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폴 해리스 홈을 보존하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하며 기부에 참여합니다.
성명:
이메일:
주소:

폴 해리스 홈

시/군:
국가:

우편번호:

로타리클럽:
기부금(미화) 우송처:
Paul and Jean Harris Home Foundation
c/o Andrea Luehmann, Treasurer
525 W. Monroe Street, Suite 2360
Chicago, IL 60661 USA
온라인(www.paulharrishome.org)으로 기부
하거나, Charter One Bank의 Paul and Jean
Harris Home Foundation 계좌로 송금:
라우팅 넘버(Routing number): 241070417
계좌번호(Account number): 4510284216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 CTZIU33
기부자 조언 기금에 기부(미화)
수신자 및 우송처:
TRF DAF Paul Harris Home
c/o NRS
12 Gill Street, Suite 2600
Woburn, MA 01801 USA

PAUL AND JEAN HARRIS HOME
FOUNDATION
525 W. Monroe Street, Suite 2360
Chicago, Illinois 60661 USA
전화: 312-669-1120 팩스: 312-669-1169

www.paulharrishome.org

로타리 역사의
소중한 기념비를
보존합시다

로타리 역사의 소중한 보물을 되살릴 수 있도록
폴 & 진 해리스 홈 재단에 기부해 주십시오. 250
달러 이상을 기부하시면 특별 표창의 대상이 됩
니다.
표창 레벨:
US$1,000,000 – 선두 기부자로서 집 입구의 홀
에 이름이 전시되고, 컴리 뱅크 소사이어티 펠로
우(Fellow of the Comely Bank Society)로 표창
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 핀과 기념관 열쇠가 수
여되며, 폴 해리스 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됩니다.
$250,000 – 집 1층에 있는 방에 이름이 전시되
며, 컴리 뱅크 소사이어티 펠로우로 표창을 받게
됩니다. 특별 핀과 기념관 열쇠가 수여되며, 폴 해
리스 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됩니다.
어느 겨울날, 로타리 창시자인 폴 해리스는 시카고
외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덕에서 썰
매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보
낸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
다. 그 순간, 그는 만약에 집
을 사게 되면 롱우드 드라이
브 언덕 위의 집을 사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1912년 해리스와 그의 아내
진은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
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컴리
뱅크’라 명명한 길가에 있는
우아한 튜더 양식의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컴리 뱅크는 진이 어린 시절을 보낸 스
코틀랜드의 길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40여년 동안 해리스 부부는 그 곳에서 많은 로
타리 모임을 개최하고, 주요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
다. 그들이 우정의 정원에 심은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

랐으며, 전세계에서 수집한 기념품들은 집안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초창기 로타리안들은 그 집의 지하실에서
만나 우정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로타
리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1947년, 폴 해리스가 사망하자
진은 그 집을 팔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 로타리
안들이 그 집을 기념관으로 보존
하려는 계획을 갖고 55만 달러에
매입하기까지 그 집은 두 번 소유
주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로타리 역사의 기념비적
인 이 집은 1940년대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중이며, 전세계 로타리안들에게 역사관과 만남
의 장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타리안들은
인터랙티브 전시물을 통해 폴 해리스 부부의 당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0,000 – 실내 지하실이나 2층, 우정의 정원,
혹은 정자에 이름이 전시되며, 컴리 뱅크 소사이
어티 펠로우로 표창을 받게 됩니다. 특별 핀과 기
념관 열쇠가 수여되며, 폴 해리스 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됩니다.
$10,000 – 실외나 계단에 이름이 전시되며, 특
별 핀과 기념관 열쇠를 받고 폴 해리스 홈 소사이
어티 멤버가 됩니다.
$5,000 – 집안에 설치된 비디오 모니터에 이름
이 전시되며, 특별 핀과 기념관 열쇠를 받고 폴 해
리스 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됩니다.
$1,000 – 진입로의 벽돌이나 정원에 이름이 새
겨집니다.
$500 – 감사장과 메달이 수여됩니다.
$250 – 특별 표창 핀이 수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