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회장대리 귀하:
귀하:
지구총재에게 연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된 본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총재 귀하:
귀하: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양식을작성하여
RI 회장대리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타이핑하거나 정확하게 쓰십시오

RI 회장대리를 위한 지구 현황 보고서
지구번호_____________
지구번호_____________국가명
_____________국가명________________
국가명________________
본 지구의 현황:
6 월 30 일자 클럽 수:
7 월 1 일 이후 창립된 신생클럽 수:
로타리안 수:
6 월 30 일 이후 증가(감소)된 로타리안 수:
지구 소속 RI 위원/임원 성명:

차기총재와 배우자 성명, 소속 클럽:

차차기총재와 배우자 성명, 소속클럽:

청소년교환
작년도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해외 파견__________ 명
국내 호스트 __________ 명
금년도 참가 학생 수: __________ 내년도 참가 학생 수: __________

인터랙트
인터랙트 클럽 수: __________

로타랙트
로타랙트 클럽 수: __________

세계사회봉사(wcs)
세계사회봉사(wcs)
완료/진행 중인 세계사회봉사 프로젝트 제목과 내용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지원/해외 파트너 물색 내용:

로타리재단
장학금
• 금년도 __________ 명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하였으며, 그들이 유학하는 국가명:

•

금년도 __________ 명의 외국 학생이 국내로 왔으며,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명:

GSE
• 금년도 본 지구를 방문하는/한 GSE 팀 국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지구의 GSE 팀이 방문하는/한 GSE 팀 국가명: ________________________

•

GSE 팀의 지구대회 참석 여부?

폴리오플러스
지구 클럽/회원들의 로타리 폴리오플러스 활동(면역활동, 자원봉사 활동 및 인력 동원,
홍보 활동, 인식 확대 등등).

인도주의 보조금
• 보건, 기아추방 및 인간존중
지구/클럽이 추진 중인 3-H 프로젝트 내용.

•

개인보조금
개인보조금 수혜자 성명과 소속 클럽, 봉사 프로젝트 실시 국가 그리고 봉사
내용.

•

지구보조금
지구보조금 프로젝트 선정 및 실시 내용.

•

상응보조금
지구/클럽이 실시하는 국내외 상응보조금 프로젝트 수: ________

로타리재단 기부
a) 현재까지의 전체 기부 총액 US$_____________
b) 현재까지의 금년도 기부 총액: US$_____________
c)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기부금이 증가/감소했다.

폴 해리스 휄로우
폴 해리스 휄로우: ______________명

베네훽터
베네훽터: _______________명

미래 비전
비전((미래 비전 파일럿 지구에 한함)
한함)
• 글로벌 보조금
지구/클럽이 실시하는 국내외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 수: ________
•

지구 보조금
지구 보조금 프로젝트 선정 및 실시 내용.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장애자, 보건, 국제이해 및 친선, 문해력 향상, 인구문제, 기아와 빈곤퇴치,
지구보전, 도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구/클럽이 추진하는 특별 프로그램 내용:

기타
RI 회장대리의 연설문이나 보고서를 통하여, 특히 강조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그리고
특정 클럽/개인이 이룩한 공로나 업적 내용과 봉사와 친목 그리고 로타리의 발전을
위한 소견:

일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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