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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하이라이트 
5월 28일–6월 1일 

 

5월 28일 토요일 

8:30 a.m.–10:00 a.m. 3K 평화의 행진 
서울 시청앞 광장 

 160 여 국가의 참가자들이 고유 의상을 착용하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시청앞 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다. 

 로타리 역사 사진 전시회 
광화문 광장 – 5월 28일 
코엑스 동문 광장 – 5월 29일~6월 1일 

 무료 및 일반인 관람 가능.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타리안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과 한국 로타리의 역사를 담은 70여 점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의 로타리 강국으로서 다양한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12:00 p.m. 우정의 집 개막식 
킨텍스 제2전시장(홀7~8) 정문: 아래층 7A/7B 

 평화 증진, 질병 퇴치, 소아마비 퇴치, 깨끗한 식수 공급, 위생, 교육 지원, 모자 보건, 지역경제 
개발 등을 통해 로타리 회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내외 지역사회에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국제대회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전시장이기도 하다.  

Photo-Op: 인도 사리에서 서부 아프리카의 켄트에 이르기까지 국제대회 참가자들이 고유의상을 
착용하고 우정의 집을 방문할 것이다. 우정의 집은 국제대회 기간 동안 열린다.   

5월 29일 일요일 

9:00 a.m.–6:00 p.m. 우정의 집 전시장 
킨텍스 제2전시장(홀7~8) 정문: 아래층 7A/7B 

 10:15 a.m.–12:30 p.m. 개회 본회의 
킨텍스 제1전시장(홀2~4)  

 Ranil Wickremesingne 스리랑카 총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봉사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막 연설을 한다. 로타리클럽이 있는 200여 국가 및 자치령 국기들의 행진이 있은 
후, K.R. 라빈드란 RI 회장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5월 30일 월요일 

9:00 a.m.–6:00 p.m. 우정의 집 전시장 
킨텍스 제2전시장(홀7~8) 정문: 아래층 7A/7B 

 9:45 a.m.–12:00 p.m. 개회 본회의 
킨텍스 제1전시장(홀2~4)  

 Gary Knell, (11 a.m.)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NSG) 회장 겸 CEO  

Sarah Parcak, (11:20 a.m.) 고고학 교수, 내셔널 지오그래픽 펠로우, 2016 테드(TED)상 수상자  

Dananjaya Hettiarachichi, (12:00 p.m.) 토스트매스터 세계연설대회 2016년도 우승자 

5월 31일 화요일 

9:00 a.m.–6:00 p.m. 우정의 집 전시장 
킨텍스 제2전시장(홀7~8) 정문: 아래층 7A/7B 
 
 

http://www.endpolio.org/
http://www.pmoffice.gov.lk/biography.php?p_type=PM
https://www.rotary.org/myrotary/ko/member-news/office-president/ri-president
http://press.nationalgeographic.com/biographies/gary-e-knell/
http://www.sarahparcak.com/
http://iseesomethinginyou.com/about/


 

 9:45 a.m.–12:00 p.m. 개회 본회의 
킨텍스 제1전시장(홀2~4)  

 Mark Waddington, (10:50 a.m.) 국제아동복지단체 <Hope and Homes for Children> CEO 

Dr. Rebecca Martin, PhD, (11:30 a.m.)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글로벌 보건 센터 디렉터.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 현황을 소개한다. 

6월 1일 수요일 

9:00 a.m.–6:00 p.m. 우정의 집 전시장 
킨텍스 제2전시장(홀7~8) 정문: 아래층 7A/7B 

 9:45 a.m.–12:00 p.m. 개회 본회의 
킨텍스 제1전시장(홀2~4)  

 Rosie Batty, (11:00 a.m.) 가정 폭력 대처 활동가, 2015년 올해의 호주인  

스포츠 패널 (11:20 a.m.)   

Willie John McBride, 전 럭비선수 

Michelle Stilwell,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및 세계기록 보유자,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사회 개발 및 사회 개혁 장관 

Paul Sheahan, 전 국제 크리켓 선수  

이양희, (12:00 p.m.) UN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  

 5:00 p.m.–7:00 p.m. 
 
