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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2013 규정심의회 결의 보고서
친애하는 로타리안:
RI 규정심의회가 2013 년 4 월 21-26 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RI
세칙 제 8.140.2. 항에 따라,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59 개의 입법안 결의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2013 규정심의회는 142 개의 제정안(RI 정관 개정을 위한 제안)과 31 개의 결의안(RI 정관
개정이 목적이 아닌 제안) 등 총 173 개의 입법안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53 개의 제정안과
6 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입법안들 가운데 8 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RI 이사회에 다시 회부되었으며, 81 개는 부결되었고, 52 개는
철회되었거나 철회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채택된 입법안 가운데 44 개는 수정없이,
그리고 15 개는 수정한 후에 채택되었습니다. 수정한 후 채택된 입법안들에는 번호 옆에
(*) 표시가 있습니다. 입법안의 최종적인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제목이
수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입법안은 심의회 제출을 위해 사용된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첨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에는 밑줄로, 그리고 삭제된 내용은 가운데 줄로 표시함으로써
현행 RI 세칙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정심의회 결의 보고서를 검토하실 때, 제정안과 결의안들이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그대로 수록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입법안들은 현행 정관 문서 개정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들은 2013 절차 요람 제작 시 최종
정리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 말미에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의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세칙 제 8.140.3 항 규정에 따라, 어떤 제정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경우에 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작성하신 양식은 2013 년 8 월 23 일까지 에반스톤에 소재한 RI 세계본부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본 양식을 통해 어느 특정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가 규정된 수만큼 제출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회 결정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RI 세칙 제 8.140.5., 8.140.6., 그리고
8.140.7.항에 따라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RI 사무총장은 1 개월 이내에 투표 용지를
준비하여 각 클럽으로 우송, 심의회가 결정한 해당 입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규정심의회 결의 사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만, “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클럽이 2013
규정심의회의 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동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John Hewko
존 휴코
RI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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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01
클럽 보고서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1 페이지)
제 17 조 재정 사항
17.020. 클럽 보고서
모든 클럽은 매년 7 월 1 일과 1 월 1 일을 기해 클럽의 회원 수에 대한 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클럽회장과 총무는 확인서에 서명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명 승인된 확인서는 클럽 회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02
클럽 총무의 이사직 수행을 의무화할 것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6 페이지)
제 10 조 이사 및 임원
제 4 항 —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1 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사찰이다. 회장과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및 총무는
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총무, 재무 및 사찰은 클럽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가 될 수도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03
클럽 임원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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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이사 및 임원

제 4 항 —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이며, 1 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과 1 명의 사찰을 포함시킬 수 있다총무, 재무 및
사찰(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중 회장과 차기회장 및, 직전 회장, 그리고 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총무, 재무 및 사찰은 클럽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가 될 수도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06
클럽 회장 자격 요건의 수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7 페이지)
제 10 조 이사 및 임원
제 5 항 — 임원의 선출
(다) 자격.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
직에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추천에 앞서 최소한 1 년 이상 동 클럽의
회원으로 봉사해 왔어야 한다. 단, 지구총재가 1 년 미만의 회원 봉사 경력이
추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외된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차기회장이 차기총재로부터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협의회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참하거나, 면제
받았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 회장은 그 후임자가 차기회장 연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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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협의회에 완전히 참석하거나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총재에 의해 교육을
받아 회장의 자격을 갖춘 후 회장 직을 승계할 때까지 회장 임무를 계속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08
재입회하는 전 회원의 입회비 면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7 페이지)

제 11 조 입회비 및 회비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 정관 제 7 조 4(가)항에 따라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영입된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 혹은 본 클럽에 재가입하는 본 클럽의 전 회원은 또 다시
입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로타랙트 클럽 회원자격이 종료된 지 2 년 안에
로타리클럽에 가입하는 신입회원에게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2*
출석 조항에 봉사 요건이 포함되도록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9 조 (절차 요람 235 페이지)
제 9 조 출석
(아래의 제 1 항 중에서 1 개 선택)
 제 1 항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고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회원은 주회 개최 시간의 최소한
3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절차 요람 238 페이지)
제 12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4 항 — 자격 종결

결석

(가) 출석률.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보전을 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최소한 12 시간 이상 참여하거나, 혹은 출석 및 참여를 합하여
이와 비등한 활동을 보여야 하며,
(2) 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30 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클럽 프로젝트, 기타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총재보좌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4
결석에 대한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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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4 항 — 자격 종결

결석

(가) 출석률.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출석보전을 하여야 하며,
(2) 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주회에 최소한 30 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총재보좌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될 수 있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22
출석 면제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6 페이지)
제 9 조 출석
제 3 항 —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여건에 따른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제
혜택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상의 사유로 출석이 면제된 경우,
이사회는 첫 12 개월을 초과하여 출석 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상의 출석 면제는 클럽 출석 기록 상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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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23
출석 면제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6 페이지)
제 9 조 출석
제 3 항 — 출석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나) 회원 연령이 65 세 혹은 그 이상이며, 회원 연령과 1 개 또는 그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 년 이상이며, 회원이 출석 면제 희망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해당 회원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27*
RI 임원의 결석에 대한 조항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6 페이지)
제 9 조 출석
제 4 항 — RI 임원의 결석. RI 의 현직 임원 또는 그 로타리안 배우자의 결석은
용납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28
출석기록 계산에 대한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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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출석
제 5 항 — 출석기록. 본 조 3(가)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주회에
결석한 경우 그 회원의 결석은 출석기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 조 3(나)항 및
4 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받은 회원이 주회에 출석한 경우 그 회원의 출석은
클럽의 출석률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32*
위성클럽의 도입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1 조 (절차 요람 171 페이지)
제 1 조 정의
국제로타리 세칙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른 정의가 요구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RI 이사회

2. 클럽:

로타리클럽

3. 정관 문서:

RI 정관 및 세칙 그리고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4. e-클럽: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나는 로타리클럽

5. 지구총재:

로타리 지구의 총재

6. 회원:

명예회원 이외의 로타리클럽의 회원

7. RI:

국제로타리

8. RIBI:

영국 및 아일랜드에 있는 RI 의 관리 구역 단위

9. 위성클럽:

스폰서 클럽의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잠재적 클럽

9. 10. 연도:

7 월 1 일에 시작되는 12 개월의 기간

제 4 조 (절차 요람 174-17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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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클럽 회원
4.040. 이중 회원.
1 개의 클럽과 그 위성클럽일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2 개 이상의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한 클럽에서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클럽의 정회원과 로타랙트 클럽의 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4.100. 타 클럽 출석
모든 클럽 회원들은 다른 클럽 또는 위성클럽의 주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전을
갖는다. 단, 타당한 사유로 클럽이 회원 자격을 종결한 전 회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1 조 (절차 요람 231 페이지)
제 1 조 정의
본 정관에 사용된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본 클럽 이사회

2. 세칙:

본 클럽 세칙

3. 이사:

본 클럽 이사회의 구성원

4. 회원:

본 클럽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5. RI: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6. 위성클럽

본 클럽의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잠재적 클럽

(해당될 경우)
6.7. 연도:

7 월 1 일에 시작되는 12 개월의 기간

제 1 조 (절차 요람 231 페이지)
제 2 조 명칭 (1 개 선택)
 본 조직의 명칭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로타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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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클럽이라고 한다.
또는
 본 조직의 명칭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로타리 회원)
로타리 e-클럽이라고 한다.

