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안 액션 그룹
www.rotary.org/actiongroups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클럽/지구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인도주의 봉사 프로젝트
입안 및 수행 과정을 지원하는 그룹으로 특정한 봉사 분야에 전문 지식과 열정을 지닌
로타리안과 로타리안 배우자 그리고 로타랙터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 사례

모자 보건

치과진료 자원봉사

소액 및 지역 사회 개발

수자원 및 위생

로타리안 액션 그룹의 운영
 액션 그룹은 RI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만, 자체적인 규정과 정관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원 문호는 로타리안, 로타리안 배우자 및 로타랙터에게 개방된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관련 RI 표준 세칙을 채택하고, 로타리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룹의 전문 지식을 활용, 지구/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구/클럽들이 예상 기부자/파트너에게 기금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협조한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의 혜택

소속 클럽이나 지구, 국가를 넘어 비슷한 생각을 지닌 로타리안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의미있는 봉사 활동을 펼칠 기회를 갖는다.

파트너 클럽이나 지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의미있는 봉사 활동을 펼치는
로타리안 액션 그룹의 도움을 받는다.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로타리를 홍보한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 참여
로타리안 액션 그룹에 참여하고 싶은 회원은 관심있는 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다.
AIDS and Family Health
Alzheimer’s and Dementia
Blindness Prevention
Blood Donation
Child Slavery
Dental Volunteers
Diabetes
Hearing
Food Plant Solutions
Hunger and Malnutrition
Literacy
Malaria
Microfina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Multiple Sclerosis
Peace
Polio Survivors and Associates
Population & Development
Water and Sanitation

www.rffa.org
diclifton@comcast.net
www.rag4bp.org
www.ourblooddrive.org
www.roisight.org/cs/
www.ragdv.com
www.ragdiabetes.org
www.ifrahl.org/
www.foodplantsolutions.org
www.alleviatehunger.org
www.litrag.org
www.remarag.org
www.ragm.rotaryglobal.net
www.rotary-rfmsa.org
www.rotarianactiongroupforpeace.org
www.rotarypoliosurvivors.com
www.rifpd.org
www.wasrag.org

새로운 로타리안 액션 그룹의 조직
새로운 로타리안 액션 그룹을 조직하려면 RI 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RI 의 공식승인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왜냐하면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책임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룹 조직은 최소한 3 개의 존을 대표하고 5 개국이
참여해야 하며, 회원 수는 25 명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그룹을 조직하는 경우, 로타리안 액션 그룹
조직 신청서 작성하여 국제로타리에 제출한다. RI 이사회는 연 3 회 이를 심사한다.

관련 RI 링크
 프로젝트 찾기를 통해 프로젝트 선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자원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타리 웹사이트 다른 단체와의 협력 페이지를 통해 로타리클럽이나 지구 혹은 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링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혹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프로젝트를 찾아본다,
RI 출판물
 로타리 초점 분야
 로타리안 액션 그룹 연차보고서
 로타리안 액션 그룹 임원 명부
 행동하는 지역사회: 효율적인 프로젝트 가이드
 지역사회 평가도구

RI 직원 연락처:
Rotary Service Connections(PD210)
팩스: 1-847-556-2182
E-메일 l: actiongroups@rotar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