폐회 본회의 
킨텍스 제1전시장(홀2~4) 

 싸이, (5:00 p.m.) K-팝 수퍼스타 공연 

  

 
  

https://ceohopeandhomes.wordpress.com/about/
http://www.cdc.gov/globalhealth/leadership/martin.htm
http://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6/jan/25/rosie-batty-i-was-reeling-with-raw-grief-while-australian-of-the-year
http://www.lionsrugby.com/history/legends/willie_john_mcbride.php
http://michellestilwellmla.ca/about/
http://www.cricketcountry.com/articles/paul-sheahan-oozed-composure-and-confidence-at-the-batting-crease-31520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MM/Pages/SRMyanmar.aspx
http://www.ygfamily.com/artist/Main.asp?LANGDIV=K&ATYPE=2&ARTIDX=15


 

Keynote Speaker Profiles 
 

싸이(PSY) 
K-팝스타, 가수, 작곡가 겸 프로듀서, 래퍼 

2001년 당시만 해도 파격적이던 노래 ‘새’로 데뷔한  싸이는 2012년, 그의 메가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돌파하고 미국 아이튠즈 탑 10에 랭크되면서K-
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강남 스타일’의 세계적 히트에 힘입어2012년 미국의 권위있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깜짝 등장했으며, 뉴욕 NBC 인기 토크쇼 <투데이 쇼>에 출연해 
앵커에게 춤을 가르치는 등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경쾌한 춤동작과 유머러스한 가사, 그리고 위트있는 무대 매너로 널리 알려진 싸이는 
연례 콘서트 ‘올나잇 스탠드’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다.   

조부와 부친이 로타리안이었던 로타리 가정에서 성장한  싸이는 2013년  소아마비 
인식 확대를 위한 로타리 캠페인 “요만큼”에 참여하여 소아마비 퇴치 홍보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양희(YANHEE LEE)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 

이양희는 한국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자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이다. 인권 
전문가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2003-2013)과 위원장(2007-2011)으로 재직했다. 
조약기구 의장 회의 의장으로도 활약했다(2010-2011). 

이양희 교수는 현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창립 회장이며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이다. 
2009년에는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아시아 태평양 
디베이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아세안(ASEAN) 인권  인권 
토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인 아동인권 전문가로서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더블린 프로세스를 포함한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레베카 마틴(REBECCA MARTIN), PhD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글로벌 헬스 센터(CGH) 디렉터 

마틴 박사는 국내외적으로 면역, HIV, 보건시스템 강화 부문에서 일해 왔으며, 현재  
과학, 정책, 파트너십,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공중 보건 조치 등을 통해CDC의 
범국가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국제 보건 부문에서 18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다.     

마틴 박사는 1997년 CDC에서 전국 면역 프로그램, 역학 및 감시 디비전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현재는 CGH 글로벌 면역 디비전의 디렉터로서CDC 의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백신으로 에방가능한 질병의 통제, 
새로운 백신의 보급과 면역 시스템 강화 노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CDC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 메릴랜드 보건국에서 역학자로서 면역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MM/Pages/SRMyanmar.aspx
http://portal.rotary.org/txtlstvw.aspx?LstID=d13bf5e7-445a-4b0b-b0ee-ede5d3f953da


 

게리 넬(GARY KNELL)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NGS) 회장 겸 CEO, 내셔널 지오그래픽 파트너 이사장 

게리 넬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회장겸 CEO로서 비영리단체인 
소사이어티의 전반적인 글로벌 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동 소사이어티의 영리부문을 
담당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파트너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텔레비전과 잡지,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스토리텔링 자산을 관장한다.    

그는 또한 2003년 11월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육재단에서 총재단의 일원으로 
활약해 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의 회장 겸 
CEO를 역임했다.     

