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통계
기부 요약

2017-18

누계

연차기금

1억 3,140만 달러

26억 달러

2,850만 달러

3억 4,860만 달러

1억 4,360만 달러

15억 달러

3,760만 달러

1억 9,440만 달러

3억 4,110만 달러

47억 달러

인다우먼트 기금
새로운 약정 기부 총액

5,950만 달러

8억 490만 달러

폴리오 전환**

1,410만 달러

-

4억 1,470만 달러

-

3억 270만 달러

1947년 이래:
42억 7,000만 달러

인다우먼트 기금
폴리오플러스 기금
기타*
현금 기부 총액

총액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

2018년도 현황

* 기타에는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현금 기부, 기부
자 조언 기금, 기한 한정 기부가 포함됨
** 지구지정기금 전환액과 세계기금으로부터의 상응
액, 카드 로열티, 기부자 조언기금 전환액이 포함

추가 정보 문의처:
The Rotary Foundation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전화: +1-847-866-3000; 팩스: +1-847-328-4101
rotarysupportcenter@rotary.org

159-KO—(1118)

Rotary.org

프로그램 지출
(모든 숫자는 미화를 나타내며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폴리오플러스. 지난 1985년 이래 로타리 회원들은 전세계 25억

2017-18년도 총 지출액
$328
로타리 평
(단위: 100만 달러)

해 왔다. 2018년 6월까지 로타리는 전세계 소아마비 퇴치를 위

기타 보조금

13

156

프로그램 운영

26

기금
개발

20

1
글로벌 보조금

폴리오플러스

병국가의 야생 바이러스를 근절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

4

27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18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특히 최근까지 남아있는 3개 발

화 센터

지구 보조금

77

일반 행정비

5

하도록 하는 데 힘써왔다. 2017-18년에 이 프로그램에는 폴리오
플러스 파트너 보조금을 포함, 1억5,65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84%

로타리 평화 센터. 매년 로타리재단은 6개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수학하는 로타리 평화 펠로우들을 지원한다. 평화 펠로우들은 이

92%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들 센터에서 석사과정이나 단기 전문인 연수 과정을 밟을 수 있
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02-03년 이래 120개국 1,245명
에 이른다. 2017-18년도에는 44개국 출신 94명의 펠로우들이 로
타리 센터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이 기간 동안 펠로우들과 센터
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400만 달러에 이른다.

2017-18년도 총 모금액
$414.7
(단위: 100만 달러)

글로벌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은 로타리 6대 초점분야 중에서 지
속적이고 측정가능한 결과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제 활동을 지원

131.4

연차기금

한다. 이같은 활동에는 인도주의 프로젝트, 장학금, 직업 연수 팀
등이 포함된다. 2013-14년 이래 로타리재단은 5,677건의 글로
벌 보조금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그 총액은 3억3,210만 달러에
이른다. 2017-18년에 로타리재단은 1,306건의 글로벌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총액은 7,690만 달러에 달한다.

인다우먼트 기금

28.5

59.52

폴리오플러스
기금

143.6

14.13

지구 보조금. 지구 보조금은 재단 사명과 관련된 소규모 단기 프
로젝트를 지원한다. 2013-14년 이래, 로타리재단은 2,466건의

기타4

37.6

지구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그 총액은 1억2,610만 달러에 달한다.
2017-18년도에는 총 503건의 지구 보조금이 승인됐으며 지원

1 반환된 기금과 기타 조정액이 포함된 액수임

비용은 2,740만 달러에 이른다.

2 인다우먼트 기금 새로운 약정 기부 총액
3 폴리오 전환
4	글로벌 보조금을 위한 현금 기부, 기부자 조언 기금과 기한 한정 기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