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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마비를 퇴치함으로써 우
리의 염원인‘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실현한다.

로타리재단

2. 재단의 새로운 보조금 모델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우리의
혁신적인‘미래 비전’을 전세
계적으로 실천한다.
3. 독창적인 프로젝트 실시와 창
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정의롭
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한다.
4. 연차기금과 영구기금, 그리고
폴리오플러스 기금에 대한 지
원을 통해 재단에 대한 주인의
식과 자부심을 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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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는 2013-14년도 목표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이유
로타리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국제 단체이다. 로타리재단은 로타리안 개인, 클
럽, 지구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
고 있다.“세계 이해와 친선, 평화 증진을 이룩하
려는 로타리안들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로타리재
단의 사명은 로타리안들의 지속적인 실천과 헌신
이 있어야 이룩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것이다. 매
년 국제로타리 회장은 로타리안들의 희망을 반영
한 회장 표어를 선정하고,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장
은 재단 목표를 발표한다.
우리는 목표 설정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보
다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며, 중요한 결정을 통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킨다. 그 목표들이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하며, 달성 가능할 때, 로타리안들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의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명
확히 표현된 목표는 성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성취된
것에 기초하여 수정될 수가 있다.
로타리재단 목표 안내서는 관리위원회가 승인한
목표들을 로타리안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다. 로
타리안들은 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나 지구지
정기금을 분배할 때, 그리고 모금 행사를 조직할
때에 이 안내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우리는 모두 인류애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표는, 소아마비를 퇴치함으로써 우리
의 염원인‘소아마비 없는 세상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 퇴치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국제로
타리 및 로타리재단의 법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소아마
비 없는 세상을 공인받을 때까지 우리의 넘버원 목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재단의 새로운 보조금 모델을 성공적으로 런
칭하여, 우리의 혁신적인‘미래 비전 을 전세계적으로 실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조금 모델의 글로벌 런칭은 로타리
재단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며, 로타리안과 재단의 대
화 방법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장을 열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독창적인 프로젝트 실시와 창의적인 파트너
십을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로
타리재단은 로타리안들에게 재단 보조금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이해와 친선, 평화 증진 이라는 로타리재단의 사명을 실
천하도록 장려합니다. 폴리오플러스의 성공은 우리가 홀로 활
동하는 것보다 다른 단체와 파트너십으로 활동할 때에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연차기금과 영구기금, 그리고 폴리오플러스
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단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로타리안들은 재단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통
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지를 알고 있기에 재단에 기부합
니다. 로타리안들은 1)“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즉, 우리의 보조금과 프로젝트에 대한 수혈과도 같은 연차기
금과  2) 로타리재단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영구기금에 기부를
합니다. 금년에 우리들은 역동적이며 새로운 접근 방법이 도
입된 역점사업을 통해 영구기금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리고 끝으로, 3) 소아마비 퇴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폴리오
플러스 기금에 기부함으로써 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공인받을 때까지 폴리오플러스 기금
에의 기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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