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국제독서협회(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와 국제로
타리
두 단체의 협력관계는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것인가?
국제독서협회(이하 IRA)와 국제로타리가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문맹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봉사프로젝
트의 개발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이다. 두 단체 사이의 이해각서가 2002년 처음 체결되
었으며, 2005년 갱신되었다.

국제독서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IRA는 독서 교습법을 향상시키고, 독서 관련 연구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문해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문인들의 단체이다. IRA가 다루는 영역은 독서, 교사, 독서 전문가, 상담가, 행정가, 대
학교수, 연구원, 심리학자, 도서관 사서, 언론 전문가, 학부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00개국의 교육 관계자 30만 명이 가입되어 출판, 회합 등의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동단체의 국내외적인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국제로타리와 국제독서협회의 협력 관계의 초점은 무엇인가?
국제로타리와 IRA는 문맹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로타리클럽과 지구는
IRA 지부와 함께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문맹퇴치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클럽이나 지구가 IRA와 함께 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로타리클럽이나 지구는 우선 IRA 관계자와 만나 지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맹퇴치 이슈를 논의한다. 클럽이나 지구
는 IRA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스폰서하는 Teacher Program, 혹은 우간다 로타리클럽이 주요 역할을 하는 Reading
for All: A Pan-African Voice for Literacy 등에 동참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또한 동 단체가 주관하는 국제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9월 8일)과 그 주간의 행사는 국제적인 문맹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로타리클럽과 지구는 이 주간에 특별 행사를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국제로타리는 각 클럽과 지구가 관련 프로젝트를 RI 담당자에게 이메일( programs@rotary.org)로 알려 RI 사회봉
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시킬 것이 권장된다.

IRA 프로그램, 자원 봉사자 모집
IRA 는 독서 프로그램 개발, 옹호, 연구 등의 복합 프로젝트에서 활동할 기술 자문 및 트레이너를 찾고 있다. 활동할 나
라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이며, 가이드라인과 지원 양식은 www.ira.org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클럽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일단 IRA와 프로젝트를 합의했으면 이를 RI의 담당부서(External Relations Section)에 알린다. 이들은 이 소식을
웹 사이트나 로타리 출판물에 게재하고자 할 것이다. 연락 시에는 제목을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으
로 하여 이메일 ers@rotary.org 로 보내면 된다.

추가 자원
행동하는 지역사회: 효율적인 프로젝트 가이드 (605a)
www.rotary.org/languages/korean/newsroom/downloadcenter/605a_ko.pdf
봉사현안 (605b)
www.rotary.org/languages/korean/newsroom/downloadcenter/605b_ko.pdf
세계사회봉사 프로그램
www.rotary.org/languages/korean/programs/wcs.html
로타리재단 인도주의 보조금 프로그램
www.rotary.org/languages/korean/foundation/humanitarian.html
RI 사회봉사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www.rotary.org/applications/commproj/kore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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