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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단계별 자원 키트
로타리의 프로젝트 단계별 자원 키트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들, 즉 토의 그룹, 로타리 자원나누기, 그리고 로타리 쇼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의그룹
(Discussion Group)

로타리 자원나누기
(Rotary Ideas)

로타리 쇼케이스
(Rotary Showcase)

토의그룹은 프로젝트 어느 단계에서
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입니다.

로타리 자원나누기(ideas.rotary.org)
는 ‘로타리클럽 센트럴’에 입력된 클럽
의 봉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자
원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로타리 쇼케이
스를 통해 전세계 동료 로타리안들 및
비로타리안들과 성공 스토리를 공유
하세요. 사이트 방문자들은 지구 혹은
클럽별, 초점분야별, 프로젝트 종류별
등으로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로타리’에 로그인하여 기존 토의그
룹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토의그룹을
만드세요. 토의그룹을 통해 공통된 관
심사를 갖고 있는 동료들과 연결을 맺
고 프로젝트 파트너들도 만날 수 있습
니다. 로타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다양한 시각을 체험하세요.
초점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더레
이터가 이끄는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이 시간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
어보세요.

로타리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인 로
타리 자원나누기에서 로타리안들과
로타랙터들은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
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
트 파트너, 기금, 자원봉사자, 물품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비로타리안들
도 이 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클럽 임원들(회장, 총무,
사무장, 재무, 회원위원장, 재단위원
장, 로타랙트 어드바이저, 로타랙트 클
럽 회장)에 의해 포스트됩니다.
로타리 자원나누기는 귀 클럽
의 비전을 함께 실현시켜줄 글
로벌 보조금 파트너를 찾는 데 특히 효
과적입니다. 프로젝트 파트너를 찾으
면 보조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도구
(보조금 센터)를 통해 다음 단계에 착
수하세요.

로타리 쇼케이스에 소개된 프로젝트
스토리는 국제로타리 블로그, 뉴스레
터, 기타 출판물을 통해 소개되어 동
료 로타리안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
여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로타리 쇼케이스에 소개된 전
체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리는 로타리
가 전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
시간, 현금 기부액, 물품 기부액 등이
자동 집계되어 로타리가 전세계에 미
친 임팩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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