(가) 본 클럽의 위성클럽(해당될 경우)의 명칭은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로타리클럽의 위성클럽)

(
위성클럽이라고 한다.
제 6 조 (절차 요람 233 페이지)
 제 6 조 회합

제 2 항 — 연차 총회.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가) 위성클럽(해당될 경우) 역시 위성클럽을 운영할 임원 선출을 위해 연차
총회를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3 항 — 위성클럽 회합 (해당될 경우). 세칙에 규정된 경우, 위성클럽은 회원들이
정한 장소, 날짜 및 시간에 주회를 개최한다. 주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는 본 조
1(나)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 클럽 주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위성클럽의 주회는 본 조 1(다)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세칙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제 7 조 (절차 요람 234 페이지)
제 7 조 회원
제 5 항 — 위성클럽 회원. 위성클럽의 회원은 동 위성클럽이 RI 에 로타리클럽으로
정식 가입될 때까지 스폰서 클럽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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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항 —이중 회적(二重 會籍).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과 본 클럽의 위성클럽을
제외한 다른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로타랙트 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이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맞게 조정)
제 9 조 (절차 요람 235 페이지)
제 9 조 출석
(아래의 제 1 항 중에서 1 개 선택)
 제 1 항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본 클럽 또는 세칙에 규정된 경우
위성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은 주회 개최 시간의 최소한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제 1 항 (e-클럽)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정기 주회나 주회 후 1 주일 내에 클럽 웹 사이트 인터액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을 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회합 전후 14 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 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1) 타 클럽 또는 가클럽의 주회 시간이나 타 클럽의 위성클럽 주회 시간의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2) 로타랙트클럽 또는 인터랙트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리
동호회 또는 가(假)로타랙트클럽이나 가인터랙트클럽, 가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로타리동호회에 참석하거나,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
임원 연수회 또는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 국제로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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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나
정식으로 공고된 로타리클럽의 도시간 합동주회 등에 참석했거나,
(4) 타 클럽 주회 또는 타 클럽의 위성클럽 주회에 출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해당 클럽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5)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 행사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거나,
(6)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석하는 경우,
(7) 클럽 웹사이트에서 30 분 이상 회원들간의 상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이 14 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본 조항에서 정한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원은 여행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일반 클럽 또는 위성클럽의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 소속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절차 요람 236-237 페이지)
제 10 조 이사 및 임원
제 4 항 —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 회장, 차기회장, 1 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사찰이다. 회장과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총무, 재무 및 사찰은 클럽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가 될 수도 있다. 세칙에 규정된 경우, 클럽 임원들은 위성클럽 주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 6 항 — 본 클럽의 위성클럽의 운영 (해당될 경우). 위성클럽은 스폰서 클럽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위성클럽의 감독. 스폰서 클럽은 동 클럽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위성클럽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위성클럽 이사회.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위성클럽은 매년 회원들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세칙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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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클럽의 임원들과 4 내지 6 명의 다른 회원들로 구성된다.이사회의
의장이 위성클럽의 최고 임원이 되며, 직전 의장, 차기 의장, 총무 및
재무가 나머지 임원이 된다. 위성 이사회는 로타리 규범, 의무, 방침, 목표
및 목적에 의거하여, 그리고 스폰서 클럽의 지도에 의하여 위성클럽과 그
활동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진다. 위성클럽은 스폰서 클럽 내에서
또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위도 갖지 아니한다.
(다) 위성클럽 보고 절차. 위성클럽은 매년 회원 현황,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재정 보고서 및 감사필 계좌 정보와 함께 스폰서 클럽의 회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스폰서클럽의 연차 총회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스폰서 클럽이 기타 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절차 요람 237 페이지)
제 12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4 항 — 자격 종결

결석

(가) 출석률.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또는 위성클럽 주회에 최소한 50 퍼센트
이상 출석하거나 출석보전을 하여야 하며,
(2) 로타리연도 매 반기별로 클럽 또는 위성클럽 주회에 최소한 30 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RI 이사회가 규정한 총재보좌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된다.
(본문 끝)

12

채택된 제정안 13-43*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회원 자격 부여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68 페이지)
제 5 조 회원
제 2 항 — 클럽의 구성
(가) 클럽은 선량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사업 및 전문직업 분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클럽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가 있는 자로서,
(1)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의 소유자, 공동 경영자
(partner), 법인체 임원 또는 관리자이거나,
(2)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유익한 사업 및 전문직업 또는 그 지점 내지 대리점
의 관리자로서 업무 집행상의 재량권을 가진 중요한 지위를 가진 자,
또는
(3)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직장 또는 주거지를 가졌다가, 위의
(1) 또는 (2)에 명시된 지위에서 은퇴한 자, 또는
(4)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로타리 강령에 대한
기여를 보여준 지역사회 지도자, 또는
(5) 이사회가 로타리재단 동창이라 규정한 지위를 가진 자, 또는
(6) 자녀 양육 또는 배우자 내조를 위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자.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48
회원 자격 종결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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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 5 항 — 자격 종결