그의 미디어 경력은 세사미 워크숍에서의 22년을 포함하여(그는 여기서12년 동안 CEO 
겸 회장을 역임했다) 30년이 넘는다. 넬은 와교관계 카운슬 멤버이며, 고급 인력 
조사기관인 <Heidrick & Struggles>과 컴먼 센스 미디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남가주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인Annenberg School 의 자문이기도 하다. 

 
사라 파캑(SARAH PARCAK) 
고고학 부교수, 내셔널 지오그래픽 펠로우, 2016 테드(TED)상 수상자 

고대 이집트 학자이며 우주고고학자인 사라 파캑은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최첨단 
도구를 사용하는 위성고고학 분야의 선구자이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17곳의 예상 
피라미드 유적지를 발굴한 경험에서 축적된 고전적인 유적지 발굴 방법에 진화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위성 사진 분석을 접목하여 새로운 고고학 분야를 개척한 전문가이다. 파캑 
교수는 3,100개의 잊혀진 유적지와 1,000개의    고대무덤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로마제국과 바이킹의 주요 유물들도 발견하였다.  

2016 테드 상 수상자인 파캑 교수는 100만 달러의 상금으로 글로벌 엑스플로러(Global 
Xplorer)라 불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런칭시킬 계획인다. 파캑 교수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소싱과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 세계 미지의 고대 유적지를 발견하여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앨라배마 대학교 버밍햄 캠퍼스에 있는 글로벌 

옵저베이션(Global Observation) 디렉터 겸 고고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남편인 그레그 문포드(Greg 
Mumford) 박사와 함께 시나이 반도의 파이윰과 이집트 동 삼각주에서의 발굴을 지휘하고 있다. 

 
다난제이야 헤티아라치(DANANJAYA HETTIARACHICHI) 

세계 연설대회 우승자 

불량 청소년에서 세계 연설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다난제이야 헤티아라치의 삶은 
자아 발견과 영적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지난 
10년 이상의 여정을 통해 어두었던 청소년 시절을 벗어나 어젓한 롤모델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2014년, 다난제이야 씨는 대중연설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토스트마스터스 인터내셔널(Toastmasters International)이 실시한 세계 연설대회에서 
전 세계 120개 국가에서 참여한 3만 3,000명의 경연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였다. 지난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다난제이야 씨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한 유일무이한 아시아 출신이기도 하다. 그의 연설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의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 페이스북 
COO의 하바드 대학교 연설과 함께 포츈 잡지가 선정한 “2014년의 연설”로 
선정되었다. 

 

 

http://press.nationalgeographic.com/biographies/gary-e-knell/
http://www.sarahparcak.com/
http://www.globalxplorer.org/about/#bio
http://www.globalxplorer.org/about/#bio
https://www.iseesomethinginyou.com/


 

마크 워딩튼(Mark Waddington) 
국제 아동 복지 단체(Hope and Homes for Children) CEO 

마크 워딩튼은 인도주의 및 국제 개발 부문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였다. 2011년 10월 
국제 아동 복지 단체에 입사한 후, 그는 동 단체의 전략 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 단체의 
전략과 임무인 시설 보호의 글로벌 퇴치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 아동 복지 단체에 입사하기 전, 워딩튼 씨는 워어 차일드(War Child)의 CEO를 7년 
동안 역임하였다. 이곳에서의 재임 기간 동안 동 단체의 수입을 400%나 신장시켜 
수혜자들의 수를 12배나 늘리는 업적을 이루어 유엔 그랜드 어워드(UN’s Grand 
Award)를 비롯해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였다. 워딩튼 씨는 빈곤의 불공평을 위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선단체인 MICAIA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https://ceohopeandhomes.wordpress.com/about/


 

국제로타리 리더 
 
K.R.  라빈드란 
국제로타리 회장(2015 – 2016) 

 
스리랑카 콜롬보 

1974년에 로타리에 가입한 K.R. 라빈드란 회장은 스리랑카 내전 당시 아동들에 대한 
소아마비 면역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무장세력 간의 정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전쟁 대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재계의 노력에도 이바지했다.   

2004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발생한 쓰나미로 폐허가 된 학교 25곳을 재건한 로타리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1만 5,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터전을 되찾아 
주었다. 

