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안 수령자 보고 양식
모든 로타리안들은 국제로타리가 지급하는 예산이나 경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경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로타리안 수령자 보고 양식 작성 지침
1. 양식 작성
섹션 A: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해야 합니다.
섹션 B: 지급 받기 원하는 방법에 X 를 표시해 주십시오. 수령 가능한 송금 방법이나 통화 종류 그리고 필요한 은행 정
보 등은 로타리 웹사이트, 국제로타리 지불 방침 을 참조해 주십시오. 귀하의 은행 계좌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경
우, 송금되는 국가의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에서 송금이 되는 경우, 국내 송금과는 달리 국제 송금에
필요한 은행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수표 지급: 특정 국가에만 수표로 지급되므로 국제로타리 지불 방침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표는 개인 주소로 우송
됩니다.
• 온라인 송금 (EFT): 대부분의 경우, 가장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인 온라인(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 정보와 송금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션 C: 온라인 송금(EFT)일 경우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거래 은행 정보(U.S. Correspondent bank)는 국
제 온라인 송금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귀하의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양식 제출
완전히 작성한 양식을 e-메일, vendors@rotary.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e-메일 제출일 경우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
다.) e-메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만 서명한 양식을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팩스 번호: +1-847-556-2137. 팩스로
보내실 때에는 본 양식을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검은 색 펜으로 정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RI 한국 지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국제로타리 지불 방침은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rits_payment_guidelines_ko.pdf. 를 클릭
하시거나 RI 웹 사이트 한국어 판에서 한국어 웹 사이트에서 회원 > 일반 정보> 여행> 회계부서-송금 안내를 차례로 클
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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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안 수령자 보고 양식
본 양식을 e-메일, vendors@rotary.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e-메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팩스(+1-847-556-2137)로 제
출해 주십시오.

섹션 A: 로타리안 개인 정보 – 귀하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 성 그리고 회원 번호
주소
시, 군/도, 우편번호
전화 번화 및 e-메일주소
수령자 이름
(수표 수신자 이름)

섹션 B: 수령 방법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원하는지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가능한 수령 방법은 국제로타리 지불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표/개인주소로 우송 (섹션 A 주소) ）
 온라인 송금, EFT (섹션 C를 작성해 주십시오)

섹션 C: 온라인 송금(EFT)을 원하시면 본 섹션을 완전히 작성해 주십시오.
입금되길 원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수령 가능한 송금 방법이나 필요한 은행 정보 등은 ‘국제로타리 지불 방침’을 참조
하십시오.
은행 계좌 명(반드시 작성):
은행 계좌 번호:
은행 계좌 종류: 당좌(즉 체크 구좌)

 저축

 구좌

 기타(구체적으로 설명)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통화 종류

 미화

 유로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

은행 이름:
수신 은행 이름:
은행 주소 (시, 우편번호, 국가명 등):
(도시명과 국가 명을 반드시 기입)
은행 전화 번호:
Direct Deposit
ABA Routing #
SWIFT Code/BIC
IBAN

(모든 미국 온라인 송금
시 반드시 필요한 번호):
(모든 국제 온라인 송금
에 필요한 은행 코드):
(유럽으로의 온라인 송금
에 필요한 은행 코드):

기타 필요한 은행 코드 (즉, BSB, Sort, Branch,
또는 Bank Clearing 코드 등; 코드 이름과 함께
정확히 기입 요망):
국제 온라인 송금(미화)을 위한 상기 은행의 미국 중간/거래 은행(U.S. Intermediary/Correspondent bank) 정보:
U.S. 중간/ 거래 은행 이름:
U.S. 중간/ 거래 은행 주소:
U.S. 중간/ 거래 은행 전화번호:
ABA Routing # (반드시 기입):

로타리안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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