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로타리클럽

부록

로타리 E-클럽 가이드
로타리 e-클럽이란 회원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는 로타리클럽을 말한다. 현재 세계 각지에
서 300여 개의 로타리 e-클럽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 수는 총 6,400명에 이른다. 한국어, 영
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등 사용 언어
도 매우 다양하다.

로타리 E-클럽과 일반 로타리클럽의 차이점은?

누가 E-클럽에 가입하나?

직접 만나서 활동하는 일반 로타리클럽과는 달리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한다는 것과 특정 구역이 없
이 세계 여러 다른 지역의 회원들을 포함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전통적인 로타리클럽의 회
원들과 마찬가지로, e-클럽 회원들도 함께 아이디
어를 나누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실천에 나
서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정을 쌓아 간다. 클럽 모임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
든, 지역사회 리더들이 모여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
하고 실천에 앞장선다는 목표는 모두 같다.

로타리 e-클럽은 잦은 출장, 바쁜 일정 등으로 인
해 직접 정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가
와 직업인, 지역사회 리더들을 위한 대안이다. 실제
로 e-클럽 회원 중 36%가 일반 로타리클럽 회원이
었다. e-클럽은 지역사회의 동료 리더들과 만나 함
께 봉사에 참여하고 우정을 다지기 위한 좋은 방법
이다. 일반 클럽의 회원들도 정기모임을 놓쳤을 때
다른 e-클럽의 온라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출석을
보전할 수 있다.
e-클럽 회원들은 웹사이트 네비게이션을 비롯한 기
본적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야 한다.

로타리 E-클럽은 어떻게 운영되나?
클럽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모임을 가지며, 미리 정
해진 요일 및 시간 혹은 해당 모임을 위한 자료가 웹
사이트에 게재되는 시간이 정기모임 시간으로 간주
된다. 구글 행아웃, 고투미팅, 또는 다른 웨비나 소
프트웨어를 활용해 특정한 시간에 온라인 모임을
갖는 클럽이 있는가 하면, 정기모임 활동 내용을 웹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들이 저마다 편리한 시간에
참여하게 하는 클럽도 있다. 온라인 모임과 오프라
인 모임을 병행하는 e-클럽도 있다
e-클럽 회원들은 웹사이트의 채팅 기능이나 스카
이프와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 클럽 업무를 처리한
다. 클럽 회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 정보를 비롯한 일부 컨텐츠는 회원 로그인을 통
해서만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활동 외에도 봉사 프
로젝트, 친교 이벤트, 식사, 로타리 국제대회와 같은
공식 행사 등을 통해 직접 만나기도 한다.

또한 e-클럽은 클럽 웹사이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관리할, 또는 이를 위한 외부인과의 연락을 담당할
회원을 최소한 1명 보유해야 한다.

기존 E-클럽에 가입하려면?
모든 로타리클럽과 마찬가지로, 가입은 초청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Rotary.org에서 가입에 대해 문
의하거나 클럽 찾기를 이용해 직접 적합한 e-클럽
을 찾아 본다.

E-클럽에 대한 로타리의 공식 방침은?
로타리 e-클럽도 특정 지구 및 국가에 소속되어 있
지만, 회원들은 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2015년 7월 1일 현재 자신의 e-클
럽이 소속된 지구에 거주하는 e-클럽 회원의 비율
은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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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요건에는 무엇이 필요하나?

새로운 E-클럽을 창립하려면?

로타리 e-클럽의 웹사이트에는 다음이 갖추어져 있
어야 한다:

먼저 귀 지역의 지구총재와 상의한다. 클럽 창립은
지구총재의 책임사항으로, 지구총재는 신생클럽 어
드바이저나 신생클럽 개발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한다. e-클럽의 로타리 가입 절차는 일반 클럽과 동
일하다.

••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 섹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온
라인 결제 시스템

관련 자원
••클럽의 이름이 포함된 웹사이트 주소(URL)
••로타리의 보이스 및 비주얼 아이덴티티 가이드라
인에 맞는 디자인과 컨텐츠
••출석 보전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한 타 클
럽 회원들을 위한 참여 방법 안내
••웹사이트 및 URL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제반 비
용은 e-클럽이 스스로 부담한다.웹사이트 제작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클럽 웹사이트 만들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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