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규정심의회
입법안 작성 방법
클럽/지구가 2016 규정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본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정안 또는
결의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대회에서 제안 및 승인된 입법안들은 다음 정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RI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안자 이름
 입법안에 대한 지구의 승인 방법
 300자 이내로 작성한 제안자의 취지 및 효과 성명
 제정안과 결의안 본문을 담은 워드(Word) 포맷 문서(제정안인 경우, 개정 또는 추가될 정관
문서에 삭제할 곳과 추가할 곳을 표시)
지구가 승인한 입법안들만이 RI 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지구 승인을 받은 입법안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총재는 온라인으로 입법안을 제출하거나, 규정심의회 부서로 그러한 확인 내용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입법안은 물론, 해당 입법안이 지구의 승인을 받았다는 확인 이메일
모두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RI 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과 결의안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RI 규정심의회 부서(council_services@rotary.org)로 이메일해 주십시오.
제정안
제정안은RI 정관, RI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등과 같은 로타리 정관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제정안들은 개정 또는 추가될 정관 문서에 삭제할
곳과 추가할 곳을 표시한 워드(Word) 문서의 업로드를 통해 제안되어야 한다. 정관 문서는 로타리
웹사이트의 ‘거버넌스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정안을 준비할 때에는 개정 또는 추가시킬 부분과 관련된 모든 정관 문서의 조항들을
일관성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밟을 것이 권장된다:
1. RI 정관, RI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중에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결정한다.
2. 개정시킬 내용과 관련하여 핵심 단어를 찾는다.
3. 개정이 필요한 같은 내용이 다른 정관 문서에 있는지 핵심 단어를 통해 찾아본다.
제정안을 RI 에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정해야 할 부분이나 조항이 결정되었으면, 기존의 정관 문서에서 삭제해야 할 부분과
새로 추가할 부분을 분명하게 표시한 워드(Word) 문서를 작성한다.
2. 2016 규정심의회 온라인 입법안 양식에 제안자 정보를 기재한다.

3. 개정시키고 하는 정관 문서의 이름과 조항을 온라인 입법안 양식에 기재한다.
4. 워드 문서로 작성한 제정안을 온라인 입법안 양식에 업로드 시킨다.
상기 정보들이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제출되면, 자동적으로 제정안 양식을 갖추게 된다. 제정안의
예는 2013 규정심의회 결의보고서를 참조한다.
결의안
결의안은 RI 의 정관 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결의안을 작성할 때 먼저
주창하려는 내용이 전세계 로타리안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나 신속한 답변을 얻고자 할 경우, ‘RI 이사회에
대한 청원서’ 제출을 고려하도록 한다. 결의안도 온라인 입법안 양식을 통해 제안되어야 한다.
결의안은 결의안 템플릿을 사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결의안의 내용을 기입)
RI 이사회가 [상기 내용을 입력]을/를 심의해 줄 것을 결의한다.
(또는 [결의안의 내용을 기입한 후]
2016 규정심의회는 [상기 내용을 입력]을/를 채택하기로 결의한다).
적절한 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의 예:
결의안
신입회원을 위한 연수 세미나를 실시할 것을 지구총재에게 추천
제안자
최근 리더십의 약화와 회원 교육의 부실, 그리고 회원증강 추진 등으로 많은 클럽들이
신입회원들에게 클럽 가입 이전이나 이후에 신입회원 교육을 만족스럽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로타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많은 신입회원들에게서 클럽에 대한
관심이나 정기 모임 참석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RI 이사회가 지구총재에게 클럽에 입회한 지 3 년 미만인
신입회원들을 위한 연수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추천할 것을 결의한다. 이러한 연수회는
지구연수협의회와 함께 신입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회원증강을 가져다
줄 클럽 모임 활성화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