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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 로타랙트클럽
회장 표창
여러분의 로타랙트클럽은 어떤 변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까? 2014-15년도에 귀 클럽의 활동을 계획하고 그 성취를 보고하는 데 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회장 표창을 받으려면 로타랙트클럽은 2개의 의무활동을 이행하고, 그 외의 추가활동을 선택하여 총 포인트가 최소한 70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활동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로타랙트클럽은 국제로타리에 “활동중인 클럽”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완료하기 전에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회장은
‘로타리클럽 센트럴’의 에서 신세대 클럽 보고서를 조회해 로타랙트클럽의 상태(status)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친 다음에는 이 양식을 통해
로타랙트클럽이 성취한 내용을 확인, 서명한 후 3월 31일까지 지구총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로타리에 직접 제출한 양식은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총재들은 자격을 갖춘 클럽의 명단을 내 로타리를 통해 2015년 4월 15일까지 RI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 활동
1. 		 7월 1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클럽 회원 수의 순증가를 이룩한다.
		 다음 중 하나에 체크하십시오:
		
우리 클렵은 4%의 회원 순증가를 이룩했다. (5 포인트)
		 우리 클렵은 5-9%의 회원 순증가를 이룩했다. (10 포인트)
		 우리 클럽은 10% 이상의 회원 순증가를 이룩했다. (15 포인트)
2. 		 ‘내 로타리’ 를 통해 클럽 정보와 회원통계를 업데이트 했다.
		 음 중 하나에 체크하십시오:

		 내 로타리에 클럽 회장의 현 연락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5 포인트)
		 내 로타리를 통해 회원통계를 확인하였다. (10 포인트)
		 모든 회원이 내 로타리 프로필을 갖고 있다. (15 포인트)
추가활동			
지역사회에 로타랙트를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로타리의 날 브로슈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10 포인트)
지역적, 혹은 국제적으로 로타리 초점분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나 모금 활동에 참여하였다. (10 포인트)
클럽 활동을 소셜 네트워크(로타리 쇼케이스, 트위터, 페이스북, ideas.rotary.org)를 통해 홍보하였다. (10 포인트)
직업 시장에서 로타랙터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커리어 개발 활동을 실시하였다. (10 포인트)
클럽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새로운 로타리 비주얼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다. (10 포인트)
최소한 1개의 봉사 프로젝트에서 지역 로타리클럽과 협업하였다. (10 포인트)
국제대회 로타랙트 직전 회합이나 지구, 다지구, 혹은 지역 차원의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10 포인트)
로타랙트 우수 프로젝트 표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0 포인트)
로타랙터들에게 라일라나 신세대봉사교환 등과 같은 다른 로타리 신세대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10 포인트)
클럽을 떠나는 로타랙터를 로타리클럽에 추천하여 입회시켰다. (15 포인트)

획득한 총 포인트

(회장 표창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70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로타랙트클럽 명
스폰서 로타리클럽 명

본인은 동 로타랙트클럽이 국제로타리에서 “활동 중인 클럽”으로 등록되었으며, 클럽 회장과 회원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로타랙트클럽이 회원 표창 자격을 갖추려면 국제로타리에 “활동 중인 클럽”으로 등재되어야 함을 이해 합니다.
스폰서 로타리클럽 회장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