라빈드란 회장은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 업계의 상장기업인 
프린트케어(Printcare PLC)의 창립자 겸 CEO이다. 그는 차 포장 업계에서 전 세계에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수장으로서 여러 기업과 자선 단체들의 이사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마약퇴치협회의 창립 회장이기도 하다. 

 
존 F. 졈 
국제로타리 차기 회장(2016 – 2017) 

 
미국 테네시 주 채타누가 

1976년 로타리에 가입한 존 F. 졈 차기 회장은 로타리의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을 
이끌어 온 리더이다. 테네시 주에서 정신, 신체 장애 아동들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백악관으로부터 변화의 챔피언상을 수상했다.   

졈 차기 회장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인 캠벨 & 어소시어트(Campbell & 
Associates Inc.)의 이사장 겸 CEO로 활동 중이다. 공립교육재단(Public Education 
Foundation), 오렌지그로브 센터(Orange Grove Center Inc.), 블러드어슈런스(Blood 
Assurance Inc.)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채타누가 주립 
기술전문대학 재단 창립자 겸 재무, 테네시 청년회의소 재단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레이 클링긴스미스 
로타리재단 이사장(2015 – 2016) 

 
미국 미주리 주 커크스빌 

레이 클링긴스미스 이사장은 1961년에 로타리에 가입했다. 은퇴 전에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트루먼 주립 대학교에서 법률 고문, 비즈니스 행정학 교수, 학장으로 
재직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인 채리튼밸리 장애시민협회 명예회장이며 
보이스카우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실버 비버 어워드를 수상했다. 

 

  

https://www.rotary.org/myrotary/ko/news-media/office-president/ri-president
https://www.rotary.org/myrotary/ko/news-media/office-president/ri-president-elect
https://www.rotary.org/myrotary/ko/learning-reference/about-rotary/trustee-chair


 

 

2016 로타리 프로젝트 전시회 하일라이트 

 
2016 국제대회 우정의 집(킨텍스 2전시장 홀 7~8)은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개선하고 전 세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로타리 프로젝트의 전시장이기도 하다. 다음은 우정의 집 프로젝트 전시회를 통해 소개될 
로타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다: 
 

엔드폴리오나우(EPN) 

로타리와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파트너들은 천연두에 
이어 역사상 두번째로 소아마비를 지구 상에서 퇴치하는 쾌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1953년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사지를 마비시키는 이 
무서운 질병의 희생자들은 ‘철제 호흡 보조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엔드 폴리오 나우 부스 #2913을 방문하면 이 
역사적인 철제 호흡보조기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 현황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다. 

 

국제 생명의 선물 (Gift of Life International) – 전 세계 심장병 환자 치료 

국제 생명의 선물은 지난 40년 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는 71개 국가의 1만 8,000 여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 단체는 우간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등의 심장병 아동 환자들을 위한 수술은 물론, 수술 
후의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동 단체는 이들 국가의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심장병 수술 및 재활을 위한 연수를 비롯해 기초 장비 및 물품 공급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엘살바도르, 우간다, 자메이카의1,800 여 명의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스 #3002에서 알아볼 수 있다. 

로타리 평화 센터 

차세대 평화 중재자 및 외교관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로타리는 매년 100명까지의 평화 펠로우를 선발하여 평화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도록 펠로우십을 제공한다. 펠로우들은 전 
세계 유수 대학교와 파트너가 되어 설립된 6개 로타리 평화 센터 중 
한곳에서 학업을 연마한다. 이 프로그램이 런칭된 2002년 이후, 110개 
국가에서 900명 이상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로타리 평화 센터를 졸업한 동창들은 현재 비정부기구, 각국 정부, 군대, 
법 집행기관 등을 비롯해 유엔, 세계은행, 국제이민기구, 미주기구 등과 
같은 국제단체에서 활약 중이다.  부스 #3027을 방문하면 평화 
펠로우들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젝트 피넛버터 

