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휘 – 로타리 용어 해설
1인당 회비 (per capita dues). 각 클럽이 7월 1일 및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
회원 재적 수에 따라 반기마다 국제로타리에 납부하는 회비.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 (On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 로타리 두 번째 모토
결의안 (resolution). 국제로타리 정관 문서를 개정하지 않고 또한 이와 모순되지 않
는 형태로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안을 결의하기 위한 규정심
의회 결의의 한 형태. 제정안 참조.
공식 명부 (Official Directory). RI 및 로타리재단 임원, 위원회, 리소스 그룹, 사무국
직원, 전세계 지구 및 지구총재 등에 대한 연락 정보와 전세계 로타리클럽들의 연락
정보가 알파벳 순으로 수록되어 있는 RI 출판물.
공식 인가 업체 (official licensee, RI). 로타리 마크 및 휘장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허가 받은 업체들.
교체대의원 (alternate (delegate)). 모든 클럽은 국제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할
때 대의원 1명과 교체 대의원 1명씩을 선출하는데, 교체대의원은 대의원 유고 시 국
제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국가간 합동위원회 (ICC: intercountry committee). 관련 총재들의 승인을 얻어 2개
국 이상의 국가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로타리안, 로타리클럽 혹은 지구
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이들 국가의 로타리클럽 및 로타리안들간의 교류를 증대시킴
으로써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친목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대회 (Convention, RI). 모든 로타리안과 게스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연차 국제
회합. 그 주요 목적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로타리안들을 격려하며, 로타리 지식을 불
어넣어 주는 데 있다. 전세계에서 참석한 클럽 대의원들이 회장 및 RI 이사를 비롯
한 차기 로타리 연도의 RI 임원들을 선출한다.
국제대회 대의원 (delegate). 국제대회에서 클럽을 대표하는 위원.
국제로타리 (Rotary International). 로타리클럽들의 범세계적인 연합체.
국제로타리 상임 위원회 (committee, RI standing). RI 세칙 16.010.항에 규정된 위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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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세칙 (Bylaws, RI). 국제로타리 정관에 따라 제정된 국제로타리 관리를 위
한 세부 규정으로서 규정심의회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
국제로타리 에드 혹 위원회 (committee, RI ad hoc). RI 이사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
로서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되는 위원회.
국제로타리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RI). 국제로타리 최고 관리 기구.
국제로타리 이사회 위원회 (committee, RI Board). RI 회장이 RI 이사들 가운데 임
명한 RI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특정 사안에 관해 전체 이사회에 추천하는 권
한을 갖는다.
국제로타리 임원 (officers, RI). RI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재무, 이사, 사무
총장, 지구총재 그리고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제로타리(RIBI)의 회장, 직전회장, 부회
장 및 명예 재무를 가리킨다.
국제로타리 정관 (Constitution, RI). 규정심의회만이 개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RI 관
리 규정.
국제로타리 특별 위원회 (committee, RI special). RI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로서 설
치된 해당 로타리 연도 말까지만 존속한다.
국제로타리 표어 (theme, RI). 매년 RI 회장이 발표하는 로타리 메시지. 표어는 각 로
타리 연도 동안의 봉사의 실천 지침을 제공해 준다.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Rotary Foundation of RI, The). 비영리 재단으로서 기부금
을 받아, 로타리클럽과 지구를 통해 시행되는 승인된 인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프
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배부한다. 로타리재단의 사명은 로타리 강령과 로
타리 사명을 증진하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인도주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이해와 평화를 이룩하려는 국제로타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로타리의 목적 (purposes of Rotary International). (1) 전세계의 로타리를 격려,
권장, 확대 그리고 감독한다; (2) 국제로타리의 활동을 조정하고 전반적으로 이를
지도한다(RI 정관 제3조).
국제봉사 (International Service). 로타리 봉사의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여기에는
로타리재단 프로그램을 비롯, 모든 클럽 활동 및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
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 관습, 업적, 염원, 그리고 당면 문제점들을 이해함으로
써 “국제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로타리안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포함된다.
