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인류애의 실천

기부금의 사용처
로타리클럽들은 전세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럽은 소속 지역사회의 문제

점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세계 봉

사 활동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며 지속가능한 로타
리 봉사 활동은 다음에 속하는 활동들입니다: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및 위생
모자 보건
기본 교육 및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전세계 평화중재자 연수 및 현지 평화
활동 강화
••우간다 HIV/AIDS 고아들을 위한 병원
치료
••페루, 리막 강 근처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제공
••아이티 오지 마을  임산부 진료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폐허가 된 학교
시설 복구
••인도 영세민들이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하는 직업 훈련과 창업자금 지원

로타리안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로타리재단 후원

자들의 관대한 기부금은 이러한 분야의 국내외 프
로젝트를 통해, 로타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삶을 바
꾸는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로타리재단에 기부하시는 것은 로타

리가 탁월한 봉사 단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
기 때문입니다. 로타리는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재능을 가진 전문인들의 단체로,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시간과 자원을 바쳐 인류애
를 실천합니다.

자세히 보기:
www.rotary.org/contribute.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www.rotary.org/ko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
www.rotary.org/ko

957-KO—(712)

로타리클럽들로부터 희사된 연차기금-쉐어 기금은 세계

기금과 지구지정지금으로 분배됩니다.

로타리재단이 하는 일

로타리재단은 보건 증진, 교육 지원, 그리고 빈곤 퇴치

를 통해 세계 이해와 친선, 평화 증진을 이룩하려는 로

타리안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차기금은 재단 활동의 제1 자금원입니다. 연차기금

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로타리안들이 실시하

는 다양한 국내외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로타리안 누구나 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연

차기금에 매년 빠짐없이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금을 위해 세계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로타리재단은 전세계 로타리클럽들이 참여하는 재단 활
지구/클럽 활동 및 재단 보조금 활동 기금을 위해 지구지
정지금을 사용합니다.

연차기금의 독특한 3년 주기 투자 사이클은 클럽들이 효

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고 재단이 기

부금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서 충당되므로, 귀하의 기부금은 전액 지역사회 및 국제
재단 운영과 기금 모금 활동을 위한 경비는 투자 수익에
프로젝트, 장학금, 직업 연수 팀 경비 등에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카드 소유자

        

o 매월   o 분기별   o 매년:	                       월(원하는 달을 기입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정기적인 온라인 기부를 하겠습니다:

o $25 o $100 o $1,000   o 기타: $ 	                                     

기부금	                                                                                                                                

국가 	         카드 만기일             CVN

도 	             

* 참조: 귀하의 기부금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연차 기금 쉐어로 기부됩니다. 만약,
귀하의 기부금을 특별한 곳에 지정하는 경우, 지구의 쉐어 기부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지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e Rotary Foundation (Canada)
c/o 911600
PO Box 4090 STN A,
Toronto, ON M5W 0E9
Canada

기부금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서명:	                                     
기부금 송금처:
The Rotary Foundation
14280 Collections Center Drive
Chicago, IL 60693
기부금은 온라인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송금처: www.rotary.org/contribute USA

o 고액기부에 관해 문의하고자 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수표를 동봉합니다 (수취인 성명: “The Rotary Foundation”).

이메일: 		              월     연도

전화: 		         

우편번호

시

주소: 		      

클럽번호: 		    

로타리클럽명 		    

로타리 회원 번호 :			     

성명:			        ●●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전세계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로타리안인 경우, 아래의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 소아마비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로타리 연도 말에 지구 전체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를 통해서	                                                                                                                                              

연차기금의 기부자들은 기부금을 연차기금-쉐어로 지정

þ 예! 인류애를 실천하는 로타리의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부금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