기타 원인

(가) 정당한 이유.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재적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7 조 1 항, 네
가지 표준 그리고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49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에 대한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74 페이지)
제 4 조 클럽 회원
4.030.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이전 클럽의 소재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종전에 보유한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회원 자격이 종결되고 있거나 종결된 클럽의 회원은
이적 또는 전 회원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이적 또는 전 회원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 회원을
입회시키려는 클럽은 전 회원의 과거 소속된 클럽으로부터 재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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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원
제 4 항—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가) 예상 회원. 이전 클럽의 지역 내에서 보유했던 사업 또는 전문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전 클럽에서 회원 자격이 종결되어 가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되는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클럽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타
클럽의 현 회원으로 있거나 전 회원이었거나를 불문하고 동 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할 자격이 없다. 동 클럽은 예상 회원의 클럽으로부터 재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51*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에 대한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74 페이지)
제 4 조 클럽 회원
4.030.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
이전 클럽의 소재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종전에 보유한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됨으로써 회원 자격이 종결되고 있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회원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이적 또는 전 회원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 회원을 입회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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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전 회원의 과거 소속된 클럽으로부터 재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요구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클럽을
변경하려는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은 이전 소속 클럽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 클럽에의 입회에 대한 이전 소속 클럽의 서면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입회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3
페이지)
제 7 조 회원
제 4 항—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가) 예상 회원. 예상 회원. 이전 클럽의 지역 내에서 보유했던 사업 또는 전문
직업분류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전 클럽에서 회원 자격이
종결되어 가거나 종결된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되는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클럽의 직업분류 제한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의 직업분류로 인해
클럽의 정회원 선출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클럽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타 클럽의 현 회원으로 있거나 전 회원이었거나를
불문하고 동 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할 자격이 없다. 동 클럽은 예상 회원의
클럽으로부터 재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소속 클럽의
이사회로부터 그 클럽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클럽을
변경하려는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은 이전 소속 클럽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 클럽에의 입회에 대한 이전 소속 클럽의 서면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입회되어서는 안된다.
(본문 끝)

16

채택된 제정안 13-52*
이적 로타리안 또는 전 로타리안에 대한 조항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3 페이지)
제 7 조 회원
제 4 항—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나) 현/전 회원. 타 클럽 가입의 조건으로, 현/전 회원의 재정적인 의무 조항에
관련된 증명 서류를 의뢰받게 되면, 이를 정중하게 제공한다. 이같은
서류가 요청 후 45 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회원이 동
클럽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53
명예회원이 RI 휘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69 페이지)
제 13 조 회원의 호칭 및 휘장
제 1 항 — 정회원. 클럽의 각 정회원은 로타리안이라고 부르며, RI 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 2 항 — 명예회원. 클럽의 각 명예회원은 명예 로타리안이라고 부르며, 동 클럽의
명예회원 자격이 존속되는 동안 RI 의 휘장, 배지 및 기타의 기장을 착용할 수
있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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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54
지구별 e-클럽 수를 제한한 규정의 삭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2 조 (절차 요람 171 페이지)
제 2 조 국제로타리 회원
2.010. RI 회원 가입 신청
RI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은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시
에는 이사회가 정한 입회비를 동봉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미화나 클럽 소재 국가의
통화로 납부한다. 회원 자격은 이사회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0.1. e-클럽
이사회는 지구당 e-클럽을 지정한다. 단, 2 개 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절차 요람 213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10. 지구 창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그러한 지구의
목록과 그 경계 구분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e-클럽을 지구 경계와 관계없이 어느 지구에나 편성시킬
수 있지만, 지구당 2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33 개 미만의 클럽이나 1,200
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3 개
이상의 클럽이나 1,200 명 이상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는 해당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들에게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지역 분포, 지구 성장의
잠재력, 문화, 경제, 언어,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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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1. 동일 지역에 있는 클럽
같은 도시나 자치 지구 또는 교외 지역에 여러 개의 클럽들이 공존하는 경우, 이들
클럽들의 과반수 승인 없이는 그 클럽들을 서로 다른 지구에 편성할 수 없다. 동일
지역에 있는 클럽들은 동일 지구에 편성될 권리를 갖는다. 단, e-클럽의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권리는 해당 클럽들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청원함으로써 행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청원 접수 후 2 년 이내에 동일 지역에 공존하는 모든
클럽들을 동일 지구에 편성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58*
“지구협의회”란 명칭을 “지구연수협의회”로 대체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13-218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20. 지구연수협의회
회원 기반의 유지 및 확장; 국내외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시; 프로그램 참여 및 재정 기부를 통한 로타리재단 후원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동기부여의 능력을 갖춘 로타리클럽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구연수협의회 또는 다지구연수협의회가 가급적이면 매년 3 월,
4 월, 또는 5 월에 개최되어야 한다. 지구연수협의회는 차기 총재가 책임진다.
지구연수협의회는 차기 총재의 지시와 감독하에 계획,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본 항에 규정된 시기 이외의 시기에
지구연수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차기 클럽 회장과 차기 연도에
주요 지도자 역할을 맡도록 차기 클럽회장이 임명한 클럽 회원들은 반드시
초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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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 지구대회
15.040.1. 일시와 장소
지구대회는 매년 총재와 지구의 과반수 클럽회장들이 합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지구대회 개최 시기는 지구연수협의회나 국제협의회, 또는
국제대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는 2 개 이상의 지구들이 합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5.060. 지구 재정
15.060.2. 분담금 승인
지구 기금은 클럽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인당 지구 회비에 의한 지구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회비 액수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 지구연수협의회에서 출석한 차기 클럽회장 4 분의 3 의 승인으로 결정. 단,
표준 클럽 정관, 제 10 조 5(다)항에 따라, 차기총재가 차기 클럽회장의
지구연수협의회 참석을 면제해 준 경우에는 해당 차기 클럽회장이 지명한
대리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지구의 재량으로 결정.
15.090. 총재 임무
총재는 지구의 RI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RI 강령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구총재는 지구 및 클럽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사회가 개발한 지구 리더십
플랜 계획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효율적인 클럽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전, 현,
그리고 차기 지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재는 다음의 지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지구대회의 계획 및 주재, 그리고 차기총재의 차기회장 연수회 및
지구연수협의회의 계획과 준비를 지원;
