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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참여로
삶의 변화를’

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
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즉 먼저 실천하고, 노력
을 기울이며, 쉬운 일이 아닌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신 클럽 주회

우리 모두는 참여하고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로타리에

는 얼핏 보면 아마 50년 전의 그것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봉사에서도, 우리 삶의 다

과는 사뭇 다를지도 모릅니다. 만

른 모든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록

약 여러분이 전세계 3만4,000개

더 많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노력을 기울

클럽을 일일이 방문하실 수 있다

인다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없고, 여러분이 성취한 것

면, 전부 다른 배경을 가진 남성들

에서 결코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

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지

나 여러분이 로타리에 진심으로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

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는 봉사 프로젝트를 논의

단하신다면 — 로타리 봉사와 로타리의 가치들을 여러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동

분의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시기로 한다면 — 그 순간 여

네 놀이터를 보수하기 위해 모일 것을 계획하면서, 또

러분은 실로 놀라운 변화를 일구어가기 시작하는 자신

한 편으로는 수천 마일 떨어진 학교에 화장실을 설치하

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기 위해 다른 클럽들과 파트너십을 맺고있는 클럽들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감을 받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더 나

게 되는 순간이며, 기쁨과 힘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큰 방법이든 혹은 아주 작은 방

그리고 다른 누구의 삶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바

법이든,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수

뀌게 될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2013-14 로타리 연도에 우리의 주제, 그리고 제가 여
오늘날 로타리는 지난 날의 로타리와 다른 점이 많이 있

러분께 드리는 과제는‘로타리 참여로 삶의 변화를’

습니다. 그러나 로타리가 세워진 기초는 변하지 않았습

이 될 것입니다.

니다. 로타리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핵심 가
치, 즉 봉사, 친교, 다양성, 정직(integrity), 그리고 리

여러분은 로타리 핀을 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머지

더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핵심 가치들은 우리를 로

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타리안으로 규정지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역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로타리의 모든 회원들은 초대되었기에, 그리고 그 초대
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매일 우리는 선택에 직면해 왔습니다: 단지
어느 로타리클럽의 회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로
타리안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로타리안이 된다는 것은 단지 1주일에 한 번 주회에 참
석하는 것 이상의 헌신입니다. 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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