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재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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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원 가이드는 200 여 개국 및 자치령에 소재해 있는 전세계 로타리클럽 및 지구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정 활동을 위한 지침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가이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현지
로타리클럽 및 지구의 책임이다.
본 책자에 대한 문의나 제언은 이를 제작한 RI 리더십 연수 및 교육 부서(Leadership
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로 하면 된다.
Leadership Education and Training Division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E-mail: leadership.training@rotary.org
Phone: 847-866-3000
Fax: 847-866-0974

역할 및 책임
지구 기금을 관리하는 지구 재정 위원회 위원들은 지구총재 및 지구 클럽들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지구 재정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지구 회원 1 인당 분담금과 지구 관리 비용을 검토한다.

•

지구총재와 협력하여 지구 예산을 준비한다.

•

지구 운영 절차, RI 가이드라인, 그리고 현지 법규에 따라 지구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

지구협의회에 제출할 지구 연차 보고서 작성을 준비한다.

•

모금 활동에 대한 세법 등 봉사 단체들에 대한 현지 법령을 지구 클럽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구총재와의 협조
지구총재는 지구 재정 보고서를 모든 지구 클럽들에게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지구 재정 위원회에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구 재정 보고서는 독립적인
공인 회계사나 지구 감사 위원회에 의해 검토를 받아야 하며, 로타리 연도 마지막 3 개월
기간 중에 각 지구 클럽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 재정 위원회는 연도 말이 가까이오면 차기 연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지구총재를
지원해야 한다. 이 예산안은 지구협의회에 참석한 차기 클럽 회장들의 심의, 승인을 위해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4 주전에 클럽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클럽들이 RI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원 1 인당 반기 회비를 반기보고서와 함께 RI에 제출하는지도 포함된다. 지구
재정 위원회는 지구 클럽들이 RI 및 지구 회비를 클럽 회원들로부터 징수, 납부하는
절차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구총재를 지원할 수 있다.
지구총재는 매달 RI의 지구별 클럽 체납 보고서(Club Balance by District report)를e-메일로

받아본다. 이 보고서는 RI에 대한 각 지구 클럽들의 체납금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RI 한국 지국 재무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세금
클럽 및 지구가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어떤 양식들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만일 지구나 클럽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 양식이 아닌
법인체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지구 재정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클럽에 설명해 줄 수
있다.
참고로, 미국 내의 모든 로타리클럽들은 매년 미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모금 활동
대부분의 로타리클럽과 지구는 모금 활동 행사를 개최한다. 모금 활동 행사를 계획하는
지구 클럽들과 지구 지도자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도록 한다:
•

클럽 및 지구는 모금 활동을 통한 수입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모금 활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홍보는 모금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즉,
클럽을 위한 모금인지 지구를 위한 모금인지 아니면 로타리재단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클럽 및 지구의 로타리재단 기부금은 성격과 절차에 있어서 RI 회비와는 다르다.

클럽과의 협조
지구 재정 위원회의 재정 활동은 로타리클럽 및 클럽 이사회가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재정 활동에 대한 지구총재, 클럽, 그리고 RI 의 재정 부서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분명해야 한다. 지구 재정 위원회는 클럽/지구 예산안 수립이나 회계 장부 유지, 자산
평가, 회계 및 청구서 처리 시스템 검토, 회원들에게 재정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지구
클럽들과 지구총재를 지원해야 한다.
클럽 회장, 총무, 재무 등과 협조하여 이들이 RI 은행 계좌나 RI 환율, 회비 납부일과 절차
그리고 RI 회비 및 지구 분담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1 월과
7 월에 클럽 총무에게 우송되는 반기보고서(SAR)가 접수되면 반기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놓도록 각 클럽에게 권장해야 한다. 만일 클럽 총무가 반기보고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data@rotary.org 로 연락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지구 재정 위원회 위원들은 재단 보조금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제출 규정과
스튜어드십에 대해 클럽/지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법이나 금지된 활동,
봉사 단체로의 등록 재정 감사 등을 포함, 봉사 단체와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하도록 한다.

자원
지구 재정 위원회의 책임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구 위원회 편람 (249)을
참조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에 설명된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이행할 경우 클럽/지구의 재정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있다. 지구 재정 위원회는 봉사 단체에 대한 현지 법규와
규약을 지구 클럽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한다.
요구될 경우, 클럽/지구를 정부에 등록한다.
지방세법 및 국법이 요구할 경우 클럽/지구의 세무 관계 서류를 매년 정부에
제출한다.
클럽/지구 은행 계좌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개설하고, 각 계좌에서의 인출은 최소한
2 명의 서명이 요구되도록 한다.
클럽/지구 기금을 다루는 절차를 확립시킨다.
예산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집행한다.
지구 회원 1 인당 분담금이 지구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로타리재단 기부금 및 RI 회비를 우송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부금과 관련된 현지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클럽/지구 기금 관리와 무관한 자격있는 회계사에 의해 연차 재정 보고서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클럽/지구가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재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차기 임원들과 인수 인계하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