15.120. 지구 우편 투표
지구 클럽들은 세칙 규정에 따라, 지구대회 또는 지구연수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과 선거를 우편 투표로 할 수 있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가능한 한 본 세칙
제 13.040.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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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9 조 (절차 요람 235 페이지)
제 9 조 출석
(아래의 제 1 항 중에서 1 개 선택)
 제 1 항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은
주회 개최 시간의 최소한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되어 차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을 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제 1 항 (e-클럽) — 일반 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정기 주회나 주회 후 1 주일 내에 클럽 웹 사이트 인터액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을 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회합 전후 14 일.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 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1) 타 클럽 또는 가클럽의 주회 시간의 6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거나,
(2) 로타랙트클럽 또는 인터랙트클럽, 로타리 지역사회 봉사단, 로타리
동호회 또는 가(假)로타랙트클럽이나 가인터랙트클럽, 가로타리
지역사회봉사단, 가로타리동호회에 참석하거나,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차기
임원 연수회 또는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연수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나 정식으로 공고된 로타리클럽의 도시간 합동주회 등에
참석했거나,
제 10 조 (절차 요람 2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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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이사 및 임원
제 5 항 — 임원의 선출
(다) 자격.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 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출석을
면제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이 지명한 대리인을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차기회장이 차기총재로부터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 출석을 면제받지 않고 불참하거나, 면제
받았음에도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클럽 회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 회장은 그 후임자가 차기회장 연수회와
지구연수협의회에 완전히 참석하거나 정식으로 선출된 차기총재에 의해
교육을 받아 회장의 자격을 갖춘 후 회장 직을 승계할 때까지 회장 임무를
계속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62
지구대회 투표 절차의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15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50. 지구대회 투표
15.050.2. 지구대회 투표 절차
지구대회에 참석하는 클럽의 모범적인 모든 회원들은 지구대회 표결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사
지명위 원회의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 총재 지명위원회의 구성이나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심의회에 파견할 지구 대의원 선출, 그리고 개인 회비 액수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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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예외이다. 그러나, 선거인이면 누구나 대회에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표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투표는 선거인들에게 국한된다. 2 명 이상의 선거인을
갖는 클럽의 선거인들은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사 지명위원회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 총재 지명위원회 구성 및 권한, 규정심의회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 또는 안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3 인 이상의 후보에
대한 단일이양식 투표가 요구 또는 사용될 경우, 2 명 이상의 선거인을 갖는 클럽의
선거인들은 모두 동일한 순서로 지지 후보를 명시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69
다섯째 봉사 부문의 개정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2 페이지)
제 5 조 5 대 봉사
로타리의 5 대 봉사는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1. 클럽봉사, 첫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이
클럽 내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직업봉사, 두 번째 봉사 부문으로,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모든 직업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며,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로타리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회봉사, 세 번째 봉사 부문으로, 클럽이 속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펼치는 클럽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4. 국제봉사, 네 번째 봉사 부문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클럽의 모든
활동과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그들과의 서신 연락이나 독서를 통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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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국민과 문화, 관습, 성취, 염원, 문제 등에 익숙해짐으로써, 국제 이해와
선의 그리고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세대청소년 봉사, 다섯 번째 봉사 부문으로, 리더십 개발 활동과 국내외 봉사
프로젝트, 세계 평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71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 공석의 충원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8 페이지)
제 22 조 로타리재단
22.020.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임기 시작 전년도에 차기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15 명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리위원 중 4 명은 전 RI 회장이어야 한다. 모든
관리위원은 재단의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2.020.1. 관리위원회 공석
관리위원회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남은 임기 동안 재직할 새로운 관리위원을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76*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 자격의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9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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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장 지명 및 선거
11.020. 회장 지명위원회
11.020.5. 자격 요건
지명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전 RI 이사여야 한다.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는 전
이사가 없는 특정 존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명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선출 당시 전
이사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 총재가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전
총재는 본 세칙 제 16.010., 16.020. 및 16.030.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 또는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으로 최소한 1 년 이상 봉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회장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로타리안이 2 명 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로타리안도 3 회를 초과하여 회장 지명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81*
이사 지명위원회 위원 자격의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03 페이지)
제 12 조 이사의 지명 및 선거
12.020. 지명위원회 절차에 의한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
12.020.3. 지명위원회의 위원
지명위원회는 존의 각 지구에서 1 명씩 혹은 그러한 지구의 클럽들로 구성된
구역에서 아래에 규정된 바에 따라 1 명씩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때 지구총재를 역임한 자로, 해당 구역이나 존 내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기 전 3 년 동안,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존의 로타리 연수회에 최소한 2 회 이상 그리고 국제대회에 1
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지구는 지구대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클럽들의 선거인 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다음
지명위원회 위원들의 회합 참석 요건 일부 혹은 전부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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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회장, 차기 회장, 전 회장, 이사 또는 전 이사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2 회를 봉사한
로타리안은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위원은 1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86
지구총재 임무의 변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17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90. 총재 임무
총재는 지구의 RI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RI 강령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구총재는 지구 및 클럽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사회가 개발한 지구 리더십
플랜 계획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효율적인 클럽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전, 현,
그리고 차기 지구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지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총재는 다음의 지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지구총재의 참석으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연례 공식 방문이나 여러 클럽들의 합동 주회 준비:
1.

