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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올해의 동창회 상
추천서
추천서는 반드시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이터(RRFC)가 제출해야 합니다. 본 양식을 통한 추천만이 접수되며, 손으로 임의 작성한 추천서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동창회의 활동 사진과 보충 서류(최고 5장까지)는 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마감일
추천서는 표창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제로타리 세계본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감일이 지나서 도착된 추천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자격
본 상은 로타리에서 동창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널리 알리고 로타리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창회를 표창하는 상입니다.
표창 후보가 되려면 반드시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국제로타리의 정식 승인을 받은 동창회에 한한다.
• RI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예: 설문조사)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데이트된 임원 명단을 유지한다.
• 동창이 갖는 중요한 가치를 로타리 내에 널리 알린다.
• 지난 12개월 동안, 동창회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국내외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1개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수행했어야 한다.
• 소셜 미디어(예: 페이스북, 링크드인)를 통해 온라인 활동을 한다.
• 로타리안들과 동창들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 로타리 강령을 지지하고 ‘초아의 봉사’를 구현한다.

추천 방법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이터(RRFC)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1.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RRFC는 동창회 명단을 접수 및 심사할 존/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RRFC, RC, RPIC이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2.	마감일을 정하고 후보 명단을 접수한다. RRFC는 본 상에 대한 내용과 수상 조건, 그리고 로타리안과 동창들이 선정위원회 앞으로 추천서를 제
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알린다.
3. 1개의 동창회 수상 후보를 결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추천된 존/지역 수상 후보 동창회 가운데 1개의 동창회를 선정한다.
4. 추천서를 제출한다. RRFC는 표창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제로타리 세계본부에 수상 후보 동창회 추천서를 체출해야 한다.
동창 관계 합동위원회가 모든 추천서를 검토하여 최종 수상 후보를 선정, 10월에 열리는 RI 이사회/재단 이사회 합동 회의에 제출합니다. 선정된
동창회에게는 표창패와 배너가 수여되며, 로타리 미디어와 로타리 주요 행사를 통해서 그 활동이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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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유
본 동창회를 추천한 이유를 아래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분량은 제공된 하단의 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 본 동창회와 그 활동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본 동창회가 수상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추천서 우송처 및 마감일: 국제로타리 세계본부에 6월 30일 17:00시(미중부 시간)까지 제출
이메일: riawards@rotary.org
우편: Rotary Service (PD210), Rotary International,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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