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로타랙트 우수 프로젝트 표창
2012 수상 클럽
국제 표창: Dharan Ghopa 로타랙트클럽 (3292 지구, 네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인 “Rotaract Swastha
Darpan"으로 국제 표창을 받았다. 동 클럽 회원들은 네팔 동부, 의료 시설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동 프로그램은 리서치에서부터 제작, 방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회원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스폰서 클럽인 Dharan Ghopa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무료로 확보하였으며, 회원중 의료 관계자가 연사로 출연하여
정보를 나누었다. 아울러 네팔 전역의 다른 로타리클럽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지구 : Adentan 로타랙트클럽 (제 9100 지구, 가나) 이 "Otinibi 도서관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지역
우수상을 받았다. 클럽 회원들은 지역사회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이 학교에 새로운 도서관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 8,000 달러를 모금했다. 동 도서관은 한 건축가가 무료로 설계하여 주었으며, 스폰서
클럽 로타리안들이 현장 조사 작업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구: Paraiso 로타랙트클럽 (제 378 지구, 필리핀) 이 "어린이 기본 문해력 프로젝트”로
아시아 태평영 지역 우수상을 받았다. 클럽 회원들은 도시 빈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스폰서 클럽 로타리안들은 학교를 방문,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기도 했다.
유럽 지구: Ankara Anittepe 로타랙트 클럽 (제 243 지구, 터키) 이 "One Whistle...One Life!" 프로젝트로 유럽
지역 우수상을 수상했다. 클럽 회원들은 10 개 도시를 순방하며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 중에는 지진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1 만개의 호루루기
배부, 그리고 지진 시 대피 요령을 담은 안내 전단 배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방문한 도시의
로타리안들을 예방했으며, 이들 로타리안들은 장소를 확보하고 필요한 허가를 얻는 등 로타랙터들의
활동을 도왔다.
라틴 아메리카 지구: Ambato Cosmopolita 로타랙트클럽 (제 440 지구, 에콰도르) 이 "로타랙트 10K: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달리기” 프로젝트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우수상을 수상했다. 클럽 회원들은
1,400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10K 달리기 대회를 주관하고, 로타리와 로타랙트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한편, 미화 4,000 달러의 폴리오플러스 기금을 모금하였다.
남 아시아 지구: Hassaram Rijhumal College 로타랙트클럽 (제 3140 지구, 인도) 이 "Road to Safety"
프로젝트로 남아시아 지역 우수상을 수상했다. 클럽 회원들은 6 개월 동안 시가 행진, 가두 공연, 뭄바이
마라톤 참가 등을 통하여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스폰서 클럽 로타리안들은 모든 행사에 동참하고
캠페인 홍보를 도왔다.
미국, 캐나다, 카리브 지구: University of Lethbridge 로타랙트클럽 (제 5360 지구, 캐나다)이 "Siaqtuut – A
Journey Together" 프로젝트로 북미주 및 카리브 지역 우수상을 수상했다. 클럽 회원들은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한 리소스 센터 건립을 위해 미화 1 만 4,000 달러를 모금했으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 주민이 동 리소스 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2 장의 비행기 표를 기부받았다. 스폰서 클럽
로타리안들은 모금 행사에 참석했으며, 로타랙터들을 주회에 연사로 초청하여 동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게 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