로타리의 중요한 문제에 관심 집중,

2.

어려움에 처한 취약 클럽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표명,

3.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로타리안들에게 동기 부여, 그리고

4.

클럽들의 정관 및 세칙이 특히 규정심의회 후 정관 문서에 부합하도록
지도, 그리고

4.5. 지구 내 로타리안들의 탁월한 헌신을 직접 표창.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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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90*
“총재 내정자” 직위의 도입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07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10. 총재 피지명자 선출
지구는 총재 취임 일자로부터 30 개월 전에 늦어도 24 개월 전까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된 후보자는 선출된 즉시 차차기 총재 내정자(governornominee-designate)의 직위를 가지며, 취임하기 2 년 전 7 월 1 일부로 총재
피지명자의 직위를 갖는다. 이사회는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항목에
규정된 일정을 연장할 권한을 갖는다. 선출된 피지명자는 국제협의회에서 연수를
받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차기총재로 선출된다. 선출된
피지명자는 차기총재로 1 년간 봉사하고, 선출된 다음 해의 7 월 1 일부로 총재직에
취임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93
우편 투표 서식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10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40. 우편 투표 서식
총재는 이사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된 투표 용지를 클럽 당 1 매씩 준비하여야 한다. 지구 지명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명단 다음에 총재에게 접수된 후보자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기입한다.
후보자가 2 명 이상일 경우, 투표는 단일 이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재는 모든
투표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이 포함된 기명 투표 용지를 총재에게 반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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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안내서와 함께 투표 용지 1 매를 모든 클럽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투표
용지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반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마감일은 총재가 투표
용지를 우송한 날부터 15 일 이후 30 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각 투표 용지는 한
표로 간주한다. 지구총재는 각 클럽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만큼의 투표
용지를 각 클럽에 우송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95
지구대회에서의 총재 선출 투표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09 페이지)
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20. 총재 지명 절차
13.020.13. 지구대회에서의 총재 피지명자 선출 투표
지구대회에서의 투표는 가능한 한 우편 투표 규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표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각 클럽은 주어진 모든 표를 행사할
선거인 1 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98*
도전 후보자에 대한 동의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0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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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총재 지명 및 선거
13.020. 총재 지명 절차
13.020.9. 도전 후보자에 대한 동의
총재는 상기 조항에 따라 추천된 모든 도전 후보자의 명단을 RI 가 정한 양식으로
모든 클럽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재는 또한 도전에 동의하는 클럽이 있는지도
조회하여야 한다. 도전에 동의하기로 한 클럽은 주회에서 채택한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의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구 내 해당 연도의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한 클럽 중 최소한 5 개의
다른 클럽 또는 7 월 1 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활동 한 지구 클럽 총수의 10 퍼센트
이상 (두 가지 중 클럽 수가 더 많은 경우를 적용)의 동의를 받은 그리고 그러한
클럽의 결의서가 클럽 세칙에 따라 주회에서 채택되었다고 지구총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전 후보자가 도전 자격을 갖는다. 클럽은 1 명의 도전 후보자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00*
지구총재직의 공석에 대한 조항의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80 페이지)
제 6 조 임원
6.120. 지구총재직의 공석
6.120.3. 지구의 권한
총재 지명위원회는 전총재 중 1 명을 부총재(vice-governor)로 선출할 수 있다.
부총재의 역할은 총재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총재를 대신하는 것이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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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01
지구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95-196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 일반 규정
10.070. 선거 검토 절차
10.070.3. 지구의 반복적인 이의 제기
본 세칙 및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 10.070.1.항에 의거한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가 지난 5 년간 2 건
혹은 그 이상이고, 이사회가 지난 5 년 동안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를 2 회
또는 그 이상 확인하였으며,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여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RI 이사회는 다음의 조치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1.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후보자 전원의 자격을 실격시키고, 지구 전
총재 중에서 1 명을 선출하여 지구총재로 봉사하게 한다.
2. 선거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구총재나
차기총재는 해당 직위에서 해임시킨다.
3. 선거 과정에 개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총재는 전총재의
자격을 박탈한다.
(나)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가 지난 5 년간 3 건 혹은 그 이상인이며,
이사회가 지난 5 년 동안 피지명자 선출 이의 제기를 3 회 또는 그 이상 확인한
지구에 대해 RI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해산시키고 소속 클럽들을 인근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 본 세칙 제 15.010.항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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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02*
선출 이의 제기 관련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96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 일반 규정
10.070. 선거 검토 절차
10.070.5. 선거 심사 절차의 이행
(가) 로타리안과 클럽들은 선출직에 선출될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RI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 심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로타리안 후보자나
그러한 후보자를 대신하는 클럽이 어떤 비로타리 기관이나 기타 분쟁 해결
기관의 중재를 요청하기 전에, 선거 심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로타리안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자격을 실격당하게 된다되며, 장차 다른
RI 선출직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나) 이사회는 선거 검토 절차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클럽들을 기능 불능
클럽으로 간주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03
파일럿 프로젝트 참가 클럽 수를 200 개에서 1000 개로 확대
국제로타리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65 페이지)
제 5 조 회원
제 4 항 — 예외. 본 정관, RI 세칙 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로타리 이사회는 시험 프로젝트로 2001,000 개의 클럽 한도 내에서
본 정관 및 RI 세칙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가진 클럽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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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의 재조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 프로젝트의 시행 기간은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한 시험 프로젝트 시행 종료 시, 회원으로 영입되었거나
재조직이 허용되었던 모든 클럽들은 당시에 유효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04
e-클럽의 소재지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71 페이지)
제 2 조 국제로타리 회원
2.030. e-클럽의 소재지
e-클럽의 소재지는 전세계이거나 혹은 클럽 이사회가 결정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06*
클럽 징계를 위한 청문회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73 페이지)
제 3 조 회원 자격 종결, 정지 및 탈퇴
3.030. 이사회의 클럽 징계,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종결 권한
3.030.5. 정당한 이유에 의한 징계
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클럽을 징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계 내용,
청문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이 명시된 서류를 최소한 청문회 개최 30 일 전에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 앞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해당 지구의 총재 혹은 총재가 지명한
전총재는 지구 경비로 그러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클럽은 청문회에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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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청문회 이후,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클럽을 징계 또는 자격을 중단시키거나 만장일치
찬성으로 클럽을 축출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09
이사회의 지구 경계 조정 권한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2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10. 지구 창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그러한 지구의
목록과 그 경계 구분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e-클럽을 지구 경계와 관계없이 어느 지구에나 편성시킬
수 있지만, 지구당 2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33 개 미만의
클럽이나 1,2001,100 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3 개 이상의 클럽이나 1,2001,100 명 이상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는 해당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들에게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자 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지역 분포, 지구 성장의 잠재력, 문화, 경제, 언어,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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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11
신생 지구 지원 절차 확립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2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10. 지구 창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그러한 지구의 목
록과 그 경계 구분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
야 한다. 이사회는 e-클럽을 지구 경계와 관계없이 어느 지구에나 편성시킬 수 있지
만, 지구당 2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33 개 미만의 클럽이나 1,200 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3 개 이상의 클
럽이나 1,200 명 이상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는 해당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클
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들에게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자
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지역 분포, 지구 성장의 잠재력, 문화, 경제,
언어,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신생 지구 및 합병 지구를
위한 관리, 리더십 및 대표 등과 관련된 절차를 결정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12
운영 심의 위원회의 위임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0-221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120. 운영 심의 위원회
이사회는 회계 감사 및 운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6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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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단임으로 6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6 명의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 매 2 년마다 2 1 명의 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전 회장이나 현 이사
또는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들은 경영, 리더십
개발 또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가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 3 회까지의 회합을 갖는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시간과 장소에서 추가 회의를 가질 수 있다.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운영 심의 위원회는 RI 재정 보고서, 외부 회계 감사 내부 출납 관리