매년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아동들의 수는 350만 명이나 되며, 이는 HIV/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마크 매너리 박사(Dr. Mark Manary)에 의해 2004년에 설립된 프로젝트 피넛버터는 
아프리카 농부들과 협력하여 칼로리와 영양가가  높은 ‘치폰데(Chiponde)’라 불리는 반죽 형태의 땅콩버터를 
생산한다. ‘프로젝트 피넛버터’는 말라위, 시에라리온, 말리의 현지 공장을 통해 매년 1,000~1,250톤의 치폰데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에도 공장을 설립하였다. 지난 8년 동안 많은 로타리 회원들이 아이티, 
소말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뿔’ 일원의 국가들에서 기아 완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스 #3100에서 알아볼 수 있다. 

 

 

http://www.polioeradication.org/
http://www.endpolio.org/
http://giftoflife01.designinterventionsites.com/about-us/who-we-are
https://www.rotary.org/myrotary/ko/get-involved/exchange-ideas/peace-fellowships
http://www.projectpeanutbutter.org/#home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로타리안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로 인해 매 30초마다 아동 1명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300만 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말라리아 예방에는 살충제로 처리된 
모기장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한다. 캐나다, Cataraqui Kingston 로타리클럽과 바이-어-네트는 우간다 캄팔라 
로타리클럽과 파트너가 되어 4만 2,000명의 우간다 주민들에게 1만 500장의 모기장을 공급하였다. 이 모기장은 
말라리아 예방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 증진과 웰빙의 촉매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어-네트’는 거의 
50만 명의 주민들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하였다. 부스 #3106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태양열 조리 및 식수 살균 

1994년 케냐의 산림이 급속도로 황폐화됨에 따라, 조리와 식수를 위한 땔감을 나무에 의존했던 주민들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로타리클럽의 회원인 윌프레드 피멘틀(Wilfred Pimentel) 박사는 
케냐 나이로비이스트 로타리클럽과 함께 케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태양열 조리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로타리안들은 태양열 조리를 위한 기술을 케냐 주민들에게 가르쳤다. 그 후 이 ‘태양열 
조리 프로그램’은 5개 대륙 1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태양열 조리 기구들이 부스 #3302에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 부스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쉘터박스(ShelterBox) 

매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하는 가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연재해는 경고없이 발생하므로, 거주지는 물론 그 동안 일구어 온 
재산과 생계수단 등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재해 주민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로타리의 자연재해를 위한 
프로젝트 파트너인 쉘터박스는 2000년 이래 지진, 홍수, 화산 폭발, 
쓰나미, 허리케인, 산사태, 태풍, 분쟁 등으로 곤란을 겪는 지역사회에 
응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고강도 훈련을 받은 쉘터박스 
응급대처 팀은 지상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현지 
로타리클럽을 비롯해 국제 구호단체 및 현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쉘터박스는 자연재해에 따라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임시 거주를 위한 텐트, 담요와 방수포, 
수통 및 정화시설, 태양열 램프, 조리기구, 기본 도구 상자, 모기장, 아동들을 위한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한다. 
쉘터박스와 이들의 활동을 부스 #2719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인도 로타리 문해력 증진 미션:  T-E-A-C-H 프로그램 

개선된 학교 인프라 및 위생, 교사 연수, 현대 교육 기술 제공, 아동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인도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도록 한다는 것이 미션 T-E-A-C-H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교사 지원, e-러닝, 
성인 문해력 증진, 아동 개발, 행복한 학교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연수 등도 제공한다. 부스 #2807을 방문하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http://www.buyanet.ca/
http://www.integratedsolarcooking.com/
http://www.integratedsolarcooking.com/
http://www.shelterbox.org/
http://www.rotaryteach.org/


 

 

로타리와 소아마비 

 

폴리오(소아마비) 

불구가 되게 하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척수성 소아마비 바이러스인 폴리오는 아직도 전세계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다. 신경 계통에 침투하여 몇 시간 내에 마비를 일으킨다. 연령에 상관없이 소아마비에 걸릴 수 있지만 특히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치명적이다.  소아마비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지만 백신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다. 

