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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 안내

로타리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 즉 “Rotary Direct”에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로타리 웹사이트 기부 페이지, http://www.rotary.org/contribute 에서 로타리재단 시큐어 온라인 기부
시스템인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로타리 온라인 업무에 이미 등록하신
로타리안들은 이곳에서 로타리재단 기부 링크를 클릭하시고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로타리 온라인 기부 시스템 상에서는 일회성 기부와 정기 (반복) 기부 모두
가능하며, 13 개국 화폐 중 어느 화폐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기 (반복) 기부 옵션은 기부 등록
“빈도수” 섹션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타리재단 기부
절차의 두번째 단계인
양식(123)에서 “정기 (반복) 기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로타리 정기 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의 현금 기부를 참조하십시오.
로타리 온라인 업무에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로타리 웹사이트, www.rotary.org 홈페이지 우쪽 상단에 있는 온라인 업무를 클릭한 후,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24 시간 이내에 확인 링크가 들어있는 이메일이 도착하면, 확인 링크를 열어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24 시간 내에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으면 스팸/벌크/정크
폴더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최저액이 있습니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로 인해 기부 최저 한도액은 미화 10 달러(정기 반복 기부의 경우 월
10 달러)입니다.
개인 은행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기부액이 빠져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개인 기부자들은 크레디트 카드나 현금카드(debit card)를 통해 정기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나라와 사용하는 화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클럽 재무가 전체 클럽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는 다른 기부자나 클럽 그리고 지구를 대신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는 당사자가 직접 빈도수(매월, 분기별, 매년)를 선택하여 기부하는 것입니다. 정기
(반복) 기부는 로타리재단 기부 양식(123)에서 “정기 (반복) 기부”를 선택하여도 가능합니다.
정기(반복) 기부의 기부 빈도수 옵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기 반복 기부를 선택하면, 매월, 분기별,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매월 1 일에
결제됩니다. 참조: 분기별 기부는 각각 7, 10, 1, 4 월에 이루어지며, 매년 기부의 경우는 기부가
결제되는 달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반복) 기부의 기부액이나 기부 방법을 변경하거나 정기 기부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정기 (반복) 기부 계좌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한국지국이나 로타리재단 콘택트 센터(+1866-976-8279)로 연락 주십시오.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정보는 보안상 이유로 전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타리 온라인 정기 (반복) 기부 안내
질문? RotaryDirect@rotary.org 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