제도의 통제, 내부 감사,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운영 절차의 효율성, 관리
절차 시행 기준 그리고 기타 관련된 재정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 등 모든 재정운영
문제를 심의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며,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운영 심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체 회의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13*
전략 계획 위원회 위임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0 페이지)
제 16 조 위원회
16.100. 전략 계획 위원회
이사회는 위원 6 명으로 구성되는 전략 계획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4 명의
임기는 6 년 단임으로 하되, 3 년마다 2 명씩 임명하고, 2 명은 매년 현 이사로
임명한다. 전임 회장이나 현 관리위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장기 전략 수립, RI 프로그램 및 활동, 재정 관리 등에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가
정하여 통보한 날짜와 장소에서 1 년에 1 회 회합을 가지며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이나 이사회가 정하여 통보한 날짜와 장소에서
추가로 회합을 갖는다. 전략 계획 위원회는 이사회가 검토할 전략을 개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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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개정하고; 최소한 3 년에 한 번 씩 로타리안들과 클럽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전략과 관련된 제안이나 자문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차기회장과 더불어 장래의 프로그램이 수립된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며, 기타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조만간
로타리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를 포함하여 각 대륙의 예비 로타리안 들의 숫자
변화를 염두에 두어 이러한 변화가 각 존에 끼칠 영향을 예상하여야 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14
RI 전략 계획 감독을 포함하는 RI 이사회 권한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75-176 페이지)
제 5 조 이사회
5.010.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RI 목적 증진, 로타리 강령 달성, 로타리 원리의 연구 및 교육, 로타리의
이상, 윤리 및 고유한 특성 보존, 그리고 전세계에 걸친 로타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국제로타리 정관 제
3 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각 존의
전략안 실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규정심의회가 열 릴 때마다 전략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
5.040. 이사회의 권한
5.040.3. RI 전략 계획 실행 감독
이사는 자신이 선출된 각 존의 RI 전략 계획 실행을 감독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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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19
미국 및 캐나다 이외의 국가 거주 로타리안들에의 잡지 구독을 인쇄된 출판물과
인터넷 상에서의 온라인 구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함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39 페이지)
제 20 조 공식잡지
20.030. 잡지 구독
20.030.1. 구독 의무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 클럽 및 e-클럽 회원들은 RI 공식잡지나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 중 1 부를 의무적으로 구독하여야 한다. 2 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동 구독할 수 있다. 회원들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기 구독을 하여야 한다. 잡지 구독은 인쇄된 출판물과
인터넷 상에서의 온라인 구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20
RI 세칙 여행 조항 삭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4 페이지)
제 17 조 재정 사항
17.090. 여행
RI 혹은 로타리재단의 경비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직위(전, 현)나
여행 목적에도 불문하고, RI 나 재단의 업무 출장에 필요한 가장 저렴한 일반석
항공권을 발급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비를 환불받는다(단, 전 회장, 회장,
차기회장, 이사, 재단 관리위 원장, 재단 관리 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과 이들의
파트너는 제외된다). 개인의 요청 에 따라 추가되는 여행 일정 변경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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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회장, 차기회장, 로타리재단 관리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과 이들의 파트너는 재임 기간 동안 일등석이나 비즈니스 석 중에서
높은 등급으로 여행하며, 재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즈니스 석이나 일반석 중
높은 등급으로 여행한다. 현 이사나 관리위원은 재임 기간 동안 일등석이나
비즈니스 석 중에서 낮은 등급으로 여행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26
1 인당 회비 인상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1 페이지)
제 17 조 재정 사항
17.030. 회비
17.030.1. 회원 1 인당 회비
모든 클럽들은 클럽 회원 수 각각에 대한 1 인당 회비를 다음과 같이 RI 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2011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 달러이다.
그리고 2011-2012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50 달러, 2012-2013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6 달러,2013-2014 년도 및 그 이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6.50 달러, 2014-2015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7.00 달러,
2015-16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27.50 달러, 그리고 2016-2017 년도 및 그 이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8.00 달러이다. 단, 모든 클럽들은 2010-2011 년도에는
미화 250 달러를 2011-2012 년도에는 미화 255 달러를, 2012-2013 년도에는
미화 260 달러를 그리고 2013-2014 년도 및 그 이후에는 미화 265 달러, 20142015 년도에는 미화 270 달러, 2015-2016 년도에는 275 달러 그리고 2016-2017 년도
및 그 이후에는 미화 280 달러를 최소한의 반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회비는
규정심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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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28
클럽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반기 회비 액수 조항 삭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1 페이지)
제 17 조 재정 사항
17.030. 회비
17.030.1. 회원 1 인당 회비
모든 클럽들은 클럽 회원 수 각각에 대한 1 인당 회비를 다음과 같이 RI 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2011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 달러이다.
그리고 2011-2012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5.50 달러, 2012-2013 년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6 달러,2013-2014 년도 및 그 이후 반기별 1 인당
회비는 미화 26.50 달러이다. 단, 모든 클럽들은 2010-2011 년도에는 미화
250 달러를 2011-2012 년도에는 미화 255 달러를, 2012-2013 년도에는 미화
260 달러를 그리고 2013-2014 년도 및 그 이후에는 미화 265 달러를 최소한의
반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이 회비는 규정심의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17.030.2. 추가 회비
각 클럽은 차기 규정심의회 예상 경비를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도록 매년 회원
1 인당 미화 1 달러,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 일정 금액의 추가 회비를 RI 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 수가 10 명 미만인 클럽들은 최소한 회원 10 명에
해당되는 추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클럽이 RI 에 회비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액수는 없다. 만일 심의회 임시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1 인당 추가 회비는 회의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추가 회비는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경비와 심의 회 운영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용도가 제한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사회는 수입 및 지출 회계보고서를
클럽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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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30
자연 재해 발생 지역의 클럽 회비 감액 또는 면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1 페이지)
제 17 조 재정 사항
17.030. 회비
17.030.3. 회비의 환불 또는 감액
이사회는 그러한 회비 가운데 이사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클럽에게
환불할 수 있다. 자연 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발생의 지역 소재의 클럽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는 클럽이 RI에 납부해야 하는 일인당 회비를 감액시켜주거나
납부일을 연기시켜줄 수 있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34
RIBI 회비 규정을 개정하고, RI 의 비제한 순자산에 대한 RIBI 기여 배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2 페이지)
제 17 조 재정 사항
17.030. 회비
17.030.4. RIBI 의 회비 납부
RIBI 지역의 모든 클럽들은 본 세칙 제 17.030.1.항의 규정에 따라 RI 에 개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030.1.항의 규정에 따라 RIBI 지역의 클럽들이 반기별로
RI 에 납부하는 회비 총액은 RIBI 지역의 클럽들을 위하여 RI 가 매년 지출하는
경비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한 클럽들이 납부하는 1 인당 회비의 잔액은
RIBI 에 배분하여 보유하도록 한다.RIBI 는 RI 회원 일인당 회비의 절반을 부담하며,
그 회비를 RI 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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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5. RI 보관 비율
본 세칙 제 17.030.4.항의 규정에 따라 RIBI 지역에 있는 클럽들이 RI 에 보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납부하는 1 인당 회비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연도에 이들 클럽이 납부하여야 할 1 인당 회비에 적용된다. 그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로타리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RI 의 일반
관리비 가운데 RIBI 의 비례 부분을 비롯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RI 가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RI 의 용도 제한이 없는 순 자산에 대한 반기당 기부금으로 2010-2011
년도에 미화 1.25 달러를 2011-2012 년도에 미화 1.50 달러를 2012-2013 년도에
미화 1.75 달러를 2013-2014 년도에 미화 2.00 달러를 추가한다.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경험, 현재의 상황 및 예측 가능한 향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 6 년마다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금액을 인상, 유지 또는
인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함)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36
RI 지역대회 관련 조항 삭제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10 조 (절차 요람 195 페이지)
제 10 조 임원의 지명 및 선거 일반 규정
10.070. 선거 검토 절차
10.070.1. 이의 제기
클럽의 서면 이의 제기가 없는 한, RI 선출직 임원 선출 절차 또는 RI 선거의 결과와
관련된 이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제기는 최소한 5 개 이상의 다른 클럽들
의 동의나 현 RI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거 서류를 첨부한 모든 이의 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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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발표 후 21 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지구, 또는 존 또는
대회에 참석한 회장 대리도 충분한 규정 위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회장 대리는 그러한 증거를 사무총장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사무총
장은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절차 요람 225-226 페이지)
제 19 조 기타 회의
19.030. RI 지역대회
이사회는 클럽 회원들을 위한 지역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역대회에
참 가할 클럽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그러한 지역 대회의 소집 방법,
조직 과 운영, 그에 관한 절차 규정 등을 포함한 기타 상세한 내용들도
결정하여야 한다.
19.030.1. 개최지
개최국 정부나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로타리안들의 국적, 인종 및 종교에
관계없 이 모든 로타리안들이 회의 개최 예정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지 않는 한 RI 이사회는 어떠한 대회나 연수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19.030.2. 목적
지역대회의 목적은 친목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로타리 강령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19.030.3. 이사회 제출 결의안
지역대회는 로타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 권고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후 조항들의 번호는 순서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함)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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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38
지구대회 혹은 지구 결의안 대회에서 클럽 입법안 승인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제 7 조 (절차 요람 181-182 페이지)
제7조