국제연수회 (Institute, International). 국제연수회는 일반적으로 국제협의회 및 국제대
회와 동일한 시기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로타리 프로그램 및 국제로타리 관리에 관
한 각종 주제들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하는 회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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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의회 (International Assembly). RI 고위 임원, 차기총재, 그리고 RI 이사회가
정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연례 회합. 국제협의회는 차기 총재들에게 로타리에 관해
교육시키고, 지구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회합이다. 또한, 차기총
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지구총재로서 기타 여러 참석자들과 총재 재임 기간 동
안 로타리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 (Bylaws, Recommended Rotary Club). RI 이사회가 클럽 관리
를 위해 각 로타리클럽에 권장하는 세칙이다. 클럽은 정관 문서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을 반영시키는 내용을 세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규정심의회 (Council on Legislation). RI 정관 제10조 및 세칙 제7, 8조에 규정된 국
제로타리의 입법기구이다. 각 지구의 대표들이 3년마다 모여 클럽, 지구대회, RIBI
국제대회 및 전체 심의회, 규정심의회 그리고 RI 이사회에서 제출된 제정안과 결의
안들을 심의한다. 채택된 입법안들은 모든 클럽으로부터 검토의 대상이 된다.
입법안과 결의안 참조.
규정심의회 대의원 (Council on Legislation representative). 규정심의회에서 지구를
대표하는 로타리안. (RI 회장이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RI의 전 임원이어야 한다.)
대의원은 규정심의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글로벌 네트워킹 그룹 (Global Networking Groups). 국제 친목 및 우호 증진과 봉사
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로타리안들의 동호회(동종 업계 종사자
나 혹은 취미 활동을 위한 모임) 또는 액션 그룹(봉사 활동을 통한 친목 증진 그룹)
으로서 모든 로타리안들과 그 배우자, 그리고 로타랙터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기능적인 로타리클럽 (functioning Rotary club). RI에 회원 1인당 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주회를 개최하며, 클럽 회원들이 로타리 매거진 프레스 잡지를 구독하
며,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구총재나 총재보좌역 그리고 RI 임원들의 방문을
허용하는 그리고 적절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로타리클럽을 말한다. 동시에
RI 정관과 세칙 그리고 로타리 정책 규약을 준수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RI 회비를
납입하고, RI에 클럽 회원 명단을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고 클럽 내부의 갈등을 평화
적으로 해결하며 지구와 잘 협조하는 클럽을 말한다. 아울러 RI, TRF, 준재단 그리
고 RI 지국(한국지국)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속하지 않는 클럽이다.
내부 확대 (extension, internal). 클럽의 소속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직업분류를 대표
하는 적격자들을 입회시킴으로써 클럽 회원을 증강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회원 증
강이라 불린다.
네 가지 표준 (Four-Way Test, The). 국제로타리 회장을 지낸 허버트 J. 테일러가
1932년에 창안한 사업 및 전문직 활동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1)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3) 선의와 우정을 더하
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등이다. RI 는 1934년에 이를 채택하기로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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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구 관리 그룹 (multidistrict administrative groups). 이사회의 승인 하에 2개 또
는 3개 지구들이 연합하여 소속 클럽들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의원 증명서 (credentials certificate).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으로 선출되
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구총재가 확인 서명한 신임장. 규정심의회에 참석하는 대의
원이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 증명서를 자격심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라일라 (RYLA: Rotary Youth Leadership Awards). 지역사회 내의 젊은 청소년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클럽 및 지구, 다지구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실시
되는 수련회로, 지도력 함양이나 개인 개발을 위한 청소년 리더십 대회이다. 참가대
상은 14-30세의 청소년들이다.
로타랙트 (Rotaract). 로타리클럽이 후원하는 클럽으로서, 청장년 (18-30세)들을 지
도력과 봉사 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로타리 (Rotary). 로타리란 로타리클럽들과 로타리안들의 조직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서, 로타리안 정신, 그들을 이끌어가는 원리, 경험, 관례, 그리고 그들이 달성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로타리 가족 (family of Rotary, the). 로타리클럽 회원 (또는 사망한 회원의) 배우자
와 자손 및 기타 친척, 로타리재단 동창(연구단 교환 단원), 로타리 청소년교환 학
생, 로타랙터, 인터랙터, 라일라 참가자, 인너휠을 비롯한 배우자 그룹, 그리고 글로
벌 네트워킹 그룹 등을 총칭하는 용어.
로타리 강령 (Object of Rotary). RI 정관 제4조,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3
조에 규정된 것처럼,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
취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침.
로타리 국가 및 자치령 (Rotary countries and geographical areas). 로타리클럽이 결
성되어 있는 모든 지역. 로타리는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보호령(dependency)
이나 식민지(territory)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한다.
로타리 국제 지국 (international office, RI). 세계 본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
무국을 가리킨다. 각 지국은 해당 지역의 로타리클럽과 지구총재를 위해 봉사한다
(한국 지국을 위시해 브라질 지국, 유럽 아프리카 지국, 일본 지국, 남아시아 지국,
남아메리카 남부지국, 남태평양 및 필리핀 지국이 있다).
