97년도 수상자
로베르토 알바레즈 델 블랑코(2210지구 추천)
1978-79 친선사절 장학생인 로베르토 알바르즈 델 블랑코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볼리바르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미국 캘
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소재)에서 경영학 박사후 과정을 밟
았다. 그 후 아르헨티나, 미국, 그리고 스페인 등지에서 후학
들을 지도해 왔다. 마드리드 IE 경영대학 교수, UC 버클리 대
학교 하스 경영대학 교환교수,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 교환교수, 록펠러 대학교 교환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그리고 전략 마케팅 분야에 대해 12권의 저
서를 출간하였으며 1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학술 회원
인 블랑코 박사는 여러 차례 ‘올해의 교수’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략 브랜드 분야의 국제
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케팅 전문가로 참여한 그는
바르셀로나 콘달 로타리클럽 창립 회장을 역임한 로타리안이다.

1996-97년도 수상자
바이런 R. 트라우거(6780지구 추천)
바이런 트라우거는 1969-70 친선사절 장학생으로 미국 테
네시 오크릿지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페루 리마의 샌 마르코
스 대학교에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 및 문화를 전공했다. 자신
이 테네시 내쉬빌에 설립한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그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봉사, 리더십 개발, 그리고 세계이
해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미국 애팔래치아 빈곤층 생활 향상 프로젝
트를 런칭하는 일에 참가하였다. 또한 배우자 학대 방지 프로그램으로 호스피스를 설립
하였으며, 교회 스폰서들로 운영되고 있는 독신자 사회봉사 기관을 설립하였다. 현재 테
네시 재단 동창들의 오리엔테이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테네시 내쉬빌 로타리
클럽 회원이다.

1995-96년도 수상자
도날드 보비아쉬(5550지구 추천)
1982-83 친선사절 장학생인 도날드 보비아쉬는 캐나다 서스
캐처원 와츠러스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세네갈 다카르의 국립
행정대학교에서 공공행정을 전공하였다. 국가간 우호 증진에
대한 책을 저술하였다. 1990년대 파키스탄 외교관으로서 아
프가니스탄 난민 및 북부 아프가니스탄의 안전 비상사태 문제
에 참가하여, 주민들의 비상 식량 원조 활동을 펼쳤다. 2000년에 들어서는 가나의 캐나다
고등 판무관 및 토고 대사와 일본 동경 주재 캐나다 대사관 공관차석을 역임하였으며, 캐
나다 외교무역부의 아프리카 사무국에서 제너럴 디렉터로 근무하였다. 현재, 주 인도네시
아 캐나다 대사로서 동티모르 대사 및 남동아시아 연합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1995-96년도 수상자
L.M. 싱비(3050지구 추천)
1953-54 친선사절 장학생인 싱비는 인도 조드푸르 로타리클
럽 스폰서로 미국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하바드 대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저명한 법관 및 헌법 학자로서 인
도 대법원 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인도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세계인권총회 의
장과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제 기독교 및 유대교 협회에서 수여한
초종교 금메달을 비롯해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007년 10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향년 76세로 운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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