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 다이렉트를 통해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에
동참하세요.
미화85달러
월별
12 회
매년

미화250달러
분기별
4회
매년

미화 1,000달러
연도별
1회
매년

멤버십은 기부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부를 통해 여러분은 이웃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오늘,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세요.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여러분
은 다음과 같이 세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
습니다.
• 남아프리카에 조기 교육 센터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 인도 지역사회에 식수 필터와 화장실
을 제공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설
사, 불소침착증, 기타 질병을 예방한다.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
로타리의 영향력을 지속시켜 나가세요.

• 조산아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치
료방법을 연구하는 이탈리아의 의학도
들에게 장학금 지원한다.
• 우간다 교사 200명과 학생 1,300명들
을 위한 평화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 말리 주민들에게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을 보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인류애의 실천에 대한 열
정을 지닌 여러분과 같은 로타리안들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로타리를 계속 성원해 주
시는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www.rotary.org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
기장에 대해서는 지구
에 문의하세요.

099-KO—(614)

실천하기:
www.rotary.org/ko/give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란?

로타리의 창시자 이름에서 유래한 폴 해리스 소사
이어티(PHS)는 연차기금, 폴리오플러스, 또는 재단
이 승인한 보조금에 매년 미화 1,000달러 이상을 기
부하는 헌신적인 로타리재단 후원자들에 대한 표창
프로그램입니다.

인류애의 실천 — 더욱 쉬워졌습니다!

로타리의 정기 기부 프로그램인 로타리 다이렉트
(Rotary Direct)를 통해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에 쉽
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서 연
간 1,000달러 혹은 그 이상을 기부하기로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소사이어티 멤버가 됩니다.
참조: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는 연차기금, 폴리오플러스, 또는 재단이 승인한 보조금에 매
년 미화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로타리안이나 로타리재단 기부자들을 표창합니다.

로타리클럽 번호 		

소속 로타리클럽명 		

로타리 회원 ID 		

(기부하는 달을 기입)

월/연도

CVN

온라인 기부 사이트 (www.rotary.org/ko/give)를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기부하실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현금기부에 대해서만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명

만기일

카드번호

상기 액수를 로타리 다이렉트를 통해 아래에 표시한 기간마다 정기반복
기부하겠습니다:

o 기타 $

o 매월 $85 o 분기별 $250 o 매년 $1,000

기부금 액수 (미화)

o 연차기금 — 쉐어 o 폴리오플러스 기금 o 기타 기금

기부금 지정 (하나만 선정)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 멤버들의 지원을 통해 우리
는 국내외 지역사회를 개선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
을 실천해 나갑니다.

로타리안인 경우, 회원 ID번호와 소속 클럽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예! 본인은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어,
국내외 불우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PHS 멤버로서 본인은 매년 미화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할 것입니다.

봉사를 위한 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