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우리는 로타리재단의 인다우먼트 기금에
대한 기부를 약정합니다.

기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rotary.org/legacy

유언장 혹은 생전 신탁
국제로타리 한국지국

퇴직연금 수혜자 지정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표창 아이템 및/또는 향후 출판물에 표시될 성명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705호
07333
전화: (02) 783-3077
이메일: rikorea@rotary.org

기부자조언기금
자선잔여신탁

주소

기타(구체적으로 설명)
      

국가, 시/도, 우편번호

로타리재단에 대한 예상 기부액:

이메일

US$
(위 금액은 표창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입하지 않은 경우 레벨 1
로 간주됩니다.)

선택 항목:
로타리 ID #

로타리클럽

표창 옵션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약정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리스탈
기념패와 표창 핀(1인당 1개)이 자택 주소로 우송됩니다.

로타리 지구

표창과 관련된 선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리스탈 기념패를 받지 않겠습니다.

생년월일

¨¨ 표창 핀과 함께 펜던트를 받고 싶습니다.
자택, 사무실, 휴대 전화번호

¨¨ 특별 지명 기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자택 대신 다음 주소로 모든 표창 아이템을 우송받고자

기부금으로부터 얻는 가용 수익의 사용처를:

합니다:

¨¨ 지정하지 않겠습니다(세계기금)
¨¨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쉐어(세계기금 및 지구지정기금)
로타리 평화 센터
하나 이상의 초점분야:

¨¨ 기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및 위생

미래에 남기는
로타리 유산

모자 보건
기본 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요청합니다.

서명

날짜

서명

날짜

작성된 양식을 뒷면에 기재된 한국지국 주소로 반송해 주세요.
로타리를 수혜자로 지정했음을 보여주는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면 동봉하실 수 있습니다.

330-KO—(1017)

후세까지 이어지는
인류애 실천

로타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
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산계획에 로타리 인다우먼트 기금에 대한 기부
조항을 포함시키시면 로타리재단이 다음 100년
동안에도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부금은 신중하게 관리되어 해를 거듭해
귀하가 지명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
니다. 로타리재단은 사람들의 삶에 오래 가는 변
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추
진해 왔습니다. 현재 귀하가 연차기금 기부를 통
해 재단을 지원하듯이, 유산의 일부를 기부함으
로써 미래를 위한 재원을 재단에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로타리재단에 대한 유증을 통해, 모든 지구촌 이
웃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자 실천에 나서는
수많은 로타리안 및 동료들과 뜻을 함께 하세요.

로타리를 유산계획에 포함시키려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유언장이나 유언보충서에 로타
리에 대한 기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
하든 반드시 재단의 공식 명칭인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을 사용
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다음 준재단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
는 경우, 해당 준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캐나다: The Rotary Foundation (Canada)

•

인도: Rotary Foundation (India)

•

일본: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Foundation
— Rotary Foundation Japan

•

영국: Rotary Foundation of the United Kingdom

아래 문장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산 중 특정 비율 혹은 부분을 일반적으로 기부할 경우:
“본인 재산의 4분의 1을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에 기
부한다.”
◆◆ 특정 자산을 기부할 경우: “본인 소유의 [주식명] 주식
500주를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에 기부한다.”
◆◆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발효되는 조건부 유증의 경우: “본
인의 배우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잔여 유산을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에 기부한다.”
◆◆ 필요한 모든 금액을 지불한 후 남은 잔여분의 일부 혹은
전체를 기부하는 잔여 유증의 경우: “본인의 모든 잔여 재
산을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에 기부한다.”
자선 기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산 기부가 어떻게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나
로타리의 인다우먼트 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기부금으로부터 얻어지는 투자 수익의 사용처를 지정하
실 수 있습니다. 인다우먼트-세계기금에 기부하시면 로타
리재단 이사회가 수익금을 세계 전역에서 가장 절실히 도
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다
우먼트-쉐어를 선택하시면 수익금의 일부가 소속 로타리
지구에서 지정하는 용도에, 나머지가 세계기금에 배정됨
으로써 연차기금에 영구적으로 기부하는 효과를 갖게 됩
니다. 수익금을 하나 이상의 특정 초점분야에 지정하실 수
도 있습니다. 현행 로타리재단 이사회 정책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은 세계기금에
계상됩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1만 달러 이상을 유증하기로 약정할 경우 유증회 회원으
로 추대되어 로타리재단의 최신 소식을 전해받고 특별 행
사 초청, 크리스탈 기념패, 회원 전용 핀/펜던트 등의 부
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유증회 표창 레벨 (미화로 표시)
1. $10,000
2. $25,000*
3. $50,000*
4. $100,000*
5. $250,000*+

6. $500,000*+
7. $1,000,000*+
8. $2,500,000*+
9. $5,000,000*+
10. $10,000,000*+

*맞춤화된 지명 기금 설립 가능
+사후에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헌정

기금의 맞춤화
인다우먼트 기금 내에 특정 이름을 딴 기증기금을 설립하는
등의 맞춤형 기부를 원하시면 로타리재단 직원이 이를 도와
드립니다. 본인의 이름은 물론 가족이나 다른 소중한 지인의
이름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부금을 특정
프로그램이나 지역에만 사용되도록 보다 세밀하게 지정하
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금을 지명하기 위한 최소 기부액은 2
만 5,000달러입니다.

로타리는 금액을 막론하고 유산계획에 인다우먼트 기금
에 대한 기부를 포함시킨 기부자 모두에게 베네팩터 지
위를 부여하고, 표창 증서와 더불어 로타리 핀과 함께 착
용할 수 있는 특별 패치를 증정합니다.
익명 기부를 요청하시지 않는 한, 로타리는 귀하의 이름
을 나날이 늘어가는 동료 기부 약정자들과 공유할 것입
니다. 하지만 약정과 관련된 세부사항과 금액은 비공개
로 유지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타리를 유산계획에 포함시킨 후에는 이 양식을 작성
해 로타리 한국지국으로 우송하거나 로타리 웹사이트
의 유증 페이지(rotary.org/legacy)를 통해 약정 사실
을 통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