한국 지국 (Korea Office). 한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사무국. 한국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남부 지국 (Southern South America Office).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소재하는 국제로타리 사무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
이 및 우루과이 지역의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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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국 (South Asia Office). 인도 뉴델리에 있는 국제로타리 사무국. 방
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담당한다.
남태평양 및 필리핀 지국 (South Pacific and Philippines Office).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국제로타리 사무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및 태평양 지역의 로타리클
럽 서비스를 담당한다.
브라질 지국 (Brazil Office).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사무
국. 브라질 내의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 및 아프리카 지국 (Europe/Africa Office).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하고 있는
RI 사무국. 유럽, 아프리카 및 지중해 동부 지역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담당하
고 있다.
일본 지국 (Japan Office). 일본 동경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사무국. 일본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로타리 단체 (Rotary Entities).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 단일 로타리클럽 혹은 클럽
들로 구성된 그룹, 단일 로타리지구 혹은 지구들로 구성된 그룹(다지구 활동 포함),
로타리 동호회, RI 국제대회 위원회, 국제로타리의 행정적 관할 단위 등을 가리킨다.
로타리 동호회 (Fellowships, Rotary). 글로벌 네트워킹 그룹 참조.
로타리 리더 (Rotary Leader). 로타리클럽, 지구 임원들과 기타 로타리 지도자들을 위
해 발행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출판물로, 한국어를 비롯하여 8개 국어로 발행된다.
로타리 마크 (Rotary Marks). RI의 지적 소유권(전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와
봉사 마크)의 일반적인 총칭으로 용어와 디자인 마크를 모두 포함한다. RI의 지적 소
유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의 19장에 수록된 “로타리 마크”를 참조한다.
로타리 월드 매거진 프레스 (RWMP: Rotary World Magazine Press). 로타리 공식 잡
지인 The Rotarian을 비롯, 전세계 로타리 공식 지역잡지의 네트워크.
로타리 바퀴 (Rotary wheel). 로타리 휘장 참조.
로타리 사명 (Rotary, mission of). 로타리클럽의 세계적 연합체인 국제로타리의 사
명은 타인에 대한 봉사를 제공하고, 정직을 장려하며, 비즈니스와 전문직,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친교를 통해 세계 이해와 친선,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로타리 시니어 리더 (Rotary senior leaders). 현, 전, 차기 RI 회장 및 이사, 그리고
재단 관리위원회 회원.
로타리 연수회 (institute, Rotary). 1개 또는 여러 개의 존에 있는 지구의 전, 현 및
차기총재 및 기타 국제로타리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동기부여 및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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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합. 로타리 존 연수회는 참석자들에게 로타리 프로그램에 관
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타리 활동을 개선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모임이기도 하다.
로타리 온라인 업무 (Member Access). 재단 기부, e-메일 뉴스레터 구독, 국제대
회 등록, 그리고 회원 특혜 사항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일반 로타리안들을 위한 RI
온라인 서비스. 클럽 및 지구 임원들은 각종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로타리 우정교환 (Rotary Friendship Exchange). 서로 다른 국가의 로타리안과 그 가
족들이 상호 방문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RI 지침
프로그램.
로타리 자원봉사자 (Rotary Volunteers). 로타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로타리의 모
토인 “초아의 봉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로타리안들에게 자
신의 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로타리 자원봉사자들을 국제 인도주의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로타리안들과
다른 전문 기술 인력에게 자신들의 용역과 전문 기술을 제공한다. RI는 국제 자원봉
사자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유지하고 있다.
로타리 정책 규약집 (Code of Policies, Rotary). RI 이사회의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모
든 방침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문헌으로 매 RI 이사회와 규정심의회 후에 개정, 보
강된다.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RCC: Rotary Community Corps). 소속 마을이나 이웃, 또
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비로타리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하는 봉사 단체.
로타리 지정 특별 행사의 달 (months, Rotary). 클럽 뿐만 아니라 모든 로타리안들의
로타리 활동 참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RI 이사회가 월별로 주제를 지정하였다. 회원
증강의 달(8월), 신세대의 달(9월), 직업봉사의 달(10월), 로타리재단의 달(11월),
로타리 가정의 달(12월), 로타리 이해 촉진의 달(1월), 세계 이해의 달(2월), 문해
력의 달(3월), 잡지의 달(4월) 그리고 로타리 동호회의 달(6월) 등이 있다.
