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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환율 가이드라인
국제로타리는 경비 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당시의 RI 환율에 따라 상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RI 공식 환율은 www.rotary.org
(검색창에 ‘exchange rates’을 입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행을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경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RI 환율을 적용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실 때에 환율을 증명할 만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증빙 서류에는 아래에 예로 든 신용카드 명세서도 포함됩니다.

RI 환율 적용
경비 지출보고서에 RI 공식 환율을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환율 환산표나 환율을 증명할 증빙 서류를 경비 지출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출 당시의 RI 공식 환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로타리안이 공식 환율이 US$1 = ¥ 108 인 9월에 로타리 업무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 1만 엔(미화 92.60달러)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로타리안은
경비 지출보고서를 12월에 제출하였으며, 12월 RI 공식 환율은 US$1 = ¥ 96으로 변동되었습니다(이 환율을 적용할 경우 미화 104.20달러). 그러나 환
율 환산표나 환율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RI 상환 액수는 지출이 발생한 9월의 RI 공식 환율을 적용, 미화 92.60달러가 됩니다.

RI 환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만일, 환율 환산표나 환율 증빙 서류를 경비 지출보고서에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나 크레디트 회사가 적용한 환율로
상환받게 됩니다.
다음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로타리안이 로타리 업무 차 미국에서 미화 1,000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당시의 환율은 €0.64 = US$1이었으므로, 공식 환율을 적용할 경우 640
유로화(€)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타리안은 경비 지출보고서와 함께 €692.10를 지출한 것을 증명하는 크레디트 카드 회사의 명세서를 첨부하였
습니다(아래 명세서 참조). 따라서, 첨부된 증빙 서류에 따라, RI 상환 액수는692.10유로화가 됩니다.

주의: 크레디트 카드/은행 명세서를 첨부할
경우, 환율과 지출에 관한 사항(즉, 액수, 날짜,
업체명 그리고 귀하의 이름 등)을 제외한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지우도록
하십시오.

환율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환율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의 로타리안이 환율이 US$1 = R 7.60인 7월
에 자국에서의 로타리 활동으로 1,000랜드(R)를 지
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US$1 = R 8로 변경된
10월에 경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비 지
출이 자국 내에서 현지 통화로 이루어졌으므로, RI가
상환해 주는 액수는 1,000랜드(R)가 됩니다.

환율 적용에 대한 유의 사항
RI 환율은 미화 1달러 당 얼마 또는 해당 화폐 액수에 대한 달러 액수 등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 파운드(£)에 대한
2008년 11월 RI 환율은 £0.60 = US$1 또는 £1 = US$1.67 입니다. 따라서, 100파운드를 미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0.60으로
나누거나 1.67을 곱하면 미화 166.67달러가 됩니다. 경비 지출보고서에 기재되는 환율은 미화 1달러 당 액수이므로 환율 난에
0.60을 기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