폴리오플러스 

로타리는1985년에 소아마비 면역 활동을 위해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을 런칭하였으며, 모든 아동들이 
소아마비로부터 안전할 때까지 이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로타리는 122개국 25억 명의 전세계 아동들을 
소아마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15억 달러 이상 (한국 로타리 기부 1,460만 달러 포함)을 기부하였으며 
무수한 자원봉사 시간을 투입하였다. 이외에 로타리의 주창 활동은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72억 달러 이상이 
소아마비 퇴치에 기부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988년에 결성된 민간/공공 파트너십으로, 
로타리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니세프,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전세계 주요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로타리의 역할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주창 활동, 모금, 자원봉사자 동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다. 

소아마비 퇴치 현황 

현재 야생 바이러스로 인한 소아마비 발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2개국 뿐이다.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75건 미만의 발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소아마비가 발병되던 1980년대에 
비해 99.9%가 감소된 것이다. 

극복해야 할 도전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1%는 발병지역의 지리적인 고립, 열악한 보건 인프라, 분쟁 및 문화적인 장벽 등으로 
퇴치가 가장 어렵다. 소아마비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하지 않는 한, 어느 국가도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성공 보장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로타리의 기부금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의해 2018년도까지 매년 3,500만 달러 
한도내에서 1달러 당 2달러 씩 상응된다. 로타리의 기부금과 게이츠 재단의 상응기부금은 가장 긴급한 소아마비 
면역 활동을 비롯해 의료요원 및 실험실 지원, 그리고 보건 관계자 및 부모들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등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정부, 기업체 그리고 개인 등도 기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로타리 활동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100만 명 이상의 많은 로타리 회원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기부해 왔다. 매년 수백 명의 
로타리 회원들이 보건요원들과 함께 소아마비 발병 지역의 아동들에게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로타리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고립 지역, 분쟁 지역,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규모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로타리안들은 동료 회원들에게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일 외에도 백신 냉장 운반을 비롯해 면역 
활동을 위한 후방지원에 힘쓰고 있다. 

‘요만큼’ 캠페인 

로타리의 소아마비 퇴치 공공 인식 확대 캠페인인 ‘요만큼’ 캠페인에 참여한 유명인사 및 일반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들 가운데에는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의 빌 게이츠를 위시하여 영화배우인 크리스틴 벨과 아치 
판자비, WWE 수퍼스타인 존 세나, 수퍼모델 이자벨 폰타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 액션 
스타인 재키 찬, 권투선수 매니 파퀴아오, 한국의 팝 스타 싸이, 유명 골퍼인 잭 니콜라우스,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세계적인 바이얼리니스트 이작 펄만, 그래미상 수상자인 A.R. 라만, 앤젤리크 키드조, 지기 말리, 그리고 평화 
운동가인 요르단의 누어 왕비 등이 있다. 소아마비 퇴치 친선대사이기도 한 이들은 공익광고와 SNS를 통해 그리고 
일반 행사에 참석하여 대중들을 상대로 소아마비 퇴치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펼쳤다.  

https://www.rotary.org/myrotary/ko/take-action/end-polio
http://www.polioeradication.org/
http://www.who.int/
http://www.cdc.gov/
http://www.unicef.org/


 

 

한 눈에 보는 로타리 
 

로타리는 인류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로타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들과 자치령에서 활동하는 120만 회원들을 연결한다. 로타리 
회원들은 가까운 이웃을 돕는 일에서부터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로타리는 다음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인터랙트: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하는12~18세의 청소년 봉사 단체로, 전세계 133개국에 1만2,300개 
이상의 클럽이 활동 중이다.   

• 로타랙트: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하는 18~30세의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리더십 함양 및 커리어 
개발, 봉사 활동에 주력한다. 167개국에 8,000개 이상의 클럽이 활동 중이다.    

•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RCC): 로타리 이상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로타리안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80개국에 7,500개 이상의 봉사단이 활동 중이며, 모두 로타리클럽의 
스폰서를 받고 있다. 