로타리 창시자 (founder of Rotary). 1905년 시카고에서 최초의 로타리클럽을 창립
했던 폴 P. 해리스를 일컫는 말.
로타리 코디네이터 (Rotary Coordinator). 클럽/지구의 성공적인 RI 전략 계획 수행
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으로, RI 이사,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이터(RRFC) 그리고 지
구총재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베테랑 로타리안이다.
로타리 휄로우십 (Fellowships, Rotary). 로타리 네트워킹 그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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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휘장 (emblem, Rotary). 국제로타리의 상징으로 6개의 살과 24개의 톱니, 그
리고 열쇠 홈을 가진 톱니바퀴를 말한다. 황금색과 선명한 감청색으로 조화를 이룬
이 휘장 배지는 로타리안들의 긍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로타리 e-클럽 (Rotary e-Club). e-클럽은 직접 만나는 회합보다 주로 온라인 상에서
회합을 갖는 클럽을 가리킨다. 각 지구 당 2개까지의 e-클럽이 허용된다.
로타리안 (Rotarian). 로타리클럽의 회원
로타리안 공식잡지 (Rotarian, The). RI 공식잡지의 이름이며 사업 및 전문직업인들
을 위한 국제 수준의 잡지이다.
로타리안 누구나, 한 명이 한 명씩을 (Each Rotarian: Reach One, Keep One). 로타리
회원증강 슬로건으로, 로타리 문헌과 로타리 행사 등에 사용된다.
로타리안 액션 그룹 (Rotarian Action Groups). 글로벌 네트워킹 그룹 참조.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Trustees of The Rotary Foundation). RI 회장이 RI 이사회
와 협의하여 임명한 로타리재단의 관리 이사. 로타리재단 법인 설립 규약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리위원회가 재단의 모든 업무를 관장, 운영한다.
로타리재단 정책 규약집 (Code of Policies, The Rotary Foundation). 로타리재단 관리
위원회의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모든 방침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문헌.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이터 (RRFC: Regional Rotary Foundation Coordinator). 로
타리재단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와 해당 지역의 지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
는 로타리안. RRFC는 기금 모금 활동과 프로그램 홍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로타리재단 후원회 회원 (Rotary Foundation Sustaining Member). 미화 100달러, 혹
은 그 이상의 액수를 로타리재단 연차 프로그램 기금에 기부하고, 앞으로 매년 100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연차 프로그램 기금에 기부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개인을
말한다.
리소스 그룹 (resource group). 클럽 및 지구의 운영 및 봉사 활동에 대한 목표 달성
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RI 회장이 임명한 로타리안 액션 그룹. 리
소스 그룹은 1) 문해력, 기아 추방, 위기에 처한 어린이, 환경 보전 등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클럽 및 지구가 펼치는 봉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룹과 2)
회원증강 및 유지, 연수 및 홍보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클럽 및 지구의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한 그룹 등으로 구분된다.
명예회원 (honorary member). 로타리 이상을 증진시키는 데 뛰어난 공로를 세워 로
타리클럽의 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으로서, 입회비나 회비를 내지 않으나 투표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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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클럽 임원이 될 수 없다. 명예회원은 모든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클럽의
특전을 누릴 수 있다. 명예회원의 기간은 클럽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모범적인 (good standing). RI 정관 문서에 사용되는 “모범적인”이란 말은 클럽에
대한 회원 자격 또는 국제로타리에 대한 클럽 회원 자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타
리안이나 클럽이 출석이나 회비 납부 등에 있어서 클럽 또는 RI 회원 자격을 유지하
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비전 계획 (Future Vision Plan). 로타리재단의 새로운 보조금 모델로, 지속 가
능한 대규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로타리안들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비전 파일럿 (Future Vision pilot). 로타리재단이 전세계 지구 가운데 100개 지
구를 선정하여 3년의 시험 기간 동안 미래 비전 계획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파일
럿 지구 선정 기준으로 지구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재단 참여도를 참고하였다. 파
일럿 기간 종료 후, 수정 보완된 미래 비전 계획은 모든 지구들을 대상으로 전면적
으로 실시된다.
반기 보고서 (semiannual report). 매년 7월 1일 및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 클럽이
RI 이사회에 제출하는 재적 회원 수 보고서. 세계본부에서 배포하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총무가 서명한 후 국제로타리 사무총장 앞으로 우송하거나, 클럽
회장이나 총무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각 클럽은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RI 회
비(회원 1인당 회비)를 납부한다.
