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타리, 국제라이온스협회, 키와니스, 옵티미스트의 공동 성명
국제로타리를 비롯, 키와니스 인터내셔널, 국제라이온스협회, 옵티미스트 인터내셔널 등의 국제 봉사
단체들은 전세계 거의 모든 지역사회를 망라한 조직망을 통해 상호간, 이웃간의 연결을 유지하여 사람들이
COVID-19 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20 만에 달하는
통합된 회원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 고립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선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요원과 응급 구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집단적인 기술과 자원,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일선 클럽들은 함께 실천에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며 그 어느 때모다 연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OVID-19 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은 각국의 조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실천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서로를 연결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
마크 다니엘 멀로우니, 국제로타리 2019-2020 회장.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팬데믹의 엄청난 규모는 전세계 시민들에게 전문가들의 조언과 주의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계획과 활동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위기 상황에 맞선 우리의 즉각적인 대응은 위기의 여파로 이어질 많은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 아드리안 엘콕, 옵티미스트
인터내셔널 2019-2020 회장.
“엄청난 도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 회원들은 안전하게 봉사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

우리의 재단은 COVID-19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100 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매일 추가적인 보조금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이들을 지원하고
힘을 실어 줄 것이다.” – 최중열 박사, 국제라이온스협회 2019-2020 회장.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매일 전 세계에서 매일 영웅들을 보고 있다. 우리는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불사하는 의료 및 재난 대응 전문가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자, 마트 요원,
배달 요원, 트럭 운전자 등 집에 머물 수없는 이들에게 키와니스 가족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모두 이웃과 친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디 모든 이들이 세계보건기구, 지역
보건 당국 및 정부 지침을 따르고, 안전하기를 기원한다. ” – 다니엘 비그네론, 키와니스 인터내셔널
2019-2020 회장.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국제로타리: Chanele Williams chanele.williams@rotary.org
국제라이온스협회: Shauna Schuda shauna.schuda@lionsclubs.org
옵티미스: Rachel Webb Rachel.webb@optimist.org
키와니스: Ben Hendricks bhendricks@kiwan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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