멤버십 스냅샷 

누가 회원인가: 로타리는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실천에 나서는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다. 로타리 회원들의 
직업군은 의사, 예술가, 소상공인, 기업 임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모두 ‘로타리안’이란 이름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로타리는 회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어디서 활동하나: 아이티에서 그린랜드, 나이지리아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로타리는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리더들을 규합하고 있다. 클럽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인도와 일본, 브라질의 순이다. 로타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이다.  

어떤 활동을 하나: 로타리안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 노력을 들여 전 세계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효과를 발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평화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식수 및 위생, 모자보건, 기본 
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과제 해결에 초점이 주어진다.   

 

 

 

소아마비 퇴치 

로타리는 1985년 전세계적인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인 폴리오플러스를 런칭한 이래 소아마비를 99.9%까지 
퇴치하여 인류 역사상 천연두에 이은 두 번째의 질병 퇴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988년, 
로타리는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와 파트너가 되어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를 발족시켰으며 지금까지 소아마비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로타리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미화 15억 달러 이상 (한국 로타리 가부 1,460만 달러 포함)을 기부했으며, 전세계 회원들이 
면역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122개국에서 20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백신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타리가 2018년까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기부하는 기금은 연간 3,500만 달러까지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에 
의해 1대 2로 상응 지원된다.  

https://www.rotary.org/ko
https://www.rotary.org/myrotary/ko/learning-reference/learn-topic/interact
https://www.rotary.org/myrotary/ko/learning-reference/learn-topic/rotaract
https://www.rotary.org/myrotary/ko/take-action/empower-leaders/organize-rotary-community-corps
https://www.rotary.org/ko/end-polio
http://www.who.int/
http://www.unicef.org/
http://www.cdc.gov/
http://www.polioeradication.org/
http://www.polioeradication.org/
http://www.gatesfoundation.org/
https://www.rotary.org/en/areas-focus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 요약 

 
• 제 107회 국제로타리 세계대회가 2016년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다. 1905년 창설된 

로타리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1910년에 첫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에서 로타리 세계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1989년에 한국서 개최된 대회에는 

전세계에서 38,878명이 참가했다.     
 
•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5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를 통해 2,925억원 

(미화 2억4860만달러)이  지역경제에 유입될 전망이다.  
 
• 로타리 국제대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로타리 회원들이 참가해 한 해동안 실시해온 봉사 활동의 성과를 

축하하고, 친교와 우정을 나누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대회 성격과 다국적 참여라는 점에서 ‘미니 UN 
(mini-United Unions)’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세계 200여 국가 및 자치령에 3,400여개의 로타리클럽이 
존재한다.   

 
• 전세계의 참가자들중 많은 수가 고유의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서로간 문화를 교류한다.      
 
• 한국에서는 서울 로타리클럽이 1927년에 처음 창립됐다.   
 
• 로타리 회원수가 전세계 4위인 한국에는 현재 1,625개 클럽에 회원 64,149명이 소속되어 있다. 
 

• 2017년 로타리 세계대회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개최된다.  



 

 

한국 로타리 

 

한국에서는 서울 로타리클럽이 회원 21명으로 1927년에 처음 창립되었다. 부산 로타리클럽과 대구 로타리클럽은 
1935년과 1938년에 각각 창립되었다.   

이후 한국의 로타리는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한국은 1천626개 로타리클럽과 회원 64만149명으로, 전세계 200개 
로타리 국가 및 자치령들중 회원수에서 4번째로 크다. 

지난 88년간 한국의 서울 로타리클럽은 지역 구호 단체 및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해 왔다. 특히, 서울대학 병원과 
협력해 선천성 만성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의료사업을 전개중이다.      

서울 지역 로타리클럽들은 한국내 731개 인터랙트 클럽과 202개 로타랙트 클럽을 후원하고 있다. 인터랙트(12-
18세)와 로타랙트(18-30세)는 리더십 및 능력 개발과 봉사에 뜻을 둔 중고생 및 젊은 남녀들로 구성된 로타리가 
스폰서하는 봉사 클럽이다.  