방문 로타리안 보고 카드 (visiting Rotarian report card). 방문 로타리안의 출석을 그
소속 클럽으로 통지하기 위한 클럽 총무용 통지 카드.
봉사 부문(Avenues of Service). 로타리 철학과 클럽 활동의 실질적인 골격이다. 로
타리 강령을 정신적인 토양으로 삼아 (1)클럽봉사 (2)직업봉사 (3)사회봉사 (4)국
제봉사 (5)신세대 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국제봉사, 신세대 봉사 및 로타리 강령 등을 참조한다.
비로타리 국가 및 자치령 (non-Rotary countries and geographical areas). RI 이사회
가 로타리 확대 지역으로 공식 승인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승
인없이는 확대 활동을 펼칠 수가 없다.
사무국 (Secretariat). 국제로타리 사무총장, 본부 직원 및 국제 지국과 로타리재단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운영 기구.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 RI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RI의 최고 관리 임
원. 사무총장은 RI 이사회와 회장에 대해 국제로타리의 정책 시행, 그리고 재정 업무
를 포함한 RI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로타리재단의 사무총장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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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로타리의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소속 지역사회 주
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타리안들의 활동을 말한다.
선거인 (electors). 국제대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및 특별 대의원.
국제대회 대의원(Delegate) 참조.
세계 이해 및 평화의 날 (World Understanding and Peace Day). 로타리 창립 기념일
인 2월 23일(1905)은 세계 이해 및 평화의 날이기도 하다. 각 로타리클럽은 이 날
을 맞이하여 세계 이해, 친선 그리고 평화에 대한 로타리의 공약을 인식하고 그 중
요성을 기념한다.
세계본부 (World Headquarters).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 셔먼가 1560번지, 원
로타리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국. 세계본부는 북미주,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국, 남미 북부 지역, 동 러시아 및 남극 대륙의 로타리클럽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사회봉사 (WCS: World Community Service). 전세계적으로 국제이해와 선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봉사의 한 부분. WCS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들의 로타리안
들은 불우한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이나 기
부물품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쉐어 제도 (SHARE system). 전세계적으로 프로그램 보조금을 분배하는 로타리재단
의 매커니즘. “쉐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1) 전세계 로타리안 동료들과 함께 재단
자원을 공유하며; 2) 재단 기금의 사용 결정권을 재단 관리위원회와 지구가 공유하
며; 3) 로타리안들이 재단을 통해 로타리세계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스폰서 클럽 (sponsor club). 신생클럽의 결성을 돕고, 결성 후에도 RI 회원 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책임을 맡은 클럽. 신생클럽 결성 시, 일반적으로 지구총재를
보좌하는 총재 특별 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 스폰서 클럽이 된다.
신세대 봉사 (New Generations Service). 로타리의 5대 봉사 부문 중의 하나로, 청
장년들의 지도력 함양,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 그리고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평
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봉사 활동이다.
연차 프로그램 기금 (Annual Programs Fund). 로타리재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일
차적인 비제한 기부금. 로타리재단의 사명은 국내외 인도주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
로그램을 통해 세계 이해와 평화 증진을 이룩하려는 RI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제로타리 (RIBI: Rotary International in Great Britain and Ireland).
영국 및 아일랜드, 샤넬 군도 및 아일 오브 맨(Isle of Man)의 로타리클럽 연합회
명칭.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제로타리 심의회 (General Council, RIBI).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제
로타리 관리기구로서,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제로타리 임원(회장, 직전 회장,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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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재무 및 총무)과 영국 및 아일랜드의 각 지구총재로 구성된다. 영국 및 아일랜
드 출신의 국제로타리 이사는 심의회 당연직 의원이 된다.
완전 출석 (perfect attendance). 회원이 100% 출석을 했을 경우, 이를 가리키는 용
어. 이 용어에 대한 공식 정의는 없다.
외부 확대 (extension, external). 로타리가 없는 지역에 로타리클럽을 조직함으로써
로타리를 확대시켜나가는 활동. 지구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사무국의 협력 하에
총재가 실행한다. 지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RI 이사회가 감독한다.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 (memorial to the Board).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를 RI 이사회
에 요구하는 청원서.
인가 업체 (licensed vendors). 공식 인가 업체 참조
인터랙트 (Interact). 봉사와 세계 이해 증진에 헌신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로타리
클럽이 후원하는 클럽. 회원 자격은 중고등학교 (12-18세) 수준의 학생이면 된다.
