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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재단 표창 포인트에 대한 이해

로타리재단 표창 포인트(Foundation recognition points)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립되는가?
로타리재단 표창 포인트란 로타리재단 연차 프로그램 기금 및 폴리오플러스 기금 기부자에게 부여되는
점수로서, 기부금 미화 1 달러당 1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이외에, 재단 보조금 프로젝트의 스폰서
기부금/후원금에도 표창 포인트가 부여되지만, 영구기금 기부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부자는 본인의 표창 포인트로 다른 사람들을 (복수) 폴 해리스 휄로우로 지명하거나 (복수) 폴 해리스
휄로우가 되는데 보탤 수가 있습니다. 재단 표창 포인트는 기부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고액 기부자인 경우, 고인이 보유했던 표창 점수는 고인의 배우자에 의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단 표창 포인트 양도는 어떻게 하는가?
표창 포인트는 100 포인트 단위로 양도되며, 표창 및 양도 신청서를 작성,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표창 포인트 양도 시 다음 사항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부자 개인의 표창 포인트는 본인의 승인 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 부여된 표창 포인트, 즉 클럽 보유 표창 포인트는 클럽 회장의 승인 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부여된 표창 포인트, 즉 지구 보유 표창 포인트는 지구총재의 승인 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개인의 표창 포인트는 클럽 또는 지구에 양도될 수 없습니다.

고인이 된 기부자의 재단 표창 포인트도 양도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작고한 로타리안이 보유했던 표창 포인트는 고액 기부자가 아닌 경우라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고액 기부자였던 경우, 생존 배우자/파트너가 해당 표창 포인트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체나 단체도 ‘폴 해리스 휄로우’가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은 개인에게만 수여됩니다. 그러나, 미화 1,000 달러 이상을 재단에
기부하는 기업체나 단체에게는 로타리재단 감사장이 수여됩니다.

고인도 ‘폴 해리스 휄로우’가 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작고한 분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및 기념 기부를 통해 폴 해리스 휄로우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재단 표창 포인트는 고액 기부 표창에 그대로 반영되는가?
아닙니다. 고액 기부 표창 포인트는 개인이 재단에 직접 기부한 액수의 누적 점수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재단 표창 포인트가 나와 있는가?
클럽/지구 지도자들은 표창 대상 기부액, 표창 포인트, 폴 해리스 휄로우, 폴 해리스 휄로우 지명 날짜 등이
설명되어 있는 클럽 표창 요약을 로타리 온라인 업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본인들도 로타리 온라인 업무를 통해 표창 대상 기부액, 재단 표창 포인트, 기부 내역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본인의 기부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로타리재단에 “기부자 기부 보고서(Donor
History Report)”를 e-메일(contact.center@rotary.org)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럽 표창 요약에 나와 있는 표창 대상 기부액(recognition amount)과 재단 표창
포인트(Foundation recognition points)는 어떻게 다른가?
표창 대상 기부액은 본인의 개인 기부액과 다른 분이나 클럽 또는 지구가 양도한 표창 포인트의 합계
또는 누적 점수로서,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 수준을 결정하는 하는 기준이 됩니다. 클럽 표창 요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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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될 수 있는 재단 표창 포인트(Foundation recognition points)의 최고 점수는 9,000 까지 이므로, 이
점수는 고액 기부 표창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 표시는 9,000 점을 초과하였다는
표시입니다.)
가용 재단 표창 포인트(Available Foundation recognition points)는 기부자가 재단에 기부한 액수의 누적
점수로서, 다른 분들을 폴 해리스 휄로우로 지명하거나 폴 해리스 휄로우가 될 수 있도록 양도 가능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클럽 및 지구의 재단 표창 포인트도 누적되는가?
누적됩니다. 클럽 지도자들은 클럽 표창 요약을 통해 클럽의 재단 표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재단 표창 포인트는 기부자 기부 보고서(Donor History Report)에 나와 있으며,
contact.center@rotary.org 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단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재단 표창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재단 기부 액수에 따라 표창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클럽에서 실시할 경우, 클럽의 연차
프로그램 기금(APF) 기부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원 100% 폴 해리스 휄로우 클럽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원 100% 폴 해리스 휄로우 클럽에 어느 정도 근접하였는지는 클럽 정회원들의 표창 포인트가
기재되어 있는 클럽 표창 요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연차 프로그램 기금(APF) 기부 목표액 달성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월별 기부 보고서(Monthly
Contribution Report)”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재단 표창 포인트로 어떤 표창을 받을 수 있는가?
폴 해리스 휄로우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은 연차 프로그램 기금, 폴리오플러스, 세계기금, 또는 로타리재단 보조금
등에 미화 1,000 달러를 기부하거나 기부 누적액이 미화 1,000 달러가 된 개인(또는 그 개인이
지명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폴 해리스 휄로우에게는 기념 증서, 핀이 증정된다. 폴 해리스
휄로우 메달은 shop.rotary.org 에서 구입할 수 있다(가격 15 달러).

감사장
기부자가 미화 1,000 달러를 기부하면서 종종 사업체나 다른 단체에 대한 표창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폴 해리스 휄로우 표창은 개인에게만 수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사장만이
수여된다.

복수 폴 해리스 휄로우
이미 폴 해리스 휄로우인 개인이 미화
1,000 달러씩을 (즉, 2,000 달러 또는 3,000 달러
등) 추가 기부할 때마다 사파이어 또는 루비가
박힌 복수 폴 해리스 휄로우 핀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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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000 – 2,999.99; 사파이어 1 개
3,000 – 3,999.99; 사파이어 2 개
4,000 – 4,999.99; 사파이어 3 개
5,000 – 5,999.99; 사파이어 4 개
6,000 – 6,999.99; 사파이어 5 개
7,000 – 7,999.99; 루비 1 개
8,000 – 8,999.99; 루비 2 개
9,000 – 9,999.99; 루비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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