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 동호회
로타리 회원들은 다양한 로타리 동호회에 가입해 다음과 같은
기회를 누립니다.


여가 활동, 스포츠, 취미, 직업 등의 관심사를 함께 나눕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직업 개발을
도모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세계 각지의 회원들과
연결함으로써 보다 다채롭고 보람찬 로타리를 경험합니다.

로타리 동호회의 운영


각 동호회는 자체적인 규정과 회비, 조직을 갖고
국제로타리와 독립적으로 활동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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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호회는 최소한 3 개국에 회원을 둔 국제적인 단체여야
합니다.

로타리 동호회의 혜택


소속 클럽이나 지구, 국가를 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우정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타리의 공공이미지와 인지도 증진에 기여합니다.



로타리 가입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으로 남을
인센티브가 되어 줍니다.

리더들과 함께하기 www.rotary.org/fellowships

로타리 동호회
관심있는 주제가 있으세요? 동호회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4X4 자동차

http://rotary4x4.org.za

재즈

www.rotaryjazz.com

아마추어 라디오

www.ifroar.org

라틴 문화

susydenavarro@yahoo.com

클래식 자동차

www.achafr.eu

변호사

www.rotarianlawyersfellowship.org

문인 및 작가

www.linkedin.com/grp/home?gid=4860168

마술

www.rotarianmagician.org

맥주

www.rotarybrew.org

마그나 그래시아

www.fellowshipmagnagraecia.org

조류관찰

www.ifbr.org

마라톤

www.rotarianrun.org

카누

http://sites.google.com/site/canoeingrotarians/

오토바이

www.ifmr.org

캠핑카 여행

www.rotarianscaravanning.org.uk

음악

www.ifrm.org

체스

www3.sympatico.ca/brian.clark

고서적 및 희귀서적

www.rotaryoldbooks.org

컴퓨터

www.icufr.org

전 지구총재

www.pdgsfellowship.org

요리

www.rotariangourmet.com

사진

www.facebook.com/groups/IFRP1/

국제대회 참가

www.conventiongoers.org

경찰

www.polepfr.org

기업의 사회적 책임

gaetano.papa4@virgilio.it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전의 문명

jaime.jimenez.castro@gmail.com

크리켓

www.rotarycricket.org

퀼팅 및 섬유예술

www.rotariansquilt.org

크루즈

www.facebook.com/groups/cruisingrotariansfellowship

철도

www.ifrr.info

컬링

www.curlingrotarians.com

레저용 차량

www.rvfrinternational.com/home.html

사이클링

www.cycling2serve.org

로타리 세계 역사

www.rghfhome.org

의사

www.rotariandoctors.org

로타리 전통

www.rhhif.org

인형

www.rotarydlf.org

로타리 민즈 비즈니스

www.rotarymeansbusiness.com

e-클럽

http://rotarianseclubfellowship.org/

로타리 핀

www.facebook.com/RotaryonPinsFellowship

편집 및 출판

www.facebook.com/groups/IFREP/

로타리 우표

www.rotaryonstamps.org

교육자

charles1grant@aol.com

조정

www.iforr.org

환경

www.envirorotarians.org

스카웃

www.ifsr-net.org

에스페란토

http://radesperanto.monsite-orange.fr/index.html

스쿠버 다이빙

www.ifrsd.org

낚시
비행

www.facebook.com/groups/InternationalFellowshipofFishingRotarians
www.iffr.org

스포츠 사격
싱글 모임

www.shootingsportrotarians.org
www.rsfinternational.net

바둑

www.gpfr.jp

스키

www.isfrski.org

골프

www.igfr-international.com

소셜 네트워크

www.rosnf.net

가정교환

www.rotarianhomeexchange.com

테니스

www.itfr.org

명예영사

kappenberger@gmail.com

총체적 품질 관리(TQM)

www.rotarytqm.it

승마

franz.gillieron@highspeed.ch

여행 및 호스팅

www.ithf.org

인터넷

www.roti.org

건강 및 운동

kappenberger@gmail.com

이탈리아 문화

f.clemente1955@gmail.com

와인

www.rotarywine.net

윤리

consulsergiolevy@gmail.com
www.facebook.com/Table-Tennis-Fellowship-of-Rotarians1130180430367736/

요트

www.iyfr.net

체커

boyebade@hotmail.com

탁구

www.whiskeydram.org

위스키

동호회 만들기
위 목록에 원하는 여가활동이나 직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rotaryfellowships@rotary.org로 연락해 새로운 동호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동호회 개설은 RI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 자료


로타리 동호회 임원 명부 www.rotary.org/myrotary/en/document/885



로타리 동호회 핸드북 www.rotary.org/myrotary/ko/document/886

문의처

rotaryfellowships@rotary.org

KO—(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