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내자
로타리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개리 C.K. 후앙

Evanston, IL 60201-3698 USA
www.rotary.org

2014-15 RI 회장
900-14KO—(913)

로타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
익한 단체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전세계 모든 도시
와 마을을 통틀어, 로타리안들
은 봉사를 위해 함께 해 왔습니
다. 로타리가 창립된 이래 로타
리안들을 포함한 셀 수 없이 많
은 사람들이 로타랙트, 인터랙
트,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청
소년교환, 기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로타리 봉사의 즐
거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로타리 가족의 일원이며, 로타리 봉사에
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고, 지역사회
를 개선했으며, 세상을 보다 살기좋고 안전하며 건강
한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들자의 국
제적 네트워크가 되었으며, 우리가 각자의 차이를 내려
놓고 힘을 합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
달았습니다.
우리가 로타리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아이디어와
가치는 로타리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로타리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도 로타리에서 봉사와 책임, 가족과 타인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로타리 봉사에 있어 종종 유교적 가치가 저의 지침이
되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게 있어 공자는 바
로 오리지널 로타리안입니다. 폴 해리스가 탄생하기
2,000 년 전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薺家治國平天下),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
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로타리에서 우리는 초아의 봉사를 통해 마음가짐을 바
로합니다. 그리고 야심적인 봉사를 펼쳐나갈 수 있으려
면, 우리의 단체에 먼저 신경을 쓰고 로타리 가족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2014-15년도에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봉사를 나누고,
클럽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진가를 발휘하
여 로타리를 빛내도록 당부합니다.
이번 로타리연도에 우리는 신입회원을 영입하고 기존
회원들을 유지하여 회원 130만 명을 달성함으로써 로
타리를 빛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회원증
강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로타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로타리의 날을 개최하십시오. 로타리는 가족
이며, 가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와 다
른 가족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청소년교환 학생과 재단
동창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소속 클럽에 집중하여 왜 회
원들이 남아 있거나 떠나가는지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
펴보십시오. 로타리안이 되는 것이 바쁜 직업인들에게,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들에게 매력적인 일이 되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소아마비 퇴치를 통해 로타리를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년 안에 소아마비를 퇴치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상승
세를 이어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친지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정부 당국자에게 지금 소아마비를
퇴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주십시오. 폴리
오플러스 기금에 기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부
를 권유하십시오.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상응에
힘입어 여러분의 기부는 3배로 늘어납니다. 역사상 유
례없는 공공/민간 보건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
여하여, 우리의 과업이 완료되었을 때 뿌듯한 자부심을
함께 누려 보십시오.
2014-15년도에 클럽을 강화시키고, 전세계 3만4,000
개의 지역사회에서 로타리를 빛냄으로써, 우리의 헌신
과 봉사가 전세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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