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규정심의회 결의안에 대한 RI 이사회 및 재단 관리위원회의 조치
RI 정관 제 10 조 6 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종료 후 1 년 이내에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취한 후속 조치들을 모든 지구총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 규정심의회는
RI 이사회와 재단 관리위원회에게 채택된 결의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단 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 년 6 월 회합에서 그리고 RI 이사회는 지난 6 월 및 10 월 회합에서 각기 관련
결의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규정심의회와 관련된 RI 이사회 및 재단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사회의 모든 회의록과 결정 사항은 회합일이나 결정 이후 60 일 이내
로타리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 RI 세칙 제 5.020 항에 따라 더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올려진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결의사항

번호
13-153

RI 이사회가 차기 규정심의회에 새로운 회원 종류, 즉 준회원 제도를 제안해 주도록 요청
(2013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217)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준회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본 결의안을 제안한 호주의 Belconnen, A.C.T. 로타리클럽과
제9710지구에 감사한다.
2. 준회원 파일럿 프로그램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3. 준회원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준회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2016
규정심의회에 제안할 것을 고려한다.

13-157

로타리 강령의 둘째 항을 직업봉사의 표준 원칙으로 채택 (2013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218)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직업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일본의 치가사키-쇼난 로타리클럽과
제2780지구에 감사한다.
2. 2013–14 직업봉사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13-166

국제봉사 부문에 평화 및 분쟁 해결 활동을 추가 (2013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219)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평화 및 분쟁 해결 분야 봉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본 결의안을 제안한 터키의
Gebze 로타리클럽과 제2420지구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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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 및 분쟁 해결은 로타리 초점 분야의 하나이며, 클럽과 지구에 국제봉사의 기회로
적극 홍보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3. 로타리 정책 규약 제8.050.항, 국제봉사의 기본 원칙을 삭제한다.
13-167

RI 신세대 봉사의 날 제정을 요청 (2013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220)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관심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한 미국 일리노이 BloomingtonNormal Sunset 로타리클럽과 제6490지구에 감사한다.
2. 로타리클럽과 지구에 로타리 봉사 파트너, Youth Service America의 프로그램인 “세계
청소년 봉사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 참여를 장려한다.

13-168

로타리 리더십 연수회(Rotary Leadership Institute)를 RI 공식 회합이나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 (2013년 10월 이사회 결의사항 48)
RI 이사회는 “로타리 리더십 연수회(Rotary Leadership Institute)를 RI 공식 회합이나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결의안 13-168을 제안해 준 지구에 감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13-182

로타리안의 손자녀들도 로타리재단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2013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221)
RI 이사회는 결의안 13-182(로타리안의 손자녀들도 로타리재단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와 결의안 13-183(자연재해를 당한 로타리안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을 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로타리안의 손자녀들도 로타리재단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2013년 6월
관리위원회 결의사항 166)
재단 관리위원회는 결의안 13-182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결의안을 제안한 호주의 Glen Waverley, Vic. 로타리클럽에 감사한다.
2. 로타리안의 친척에게 로타리재단 기금 수혜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실제적인 그리고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로타리안의 손자녀들에게 재단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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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3

자연재해를 당한 로타리안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 (2013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221)
RI 이사회는 결의안 13-182(로타리안의 손자녀들도 로타리재단 보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와 결의안 13-183(자연재해를 당한 로타리안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을 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자연재해를 당한 로타리안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 (2013년 6월 관리위원회
결의사항 167)
재단 관리위원회는 결의안을 제안한 일본 카나가와 오다와라 로타리클럽에 감사하며,
자연재해로 사망한 로타리안의 가족 구성원은 재단 보조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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