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는 무엇인가?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역사

로타리 6대 회장의 이름을 딴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
티는 로타리재단 기부자들 가운데 가장 관대한 기부
를 해 주신 재단 후원자들, 즉 생전에 25만 달러 이상
을 기부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치 C. 클럼프는 1911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
드의 로타리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클럼프는 1916~17
년에 로타리 6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1917년도 국제대회에서 연설을 통
해 “인류애의 실천을 위한 기증기금”을 제안했습니다.

회원에게는 소사이어티에 공식 가입할 기회가 주어
지고, 이름, 초상화와 약력이 국제로타리 세계본부에
전시됩니다.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회원 자격은 평생 유지됩
니다. 회원은 AKS 기념 핀, 펜던트와 더불어 그 관대
함에 상응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로타리재단에 기부한 누적 총액이 25만 달러 이상이
면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현금, 증권, 부동산, 계획 기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그 해 처음으로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의 로타리클럽에
서는 막 태동한 이 기금에 26.5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이 운영 관리자가 필요할 만큼 거액으로 증가
하자 로타리재단이 탄생했고, 클럼프는 초대 재단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는 2004년, 국제로타리 2004~
05년도 100주년 기념식에서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을
기리기 위해 발족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소사이어티
의 첫 만찬이 열렸습니다. 현재 국제로타리 세계본부
의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는 에칭 기법으로
유리에 제작한 회원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레벨
250,000~499,999달러: 재단이사 서클
500,000~999,999달러: 의장 서클
1,000,000~2,499,999달러: 재단 서클
2,500,000~4,999,999달러: 플래티넘 재단이사 서클
5,000,000~9,999,999달러: 플레티넘 의장 서클
10,000,000달러 이상: 플래티넘 재단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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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된다.
다른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느껴야한다.”
아치 C. 클럼프
인류애의 실천: 회원이 되는 이유는?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회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로
타리 재단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회원들이 공유하
는 한 가지 공통분모를 꼽자면, 이들은 재단의 최고 선
도자이자 혁신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원들은 로타리재단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평화,
교육, 인도적 원조를 지원하는 일을 개인적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소아마
비 퇴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로타리 평화 펠로우 프로
그램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사이어티의 각 회원은 인류애의 실천에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더욱 인간적이고 평화로
운 세계를 목표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소사
이어티 회원들의 이같은 헌신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
입니다.
소사이어티는 전 세계 600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로
타리 재단 기부자로 이루어진 글로벌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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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특별한 표창 경험

뜻깊은 입회식

국제대회에서의 혜택

AKS 갤러리 및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로타리재단은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새 회원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회원
은 다음 입회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등록처

AKS 회원에게는 초상화를 전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갤러리는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소재한 국제로
타리 세계본부의 17층에 있습니다. 재단에 큰 도움이 되
어주신 후원자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 초상화를
유리에 새겨 제작한 뒤 역광으로 연출합니다. 또한 인
터랙티브 키오스크를 통해 회원 프로필이 제공됩니다.

국제로타리 세계본부 입회식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된 것을 에반스턴에
소재한 로타리 본부에서 기념해보십시오. 다른 신입 회
원들을 만날 수 있고, 재단 이사들 및 로타리 이사들과
함께 할 기회도 있습니다. 이 주말 프로그램에는 정보
세션, 환영식, 축하 만찬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치 클럼
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로타리가
시작된 곳에서 AKS 회원이 된 것을 기념하고 싶은 분
께는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지역 입회식
로타리 연수회에서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된 것을 기념해보십시오. 지역 로타리의 리더들이 새 회
원의 공적을 기념할 행사를 함께 계획합니다. 이 행사는
집 근처에서 지역 로타리 친구, 리더들과 함께 입회식을
갖고자 하는 분께 이상적입니다.
국제대회 입회식
로타리 국제대회의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만찬을 통
해 회원이 된 것을 기념해보십시오. 로타리의 시니어 리
더들과 동료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입회
식이 열리며, 이를 통해 국제대회 활동들이 더욱 활기
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 옵션은 로타리 국제대회 참석
을 즐기시는 분께 이상적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특별 등록 라인을 이용해보십시오.
또한 본회의 시 VIP 지정 좌석에서 탁트인 시야를 즐
길 수도 있습니다.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라운지
국제대회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전용 라운지에서 휴
식을 취해보십시오. 다과를 즐기며 동료 회원, 로타리
시니어 리더들과 어울려보십시오.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만찬
국제대회에서 동료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만찬을 나
누며 재단의 날 일정을 마무리해보십시오. 오붓한 분
위기 속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옛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 아이템
뉴스레터
AKS 회원에게는 1년에 2차례 재단 및 소사이어티의
최근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가 발송됩니다.
연례 보고서
소사이어티의 회원에게는 지난해 로타리 프로젝트
및 행사, 재단의 재무정보를 알리는 국제로타리의 연
례보고서가 제공됩니다.
회장 취임 넥타이 및 스카프
AKS 회원에게는 새
로 취임하는 국제로
타리 회장의 표어를
반영한 넥타이와 스
카프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