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 동호회
http://www.rotary.org/Fellowships

로타리 동호회는 로타리안과 로타리안 배우자, 로타랙터들이 다음 목적을 위해 구성한 그룹을
지칭한다:
• 가치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나눈다. (운동, 취미 등)
•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끼리의 교류를 통해 직업 개발을 추구한다.
• 전세계의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 봉사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 재미있고 다채로운 로타리 경험을 쌓는다.
로타리 동호회 사례들

테니스

스쿠버 다이빙

비행

카누타기

로타리 동호회의 운영
 각 동호회는 RI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만, 자체적인 규정과 정관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원 문호는 로타리안, 로타리안 배우자 및 로타랙터에게 개방된다.
 로타리 동호회는 최소한 3 개국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로타리 동호회는 그 운영을 감독하는 임원을 최소한 3 명 이상 두어야 한다.
 로타리 동호회는 회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국제로타리와도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로타리 동호회의 혜택
 소속 클럽이나 지구, 국가를 넘어선 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이해와 평화증진에 기여한다.
 신입회원 영입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고, 기존 회원의 유지에도 기여한다.

로타리 동호회의 참여
로타리 동호회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관심있는 주제를 클릭하여 동호회 홈 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우측에 나와있는 e-메일로 문의한다.
Amateur Radio
Antique Automobiles
Authors and Writers
Bird Watching
Canoeing
Caravanning
Carnival, Parades &
Festivals
Chess
Computer Users
Convention Goers
Cricket
Curling
Cycling
Doctors
Doll Lovers
Editors and Publishers
Environment
Esperanto
Fishing
Flying
Geocaching
Go
Golf
Gourmets
Home Exchange
Honorary Consuls
Horseback Riding
Internet
Italian Culture
Jazz
Latin Culture
Lawyers
License Plate Collecting
Literacy Providers

www.ifroar.org
www.achafr.eu
www.authorsandwritersRIF.org
www.ifbr.org
sites.google.com/site/canoeingrotarians
www.rotarianscaravanning.org.uk
www.ifcpf.org
www3.sympatico.ca/brian.clark
www.icufr.org
www.conventiongoers.org
www.rotarycricket.org
www.curlingrotarians.com
www.cycling2serve.org
www.rotariandoctors.org
www.rotarydlf.org
www.ifrep.org
www.envirorotarians.org
www.radesperanto.org
www.fishrotary.org
www.iffr.org
www.ifgr.org/
www.gpfr.jp
www.igfr-international.com
www.rotariangourmet.com
www.rotarianhomeexchange.com
kappenberger@gmail.com
franz.gillieron@highspeed.ch
www.roti.org
www.icwrf.org
www.rotaryjazz.com
www.rotarioslatinos.org
rotarianlawyersfellowship.org
mcrotts@crottsandsaunders.com
www.literacyproviders.org

Magicians
Magna Graecia
Marathon Running
Motorcycling
Music
Old and Rare Books
Past District Governors
Photographers
Police and Law
Enforcement
Pre-Columbian
Civilizations
Quilters and Fiber
Artists
Railroads
Recreational Vehicles
Rotary Global History
Rotary Heritage and
History
Rotary on Stamps
Scouting
Scuba Diving
Shooting Sports
Singles
Skiing
Social Networks
Tennis
Total Quality
Management
Travel Agents
Travel and Hosting
Wellness and Fitness
Wine
Yachting

새로운 동호회의 조직
만약 새로운 로타리 동호회를 조직하려면 RI 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관련 RI 출판물
 로타리 동호회 임원 명부
 로타리 동호회 핸드북 (729)
 로타리 동호회 연차 보고서

RI 담당 직원 연락처:
Rotary Service (PD210)
팩스: 1-847-556-2182
E-메일: rotaryfellowships@rotary.org

rotarianmagician.org
www.fellowshipmagnagraecia.org
www.rotarianrun.org
www.ifmr.org
www.ifrm.org
www.rotaryoldbooks.org
www.pdgsfellowship.org/
www.ifrp.info/
www.polepfr.org

jaime.jimenez.castro@gmail.com
www.rotariansquilt.org
www.ifrr.info
www.rvfweb.org
www.rotaryhistoryfellowship.org
www.rhhif.org/
www.rotaryonstamps.org
www.ifsr-net.org
www.ifrsd.org
www.rotaryclayshoot.com
www.rsfinternational.net
www.isfrski.org
www.rosnf.net
www.itfr.org
www.rotarytqm.it
www.rotarytravelfellowship.org
www.ithf.org
kappenberger@gmail.com
www.rotarywine.net
www.iyf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