입회비, 신생클럽 (admission fee (prospective club)). RI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생 클
럽이 지불하는 신청 회비. RI 이사회가 입회비를 결정함.
입회비, 신입회원 (admission fee (prospective Rotarian)).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상 회원이 클럽에 지불하는 신청 회비.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으며 각 클럽 세칙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재무 대리인 (fiscal agent). 해당 국가 내의 클럽들이 납부한 돈을 접수하여 입금시
키고, 회계 감사관이 승인한 기금을 지급하는 로타리안 자원봉사자. 재무 대리인의
명단은 공식 명부에 수록돼 있다.
절차 요람 (Manual of Procedure). 로타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RI가 제작한 클럽 및 지구 지도자들을 위한 로타리 지침서. 3년마다 개최되는 규정
심의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며 RI 정관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정관 문서 (constitutional documents). 국제로타리 정관 문서, 즉 RI 정관 및 세칙 그
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등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
정회원 (active member). 사업 및 전문 직업에 대한 직업분류에 따라 선출된 클럽
회원으로서,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에 규정된 모든 의무, 책임 및 특전을 갖는다.
제정안 (enactment). RI 정관 및 세칙 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규정심의회가 채택하는 입법안을 말한다. 결의안(Resolu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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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zone). RI 이사 지명과 RI 회장 지명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RI 이사
회가 RI 세칙에 따라 클럽 집단을 분류한 구역을 가리킨다. 존은 또한 연수회를 개
최하는 기반이 된다.
준재단 (associate foundation).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 설립
되었으며, 관리위원회가 그 운영을 승인한 재단을 말한다. 준재단의 주요 목적은 이
러한 재단의 설립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로타리안들에게 세금 혜택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 (district). RI 관리 목적을 위하여 클럽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여한
명칭.
지구 기금 (district fund). 지구 분담금에 의해 조성되는 지구 후원 프로젝트 또는 지
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
지구 리더십 플랜 (District Leadership Plan). 모든 지구에게 적용되는 지구 조직안.
총재보좌역 및 지구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과 역할, 임기와 연임 횟수 등이 규정되
어 있다.
지구 재정 보고서 (district financial statement). 지구 클럽들에게 전년도 지구 재정에
대한 회계 보고를 위해 지구대회에서 논의되고 채택된 재정보고서.
지구 회비 (district dues). “지구 기금”으로도 알려져 있음. 각 지구는 지구가 스폰
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지구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구 회비는 지구 회원 각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됨으로 지구 클럽들의 분
담금 형태로서 조성된다. 지구 회비에 대한 회원 1인당 분담금은 지구 협의회나 지
구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클럽은 지구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회원
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구대회 (district conference). 클럽 및 지구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고, 로타리 프
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지구가 매년 개최하는 회의. 친목과 감동적인 연
설,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구의 모든 로타리안들과 그 가족들도 참가
할 수 있다.
지구대회 보고서 (district conference report). 지구대회 결의 사항, 출석 클럽 수, 기
타 제반 문제에 관하여 총재 및 지구대회 사무총장이 국제로타리에 제출하는 보고서.
지구지정기금 (DDF: District Designated Fund). 로타리재단에 대한 지구의 연차 기
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년도로부터 이월 또는 조정되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서 해당 연도 지구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지구총재 (district governor). 이사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지구의 RI 임원. 지구총
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을 관장하며, 지구 운영의 연속성과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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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총재 피지명자 데이터 양식 (Governor-nominee Data Form). 지구총재 피지명자
후보가 작성하는 본인에 대한 이력서.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수록되
어야 하며, 차기총재로 선출될 경우 국제협의회 예비 등록서 역할도 한다.
지구협의회 (assembly, district). 연례적으로 (4월이나 5월에) 개최되는 지구의 연수
회합으로, 클럽 차기회장과 차기 연도에 클럽의 주요 직책을 맡은 클럽 지도부 임원
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회합은 클럽을 RI 이사회가 규정한 효율적인 클럽으로 발전
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동기를 클럽 지도자들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역 및 지
구의 계획과 목표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지침 프로그램 (Structured Programs, RI). RI 이사회가 각 클럽과 지구에 추천하는
조직 활동으로, 기본 조직과 지침이 제공된다. 지침 프로그램에는 인터랙트, 로타랙
트,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리 우정 교환, 로타리 동호회, 로타리 자원 봉사
자, 라일라, 세계사회봉사, 청소년교환 등이 있다.
