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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2020 년 4 월 7 일) - 전 세계 모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국제키와니스, 국제라이온스협회, 

옵티미스트 인터내셔널, 국제로타리의 봉사 클럽들은 코로나 19(COVID-19)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간에 그리고 이웃들과 안전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소통하며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320 만 회원들이 하나가 된 연합 네트워크의 힘을 통해 고립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응급 구조요원들이 

최전선에서 코로나 19 와 싸우며 생명을 구하는 동안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기술, 자원 및 

아이디어에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지역의 봉사 클럽들은 지구촌 곳곳의 지역사회가 치유되고 번성하며 

전보다 훨씬 더 화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에 맞서는 전 세계의 노력은 모든 국가에서 실천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으로서,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서로 화합해야 할 때입니다.” – Mark Daniel Maloney, 2019-2020 국제로타리 회장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엄청난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모든 국가의 시민들은 전문가의 
조언과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연합 단체 회원들의 활동과 계획이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19 의 여파로 이어질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는 지자체를 돕기 위해 이러한 위기 이후의 우리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Adrian Elcock, 2019-2020 옵티미스트 인터내셔널 회장 

 
“엄청난 도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도 합니다. 라이온들은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재단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에 맞서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100 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매일 추가 
교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봉사 클럽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이온스는 봉사 현장에서 클럽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강화시킬 것입니다.” – 
Dr. 최중열, 2019-2020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매일 영웅적인 활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 안전 
전문가들의 노고를 모두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와니스 회원들은 교육자, 식료품 
매장 직원, 배달 기사 및 집에 머물 수 없는 수많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역 보건 기관의 권고사항 및 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Daniel Vigneron, 2019-2020 국제키와니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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