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회에 참석하는 RI 회장대리를 위한 안내문
1. 귀 지구대회에 참석하게 될 RI 회장대리는 제가 직접 임명한 분입니다. RI 회장대리는 귀 지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구대회 전기간 그리고 지구대회 종료 후, 그 곳을 떠나는 순간까지
국제로타리 회장 역할을 대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베풀어 주실 정중함, 존경 그리고 환대를, 저를
대신해 참석하는 RI 회장대리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십시오.
2. 귀 지구대회에 참석하시게 될 RI 회장대리 부부와 가능하면 빨리 연락을 취하시고, 귀 지구를 소개하는
자료들, 즉 귀하의 총재월신이나 귀 지역에 관한 안내 자료, 그리고 귀 지구 로타리 활동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동봉한 지구 정보 제공 양식에 기입하신 후 우송해 주십시오.
3. RI 규정에 따라, 회장대리는 귀 지구대회에서 2 차례의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I 회장대리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대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십시오.
a.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을 때, 금년도 RI 표어에 대한 20-25 분 동안의 연설.
b. 전세계 로타리 현황 보고.
마지막으로 짤막한 대회 대회 강평을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해준 데 대한 감사)
4. 회장대리(와 배우자)의 여행 경비는 RI 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구대회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비와 의례적인
환영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절차요람에 기술되어 있는바와 같이 지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지구대회
개막식 하루 전날 호텔 숙박에서부터 폐막식 날 밤 숙박까지가 포함됩니다. 지구대회 위원장과 재무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RI 방침에 따라, 경험많은 로타리안과 그의 배우자를 회장대리 및 배우자의 에이드로 지명해 주셔야 합니다.
회장대리 에이드는 RI 회장대리와 그 배우자를 공항에서 영접해야 하며, 대회 기간 중 대회장과 호텔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회장대리 부처를 보좌하고,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장대리 부부가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회장대리 에이드가 선정되면 동봉한 <RI
임원 에이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십시오.
6. RI 회장대리는 로타리 프로그램 및 활동에 많은 경험을 지닌 로타리안입니다. RI 회장대리(와 배우자)와
연락하시면, 지구대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귀 지구대회 프로그램 책자에 수록할 수 있는 저의 환영사를 보내드립니다.
8. 국제로타리는 RI 임원들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RI 회장대리에게 그의 사진과 약력서를
귀하에게 우송해 줄 것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9. 지구대회가 끝나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a. 지구대회 보고서를 비롯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한국지국으로 우송
b. 대외비 서류인 지구총재 보고서는 에반스톤 세계본부 국제로타리 회장실로 우송
DG Kit Guidelines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