직업봉사 (Vocational Service). 로타리 봉사의 두 번째 부문. 직업봉사의 목적은 사
업 및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
리안 각자가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이는 데
있다. 클럽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로타리안의 역할은 자신들의 직업에 로타리의 봉
사 이념을 실천하고 클럽이 개발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직업분류 (classification).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개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전문직업을 설명하는 말. 정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사나 회사 또는 기관의 주요 사
업 또는 전문 활동 분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정회원의 주요 업무 또는 전문
활동 분야를 묘사하는 말.
직업분류표 (classification roster). 지역사회 내의 사업 및 전문직업의 모든 직종을 총
망라한 일람표로, 각 로타리클럽은 충원 또는 미충원된 직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차기회장 연수회 (PETS: presidents-elect training seminar). PETS는 차기 클럽 회장
들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열리는 연수 회합으로 3월 중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주요 목적은 클럽 회장들이 클럽을 RI 이사회가 규정한 효율적인 클럽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창립회원 (charter member). 로타리클럽의 차터 멤버로, RI로부터 클럽 가입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다.
청소년교환 (Youth Exchange, Rotary). 국제 이해와 선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학이나 해외 여행을 장려하는 RI 프로그
램. 파견 및 초청 클럽 또는 지구의 후원을 받는 교환 학생들은 RI 이사회가 정한 방
침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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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아의 봉사 (Service Above Self). 로타리 문헌 등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로
타리 공식 모토.
초점 분야 (Areas of focus). 로타리재단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하
고 중간 평가가 가능한 다음의 6대 초점 분야를 말한다. (1) 평화 및 분쟁 예방/해
결 (2) 질병 예방 및 치료 (3) 수자원 및 위생 (4) 모자 보건 (5) 기본 교육과
문해력 (6)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총재 (governor). 지구총재 참조.
총재 대행 (acting governor). 새로운 총재를 국제대회에서 또는 RI 이사회에서 정식
으로 선출할 때까지 총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RI 회장이 지명한 사람. 총재의
직무 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도 총재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총재 월신 (governor’s monthly letter). 매월 지구총재가 지구 내의 각 클럽 회장, 총
무에게 발송하는 서신으로, 회원 출석 보고를 포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
요 사항들을 게재한다.
총재 지명 증명서 (Certificate of Nomination of Governor). 특정 로타리안이 지구 내
클럽에 의해 정식으로 특정 연도 총재 피지명자로 지명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로
지구총재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총재 특별 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지구총재를 대리하여 클럽 결성에 따른 모
든 절차를 진행시키는 로타리 회원으로 보통 스폰서 클럽의 회원 중에서 지명된다.
총재보좌역 (assistant governor). 이사회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배당된 클
럽의 운영과 관계된 지구총재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총재가 지명한 로타
리안.
출석 보고서 (attendance report). 각 로타리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각 주회
의 출석 상황에 관하여 매월 지구총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출석보전 (make-up). 로타리안이 소속 클럽의 회합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원 자
격을 유지하고 출석 크레디트를 받기 위하여 다른 로타리클럽의 회합이나 행사에 참
석하는 행위(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참조). 다른 로타리클럽에서 출석보전을
할 경우에는 해당 클럽의 총무는 방문 로타리안의 보고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사실
을 로타리안의 소속 클럽에 알린다. 또한, 방문 로타리안 보고 카드 참조.
클럽 리더십 플랜 (Club Leadership Plan). 효율적인 로타리클럽의 성공 사례를 근거
로 각 로타리클럽의 5대 봉사 부문에 대한 목표 달성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
된 권장 클럽 조직안.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이를 채택, 시행할 것이 모든 로타리
클럽들에게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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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방문 보고서 (Memo of Club Visit). 총재보좌역 혹은 지구총재가 클럽 방문 시
작성하는 양식. 이 보고서의 목적은 총재보좌역이나 지구총재가 클럽의 목표 달성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클럽에 대한 지원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
고서는 또한 클럽 진전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역할, 즉 지구와 국제로타리가 클
럽을 지원하는 데 안내 역할을 한다.
클럽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club). 클럽 세칙 규정에 의해 구성된 클럽의 관리
기관.
클럽 임원 (officers, club). 클럽에서 선출된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부회장(1인
또는 그 이상)인 또는 그 이상, 총무, 재무 및 사찰을 지칭.
클럽 지역 (club locality). 클럽의 봉사가 미치는 지역을 일컫는 용어. 하나 이상의 기
존 클럽이 있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생 클럽이 창립될 수 있다.
클럽 합병 (merger of clubs). 동일한 지구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클럽들이 이사회에
클럽 합병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단일 클럽이 될 수 있다.
