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대리 주지 사항:

지구총재 주지 사항:

지구총재로부터 본 양식을 아직

본 양식을 지금 작성하여

받아보지 못했을 경우, 지금

회장대리에게 우송해 주십시오.

지구총재에게 연락하십시오.

정자로 기입하거나 타이핑 요망

지구대회 회장대리를 위한 정보
지구번호: ____________ 국가:________________

가장 최근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들을 작성해 주십시오:
6 월 30 일 현재 지구 클럽 수: __________
7 월 1 일 이후 RI 에 가입한 신생클럽 수: __________
지구 로타리안 수: __________
6 월 30 일 이후 회원 증감수: ____명 증가, ______명 감소
RI 위원회 위원 혹은 RI 임원으로 봉사 중인 지구 로타리안 성명:

차기총재 성명, 배우자 성명, 그리고 소속 클럽명:

차차기총재 성명, 배우자 성명, 그리고 소속 클럽명:

청소년교환
지구가 전년도에 파견 혹은 호스트한 청소년교환 참가자 수:
해외에 파견한 청소년교환 학생 수: ____ 호스트한 청소년교환 학생 수:____
금년도 총 교환 참가 학생 수: ___ 내년도 총 교환 참가 예상 학생 수:____

1

인터랙트
지구 내 인터랙트클럽 수: __________
인터랙트클럽 기반 지역(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 학교 기반:_____ 지역사회
기반:_____

로타랙트
지구 내 로타랙트클럽 수: __________
로타랙트클럽 기반 지역(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 대학교 기반:____ 지역사회
기반: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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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라
지구에서 금년에 개최하였거나 계획 중인 라일라 행사 수: __________
금년 행사 참가자 수: __________
참가자 연령 분포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


고등학생 _____



대학생 _____



젊은 직업인 _____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RCC)
지구 내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수: __________

로타리재단
지구 보조금
금년에 지구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까? 예_____ 아니오_____
‘예’인 경우, 지구 보조금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구 보조금 프로젝트들은 재단 사명의 어떤 요소들을 증진시키고 있습니까?


보건_____



교육_____



지역사회 개발_____



기타_____ 구체적으로 설명:

지구 보조금 프로젝트 가운데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는 각각 몇 건입니까?
국내 프로젝트: __________ 해외 프로젝트: __________
이 중 1-2 개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프로젝트에 지구 로타리안들이
어떻게 참여하였으며, 수혜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언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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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금
금년에 귀 지구 그리고 지구 클럽들이 몇 건의 글로벌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까?
__________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는 다음 6 대 초점분야의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자원 및 위생 _____



질병 예방 및 치료 _____



모자 보건 _____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_____



기본 교육 및 문해력 _____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_____

글로벌 보조금의 국제 파트너는 어느 클럽/지구였습니까?

이 중 1-2 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프로젝트에 지구 로타리안들이
어떻게 참여하였으며, 수혜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언급해 주십시오.

패키지 보조금
금년에 귀 지구 그리고 지구 클럽들이 몇 건의 패키지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까?
_________
어느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하는 패키지 보조금이었습니까?


아가칸 대학교_____



머쉬십 _____



UNESCO-IHE 수자원 교육 센터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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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패키지 보조금 1-2 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혜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언급해 주십시오

폴리오플러스
로타리 소아마비 퇴치 활동에 지구와 클럽 그리고 지구 로타리안들이 어떻게 참여(예, 면역활동,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자원 동원, 대중 인식 제고 활동 및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
지구 출신 현, 전 로타리 평화 펠로우 수(펠로우십 종류 별로 기입):


2 년 석사 과정 펠로우__________



전문인 단기 연수 펠로우__________

로타리재단 기부
a) 오늘까지의 재단 기부 총액: 미화$_____________
b) 오늘 현재까지의 금년도 재단 기부액: 미화$_____________
c) 오늘 현재 전년도 대비 기부 실적:

폴 해리스 펠로우
지구의 폴 해리스 펠로우 수: ________

베네펙터
지구의 재단 베네펙터 수: ________

특별 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청소년, 장애우, 보건 증진, 국제이해 및 선의 증진, 문해력 및 셈능력 향상, 인구문제,
가난 및 기아 퇴치, 지구보전, 그리고 도시 문제 등과 관련된 특별 프로젝트에 지구나 소속 클럽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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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회장대리께서 지구대회에서나 자신의 RI 보고서에 언급해 주길 원하는 로타리 활동이나
로타리재단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곳에 설명해 주십시오. (참조: 지구 소속 클럽이나 로타리안
개인이 로타리 발전에 이바지한 봉사 활동이나 친목 활동, 혹은 개인적인 업적 등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작성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v. 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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