한국의 로타리 회원들은 국제로타리의 최우선 인도주의 목표인 소아마비 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중이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은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15억 달러 이상 (약 1조5,000억원)을 
기부했으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 한국 로타리 회원들은 현재까지 1천460만달러 (약 
146억원)를 소마마비 퇴치 활동에 기부했다.  

그리고, 한국의 로타리 회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인도를 방문, 소아마비 면역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http://www.seoulrotary.com/korea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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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셔틀버스 
출/입구 전용

관광안내소 및 안내원
서울 도심에 다수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에 ‘i’ 라고 

적힌 빨강 유니폼을 착용한 안내원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숙소, 식당, 관광 명소, 쇼핑 지역, 교통, 분실물 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유용한 팁

흡연 구역
거리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된 흡연 구역 또는 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최고 5

만원(약 미화 45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팁-없는 문화
레스토랑은 요금에 이미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팁을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점
대부분의 편의점은 하루 24시간 (주7일) 동안 영업합니다. 취급 

품목, 서비스 중에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품 티머니

(T-MONEY교통카드), ATM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8, Hallyu world-ro,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지하층 홀 입구  

주요 전화번호 & 웹사이트

소방서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관광객을 위한 비상 통역 서비스  +82-2-1330

국제 택시 예약 +82-2-1644-2255

대중교통 정보 사이트 
www.seoulmetro.co.kr

호스트 조직위원회(HOC) 
www.riconvention2016.org

로타리 행사 앱(한국어 및 영어)을 

다운받아 한국 대회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은행

진료실

음식 & 음료

고양시 셔틀

분실물 

공식 투어 데이
+

교통 17:30~18:30 
웰컴 페스티벌, 

잠실 실내 체육관 
5월 28일 토요일

     1
홀 1 로비
스쿠터 및 휠체어 대여 장소

홀 2 로비
동시통역 수신기  

홀 2-4
본회의

홀 5
<인류애의 실천> 북사인회
의무실(5B 입구 근처)
HOC 행사 및 투어 티켓 
호텔 지원 부스
동시통역 수신기
기아 추방(Stop Hunger Now)
교통 정보 부스

홀 5 로비
한국어 및 일본어 출판물 배포 

룸 212
사찰 사무실/분실물

비즈니스 라운지 3C
국제대회 사무실

     2
홀 6
분과 세션
대회 직전 행사
동시통역 수신기

홀 7~8
우정의 집

홀 7 로비, 2층
국제 어린이 도서실
리본 부스
교통 정보 부스
투표 대의원 부스

홀 8 로비, 2층
진료실
AKS 라운지

홀 9A/B
HOC 행사
로타리 티켓 오찬회

홀 10
HOC 연회장

3 & 4층
분과 세션

에스컬레이터 & 계단
3층 & 4층 

분과 세션 룸

장애인 이동 지원

무빙워크

화장실

버스정류장

동시통역 수신기

대화역

택시

택시

고양시 & 킨텍스 셔틀 서비스
5월 28일~6월 1일, 10:00~19:00 (배차 간격 20분)

킨텍스        현대백화점        원마운트
라페스타        웨스턴돔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

주엽역        대화역        킨텍스

특별 꽃 전시
5월 27일(금요일)~
6월 1일(수요일)
일산 호수공원

2016 호수장미 
페스티벌
5월 27일 금요일~
6월 6일 월요일 
일산 호수공원 장미원 

신한류 정원, 

K-스타 정원, 

국제로타리 

스마일 가든, 

‘호수 같은 내 마음’, 

꽃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만 송이의 장미꽃 축제, 

장미 조각상, 꽃 관련 워크숍, 

시장, 공연 등을 감상해 보세요! 

국제대회 기간 중 일산 호수공원을 
방문하시려면 RI 셔틀 노선 1(운행 
시간: 10:00-19:00)을 이용하세요! 

에스컬레이터
사찰 사무실(2층)

& 국제대회 사무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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