클럽봉사 (Club Service). 로타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그 기능을 성공적으
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클럽 내의 로타리안 활동.
클럽협의회 (assembly, club). 클럽의 사업 계획 및 활동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한 클
럽 임원, 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의 회합.
태스크포스 (task force). 리소스 그룹 참조.
특별 대의원 (delegate at large). 소속 클럽의 명예회원이 아닌 정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국제로타리 임원이나 전 RI 회장은 RI 정관 및 세칙에 따라 국제대회의 특별
대의원이 된다. 이러한 특별 대의원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권한을 갖는다.
파일럿 로타리클럽 (pilot Rotary clubs). 인도주의 봉사 기관으로서 미래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 또는 로타리클럽의 조직 개편 등을 시도해 보
기 위해 RI 이사회가 승인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로타리클럽. 파일럿 프로
젝트에 참가하는 로타리클럽들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요구 사항을 면제받은 기
능적인 클럽들이다.
폴 해리스 휄로우 (Paul Harris Fellow). 로타리재단에 미화 1,000 달러를 기부한 개
인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될 경우 그 개인을 말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Constitution, Standard Rotary Club). RI 세칙에 따라 RI 회원
인 모든 클럽이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클럽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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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및 입회비 (dues and fees). 모든 정회원은 클럽이 결정한 회비 및 입회비를 클
럽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대리 (president’s representative). RI 회장을 대리하여 지구대회에 참석하도록
지정된 로타리안.
회장 역점 사업 (president’s emphases). RI 회장이 전체 로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
기 위해 특별히 강조하는 분야로서, 클럽과 로타리안들은 회장 역점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국제로타리 표어 참조.
회장 표어 (president’s theme). 국제로타리 표어 참조.
회원 데이터 양식 (Membership Data Form). 클럽 총무가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회원 입회, 탈퇴, 주소 및 직업분류 등에 관한 변동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 로
타리 온라인 업무 참조.
회원 출석보고서 (Membership Attendance Report (club)). 클럽 총무가 지구총재에
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소속 회원들의 출석보고서. 클럽 총무는 매월 회원 출석보
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원 출석보고서 (Membership Attendance Report (Governor)). 지구 클럽들이 제출
한 출석보고서를 총재가 요약한 자료. 지구총재는 이를 총재월신에 게재하여야 한다.
회원증 (Membership Identification Card). 국제로타리가 모든 클럽 회원들에게 발부
하는 것으로 로타리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 여기에는 카드를 발급받는 회원의
성명, 클럽명, 회비 납부일, 클럽 총무의 서명 그리고 회원증을 발급받는 회원이 서
명할 수 있는 공란이 있다.
회원증강 (membership development). 회원의 증가와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소를 수반하는 지속적인 다단계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입회원의 영입,
기존회원의 유지, 신생클럽의 창립(확대): 즉 신입회원 영입 + 기존회원 유지 + 신
생클럽 창립 = 회원 증강
효율적인 로타리클럽을 위한 계획서 (Planning Guide for Effective Rotary Clubs). 차
기 클럽회장이 클럽 및 지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클럽의 4대 요소와 클럽
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 이 지침서는 각 클럽이 목표
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략안도 소개하고 있다.
효율적인 클럽 (effective club). 효율적인 클럽은 1) 회원기반을 유지하고 확장시킨
다; 2) 자신의 지역사회와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프
로젝트를 수행한다; 3)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기부를 통해 로타리재단을 지원한다;
4) 클럽 차원을 넘어서 로타리에 봉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자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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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 지구지정기금 참조.
e-클럽: 로타리 e-클럽 참조.
GETS. 차기총재 연수회 참조.
PETS. 차기회장 연수회 참조.
RCC.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참조.
RIBI. 영국 및 아일랜드 국제로타리 참조.
RRFC. 로타리재단 지역 코디네이터 참조.
RRIMC 네트워크 (RRIMC network). 클럽 및 지구의 회원증강 노력을 지원하기 위
해 RI 회장이 임명한 로타리안들의 네트웍. 각 존마다 최소한 1명씩 그리고 전세계
적으로 64명의 RRIMC가 임명되어 있다. RRIMC는 각 지역내의 회원 동향과 회원
증강 전략을 확인해야 하며, 지역 회원증강 세미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차기총재
연수회에서 회원증강 세션을 주재하며, 지구나 존 회합 및 행사에서 회원증강과 관
련된 회의를 주도한다.
RYLA. 라일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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