입법 절차

7.030. 클럽 입법안에 대한 지구 심의
클럽의 입법안은 지구대회나 지구 결의안 대회, 혹은 RIBI 지구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안을 지구대회나 지구 결의안 대회, 혹은 RIBI 지구 심의회에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총재는 지구 클럽들을 상대로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우편 투표는 가능한 한 제 13.040. 항의 규정 절차에
따른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입법안에는 지구대회나 지구 결의안 대회,
혹은 RIBI 지구 심의회에서 혹은 우편투표를 통해 심의되어 지구의 승인을
얻었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어느 지구도 한 번의 규정심의회에 5 개를
초과하는 입법안을 제안, 혹은 승인하지 못한다.
제 15 조 (절차 요람 223-224 페이지)
제 15 조 지구
15.040.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
15.040.1. 일시와 장소
지구대회는 매년 총재와 지구의 과반수 클럽회장들이 합의한 일시 및 장소에서
개최 되어야 한다. 지구대회 개최 시기는 지구협의회나 국제협의회, 또는
국제대회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는 2 개 이상의 지구들이 합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나아가 지구는 지구총재가 결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 결의안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회합 개최를 개최
날짜로부터 21 일 이전에 지구 클럽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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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3.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서의 결의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서는 지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권장 사항들을
채택할 수 있다. 단, 그러 한 결의는 정관 및 세칙과 부합되어야 하며 로타리의
정신과 원칙에 일치하여야 한 다. 각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위해 지구대회에 제출된 모든 사안을 심의, 결정하여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15.050.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서의 투표
15.050.1. 선거인
각 클럽은 최소한 1 명의 선거인을 선출, 증명하여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
보낼 수 있다. 회원 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 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추가로 1 명의 선거인을 더 보낼 수 있다. 즉, 회원 수가 37 명까지 1 명의
선거인을, 38 명에서 62 명까지 2 명의 선거인을 63 명에서 87 명까지 3 명의
선거인을 선출하게 된다. 클럽의 회원 수는 투표가 실시되는 날짜 이전의 가장
최근의 반기 회비 납부 날짜 현재의 회원 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사회에 의하여
RI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은 선거인을 보낼 수 없다. 모든 선거인은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 참석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15.050.2.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서의 투표 절차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에 참석하는 클럽의 모범적인 모든 회원들은
지구대회 및 지구 결의안 대회 표결에 회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총재 피지명자 선출, 이사 지명위 원회의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
총재 지명위원회의 구성이나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심의회에 파견할 지구 대의원
선출, 그리고 개인 회비 액수에 관한 결정 등은 예외이다. 그러나, 선거인이면
누구나 지구대회 또는 지구 결의안 대회에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표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투표는 선거인들에게 국한된다. 2 명 이상의 선거인을 갖는
클럽의 선거인들은 총재 피지명자 선출에 있어서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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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제정안 13-141
하자 있는 입법안에 대한 정의 수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81 페이지)
제 7 조 입법 절차
7.037.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 하자 있는 입법안
7.037.2. 하자 있는 입법안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은 하자있는 입법안이다:
(가) 2 개 이상의 모순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정관 문서의 모든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다) 해당 입법안의 채택이 현행 법에 저촉되는 경우;
(라) 결의안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i) RI 정관 문서의 조문이나 정신에 저촉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혹은 (ii) 이사회나 사무총장
재량에 속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청한 경우
(마) RI 세칙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RI 세칙을 개정하는 경우;
(바) 시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49
규정심의회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8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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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규정심의회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60.2. 지명
클럽은 대의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표명한 지구 소속 클럽의
자격있는 회원들 가운데 1 명을 대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클럽은 그러한 지명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지명서에는 클럽회장과 총무가 서명해야 한다.
지명서는 총재에 게 접수시켜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들에게 제출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구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거인들은 대의원 선거에서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2 표 이상의 투표권을 갖는 클럽의 경우 모든 투표권을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클럽의 투표는 무효로
간주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150
규정심의회 교체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187 페이지)
제 8 조 규정심의회
8.060. 지구대회에서의 대의원 선출
8.060.4. 단일 후보자
지구에 추천된 후보자가 1 명 밖에 없으면 투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지구총재는
그 후보자를 규정심의회 대의원으로 선언한다. 지구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의 회원
가운데 자격있는 로타리안을 교체대의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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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결의안 13-153
RI 이사회가 차기 규정심의회에 새로운 회원 종류, 즉
준회원 제도를 제안해 주도록 요청
국제로타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 종류, 즉 준회원 제도를 시험
중에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로타리클럽의 회원 수가 감소되고 있다. 새로운 회원 종류를
통해 예비 회원들의 관심과 가입을 증가시켜 로타리클럽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RI 이사회는 2011-14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준회원 제도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RI 이사회는 2014 년 6 월 30 일 파일럿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차기
규정심의회에 준회원 제도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여 국제로타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결의한다.
1. 준회원은 정회원의 50%에 해당하는 클럽 회비를 낸다
준회원은 투표권이 없으며, 클럽 이사회의 어떠한 임원직도 맡지 못한다.
2. 개인은 준회원으로 2 년 이상 활동할 수 없다.
3. 클럽은 그 재량에 따라 준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수를 정한다.
4. 어느 클럽이든지 준회원의 수가 전체 회원 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5. 현 로타리안이나 전력 로타리안은 준회원이 될 수 없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3-157
로타리 강령의 둘째 항을 직업봉사의 표준 원칙으로 채택
로타리안들이 로타리 강령의 둘째 항을 직업봉사 실천을 위한 표준 원칙으로
채택하도록 장려해 줄 것을 RI 이사회에 요청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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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결의안 13-166
국제봉사 부문에 평화 및 분쟁 해결 활동을 추가
지역사회 상호간의 이해와 선의를 위한 클럽과 로타리안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로타리 단체나 기구들이 실시하는 봉사와 유사한 활동들을 실시함으로써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회원들의 지평을 넗히고,
로타리의 국제적인 파워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봉사나 국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로타리안들을 고려하여,
RI 이사회에게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국제봉사 부문에 추가시켜 줄
것을 결의한다.,
국제봉사 부문
1. 2 개국 이상의 클럽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봉사 프로젝트
2. 국제 교육 및 문화 교류 활동
3. 국제적인 기념일 준수 및 특별 행사
4. 국제 회합
5. 평화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3-167
RI 신세대 봉사의 달 제정을 요청
국제로타리 신세대 봉사의 날(RINGS)을 지정해 주도록 RI 이사회에 요청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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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결의안 13-168
로타리 리더십 연수회(Rotary Leadership Institute)를 RI 공식 회합이나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
로타리 리더십 연수회(Rotary Leadership Institute: RLI)는 1992 년 로타리클럽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신입회원과 미래의 클럽 지도자들을
연수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로타리클럽 강화”는 새로 채택된 RI 전략 계획의 우선 순위이기도 하다.
약체 클럽의 문제가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연수 부족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2004 규정심의회는 RLI 를 RI 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것을 RI 이사회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RI 이사회는 이 결의안의 실행을 부결시켰다.
RLI 에 참여하는 지구의 수가 2004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1 년 1 월 현재, 전세계 146 개국 및 자치령의 259 개 지구로 확대되어, 모든
존에서 최소한 1 개 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100 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시니어 리더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Leaders Advisory Board)의 지원도
받고 있다.
또한, 2006 년에 채택된 로타리 정책 규약, 제 8.090.2.항부터 제 8.090.4.항에
클럽들은 리더십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클럽 회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더십 연수회의 주제가 현재 RLI 의 회원
지구가 실시하는 로타리 리더십 연수회(RLI)의 주제와도 일치한다.
이외에도, 신생 로타리클럽들을 위한 연수회 개최를 고려해 줄 것을 RI 이사회에게
요청한 결의안 10-65 가 2010 규정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RLI 는 신입회원과 예상 클럽 지도자들이 열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로타리 지식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수준있는 연수회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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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총재가 통제하는 다지구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지리적 경계 및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RLI 의 활동은 RI 로부터 재정 지원없이, 전세계 클럽 및 지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RI 이사회에게 로타리 리더십 연수회(RLI)를 RI 의 공식 회합이나, 클럽 및 지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지침 프로그램, 또는 RI 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지만
로타리 정책 규약에 기술된 다지구 봉사 활동으로 채택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본문 끝)

