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RCC 활동
필리핀(Iligan City): 미발라 RCC는 지역사회 원예업
자들을 위한 소액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저금
리 대출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족들을 위해 자
조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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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Guadalajara): 산 미구엘 RCC는 빈곤 가정
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
적으로 졸업할 것을 다짐하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Maraval): 마라발 RCC는 지역
산업인 관광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하면서 자
연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에코-투
어를 시작하였다.
케냐(Nairobi): 쿠리 빌리지RCC는 고아원 지원 활
동의 일환으로 아동 교육 기금을 설립하였고 고아원
에 생필품을 기증하였다.
미국(New York, Cortlandt Manor): 코트란트 매너
RCC는 지역사회 장애우 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
을 추진하였다. 장애우들이 음식 배급소와 동물 보
호 센터 혹은 그외의 장소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면서 RCC의 활동을 돕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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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 창단 및 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현지 로타리클럽에 문의한다.

인도(Tamil Nadu): 필라빌라이 RCC는 지원이 필요
한 가정에 묘목이나 염소를 기증함으로써, 그들에게
우유와 생계 수단을 제공하였다. 염소가 새끼를 낳
으면 RCC에 기증하도록 하여 다른 빈곤 가정에 나
눠 줄 수 있게 하였다.
일본(Handa): 한다 RCC는 지역사회 재해 구호 출동
반과 협력하여 재해 발생 시의 지원 교육을 여러 차
례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재해 때 이용할 수 있는 간
단한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였다.

삶을 바꾸고
미래를 결정한다.

	
이집트(Alexandria): 엘 마타르 RCC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결혼 전 카운슬링, 여성 건강 그
리고 임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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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소개
로타리는 120만 명 이상의 사업 및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들의 단체이다. 로타리안들이라고 부르는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인도주의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전
세계 친선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세계 34,000 여 개의 로타리클럽들은 모든 인종에게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어떤 정치 또는 종교 단체와도 연
관되어 있지 않다. ‘초아의 봉사’라는 모토로 상징되는 로
타리는 지역사회와 직장 그리고 전세계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로타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RCC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 새론 어빙(미국, 뉴욕, 코트란트 매너 로타리클럽)

RCC란 무엇인가?

RCC의 창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RCC)은 지역사회의 장기적 경
제 발전과 자립자조를 위해 일하는 현지 지역사회의 자
원봉사자들로 구성된다. RCC 멤버들은 현지 로타리클
럽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이슈들, 즉 안전한 식수 제
공, 보건 향상, 문해력 증진 그리고 기아 완화 등을 위
해 노력한다.

지역사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지역사회 주민들
이다. 로타리는 RCC와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다.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RCC)은 1985년 창립된 이래
전세계 각지의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농촌이
나 도시,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형태로, 로타리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RCC가 창단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지역사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흥미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