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안 액션 그룹
로타리안

액션

그룹(RAG)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로타리클럽이나 지구가 특정 분야와 관련된 지역사회 개발
사업 또는 인도주의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각 그룹은 해당 전문 분야에 정통하며 봉사에
대한 열정을 지닌 로타리안 및 로타랙터들로 구성됩니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의 운영
•

각

그룹은

자체적인

규정과

회비,

조직을

갖고

국제로타리와 독립적으로 활동해 나갑니다.
•

로타리안과 그 가족, 그리고 모든 로타리 및 재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국제로타리가 제공하는 표준
세칙을 채택하고 로타리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

각 그룹은 해당 전문 분야 내의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클럽 및 지구와 정기적으로 협력합니다.

•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클럽이나 지구가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및 기타 지원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의 혜택


로타리안 액션 그룹에 가입하면 소속 클럽, 지구, 국가를
넘어 의미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지구가 로타리안 액션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로타리안 액션 그룹
www.rotary.org/actiongroups

로타리안 액션 그룹
전문가로서 특정 분야에서 봉사하길 원하세요? 해당 로타리안 액션 그룹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중독 예방

www.rag-ap.org

에이즈 및 가족 보건

www.rfha.org

알츠하이머 및 치매

http://adrag.org/

실명 예방

www.rag4bp.org

헌혈

http://ourblooddrive.org/

노동착취

http://ragas.online

내반족 치료
치과

www.rag4clubfoot.org
www.ragdv.com

당뇨

www.ragdiabetes.org

재해 지원

www.dna-rag.com

멸종위기동물

www.endangeredrag.org

지속가능한 환경
식용작물 보급

www.esrag.org
http://foodplantsolutions.org

보건 교육과 웰빙

www.hewrag.org

청각

www.ifrahl.org

기아 및 영양실조

www.alleviatehunger.org

문해력

www.litrag.org

말라리아

www.remarag.org

위 목록에 원하는 로타리안 액션 그룹이 포함되어

정신 건강 증진

http://ragonmentalhealth.org

있지 않다면 actiongroups@rotary.org로 연락해

미소금융 및 지역사회 개발

http://ragm.org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다발성 경화증

www.rotary-rfmsa.org

로타리안 액션 그룹 결성은 RI 이사회의 승인을

평화

www.rotarianactiongroupforpeace.org

필요로 합니다.

소아마비 생존자

www.rotarypoliosurvivors.com

인구 및 개발

www.rifpd.org

모자 보건

www.raghphc.org

수자원 및 위생

www.wasrag.org

로타리안 액션 그룹 결성하기

로타리안 액션 그룹 활동 사례

참고 자료

 인구 및 개발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독일, 오스트리아,

 로타리초점분야
www.rotary.org/myrotary/ko/document/589

나이지리아의 로타리클럽들과 손잡고 나이지리아 시골
병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 감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에이즈 및 가족 보건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 에이즈 검사 및 카운셀링을
포함한

예방

의료

서비를

제공하는

연례

행사를

액션

그룹은

스폰서합니다.
 미소금융

및

로타리클럽과

지역사회
지구를

개발

로타리안

미소금융기관과

빈곤층의 수입창출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결시킴으로써

 로타리안 액션 그룹 임원 명부
www.rotary.org/myrotary/en/document/714
 로타리안 액션 그룹 연차 보고서
www.rotary.org/myrotary/en/document/713
 지역사회 평가 도구
www.rotary.org/myrotary/ko/document/578
 프로젝트 단계별 자원
www.rotary.org/myrotary/ko/takeaction/develop-projects/lifecycle-project

문의처
actiongroups@rotar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