채택된 결의안 13-183
자연재해를 당한 로타리안들의 가족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자격 부여
로타리안의 배우자와 직계 후손(혈연이나 입양에 의한 자녀, 손자녀), 직계
후손의 배우자; 존속(부모, 조부모), 클럽/지구, RI 및 기타 RI 연관 단체의 직원은
재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로타리재단의 규정(로타리재단 세칙 9 조
3 항)에 자연재해로 사망한 로타리안들의 가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두도록 RI
이사회가 로타리재단 관리위원회에 그 개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 끝)

채택된 제정안 13-200
일반 잉여금 산출 조항 개정
국제로타리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절차 요람 2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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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재정 사항
17.050. 예산
17.050.6. 예산 수입 초과 경비: 일반 잉여금
본 세칙 제 17.050.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잉여금이 연차 국제대회 및
규정심의회에 대한 자체 지출과 일반 잉여금에서 지원된 지출을 제외한 가장 최근
3 년 동안의 최고 연간 경기의 8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4 분의 3 의
찬성으로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지출이
일반 잉여금을 상기 85 퍼센트 수준의 100 퍼센트 이하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회장은 60 일 이내에 그러한 초과 경비의 내역과 이를 초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RI 의 모든 임원에게 보고 하고, 또한 다음
국제대회에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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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규정심의회 입법안 찬반 투표 결과
입법안

찬성표 반대표

총

입법안

찬성표 반대표

총

번호
13-100*

306

209

투표수
515

13-101

331

166

497

번호
13-01

311

174

투표수
485

13-02

285

211

496

13-03

13-102*

350

134

484

13-06

거수로 표결
293
184
477

13-103

447

69

516

13-08

330

158

488

13-104

276

231

507

13-12*

340

165

505

13-106*

426

90

516

13-14

381

128

509

13-109

288

229

517

13-22

415

96

511

13-111

323

191

514

13-23

337

132

469

13-112

469

47

516

13-27*

347

159

506

13-113*

469

50

519

13-28

265

218

483

13-114

319

199

518

13-32*

370

130

500

13-119

410

95

505

13-43*

359

165

524

13-120

343

175

518

13-48

389

131

520

13-126

13-49

446

65

511

13-128

거수로 표결
264
244
508

13-51*

260

258

518

13-130

348

156

504

13-52*

403

108

511

13-134

378

120

498

13-53

448

59

507

13-136

462

41

503

13-54

295

220

515

13-138

13-58*

288

226

514

13-141

거수로 표결
334
174
508

13-62

317

177

494

13-149

335

172

507

13-69

308

205

513

13-150

329

180

509

13-71

13-153

284

219

503

13-76*

거수로 표결
366
149
515

13-157

264

240

504

13-81*

252

247

499

13-166

397

109

506

13-86

292

225

517

13-167

254

251

505

13-90*

306

197

503

13-168

332

181

513

13-93

448

64

512

13-183

313

184

497

13-95

261

245

506

13-200

400

83

483

13-98*

332

154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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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회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제출 양식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본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입법안이 2 건 이상인 경우, 해당 입법안마다 각각 1 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2013 년 8 월 23 일이며, 우송처는 에반스톤
세계본부입니다.

1) 반대하는 입법안: 본 클럽은 정기 주회에서, 2013 년도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다음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32) 클럽 투표 수: 모든 클럽은 최소한 1 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회원수가 25 명이 넘는
클럽들은 추가 회원 25 명마다 1 표씩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하여 1 표의 추가 투표권을
갖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회원수

클럽 투표 수

1-37
38-62
63-87
88-112

1
2
3
4

클럽 회장인 본인은, 2013 년 1 월 1 일자 클럽의 회원(명예회원 제외) 수에 따라 본
클럽의 투표 수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_________ 표(클럽 투표수)
날짜:

클럽 회장:
(서명)
(성명: 정자 기입)

로타리클럽

지구번호:

반송처:

General Secretary
c/o Council Services Section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 USA

제출 마감일: 2013 년 8 월 23 일

Fax: 847-556-2123
Email: CouncilServices@rot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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