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 
 
 
수신: 지구총재 
 
제목: 국제임원 후보자 자격 및 관련 규정 
 
 
국제임원 후보 자격에 대해 다음의 국제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부칙 제 2조 2 (a)항 
 
2항. 제 3부회장 후보자 자격. 
 

(a) 제 3부회장 후보자 자격은: 
 

(1)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2)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자; 
(3) 소속지구 (단일, 정 및 복합) 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단, 단일 또는 정지구 
대회에서 추천받는 시점에서 해당 지구가 국제부칙 제 8조 2항에 규정된 
지구의 최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4) 부칙 또는 헌장에 명시된 대로 소속 지구 (단일, 정 및 복합)의 추천증명을 받은 
사람.  이 추천증명은 해당 후보자가 제 3 부회장에 당선된 이후 협회의 모든 
상위 임원직 입후보 시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국제부칙 제 2조 3항 
 
3항.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 국제이사 후보자 자격은: 
 

(a)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b) (1)  본 협회의 정지구 지구총재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자; 또는 
(2)  잠정지구의 총재로서 임기가 전체 또는 과반 이상 만료된 경우. 잠정지구는 

(1) 해당 임기 중 또는 임기 후 굿 스탠딩 클럽이 20개에 달하거나 정지구로 
승격, 또는 (2) 10년 이상 잠정지구인 상태여야 한다. 



 

 

(c) 소속지구 (단일, 정, 복합) 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단, 국제부칙 제 8조 2항에 
규정된 지구의 최저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일 또는 정지구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d)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지구 (단일, 정, 복합)의 추천증명을 받은 사람. 
 
국제부칙 제 9조 4항 
 
4항.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a)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정회원 
(b)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c) 선출될 지구에서 현재 제 1부총재 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d) 현 지구 1부총재가 지구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와 지구 연차대회 시 
지구 1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 한해, 본 부칙 또는 헌장에서 명시한 지구 
2부총재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재 지구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추가로 1년 간 활동한 바 있는 클럽 회원은 누구나 본 항 (c)의 요건을 충족한다. 

 
국제부칙 제 2조 4항 
 
4항. 후보자 추천 및 추천증명. 
 

(a) 본 부칙 또는 헌장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채워질 임원직 후보자(어떤 증명이나 
추천도 필요하지 않음)를 제외하고는, 지구총재 이외의 모든 국제임원 후보자의 
추천증명은 국제협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준해 각 단일 지구, 정지구의 총재와 
사무총장,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증명해야 한다. 추천 
증명서는 국제이사 후보자의 경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는 
국제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제 3부회장 후보자의 경우, 90일 전까지 국제본부에 
도착되어야 한다. 추천증명은 팩스나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팩스나 이메일 발송 
후 3일 이내에 우송된 원본에 의해 동일한 문서임이 확인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추천증명서가 제출되어 국제본부에 접수될 때까지는 어떠한 추천도 
유효하지 않다. 
 
모든 추천은 본 부칙 또는 헌장에 따라 선출될 자격을 갖게 하는 추천에 연이은 
3회의 국제대회까지만 유효하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 (i) 추천을 철회할 수 없으며, 



 

 

(ii) 다른 추천은 모두 유효하지 않으며, (iii) 사망, 자격상실, 입후보 
 
취소 시, 원래의 추천결의는 무효가 된다.  추천 유효기간 중에는 추가 추천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임원 출마 시기와 발표 방식에 관한 내용이 각 단일 또는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제시되어 있다면, 모든 추천은 최초의 
 
것이든 아니든,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지구 연차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모든 후보자는 우선 후보자의 소속지구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b) 추천증명서에는 1개의 임원직을 명기해야 하며, 어떠한 후보자도 자신의 
추천증명서에 기재한 직책 이외의 임원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모든 지구 (단일, 정 
및 복합)는 국제이사회의 임원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c)   국제이사 출마를 위한 추천증명은 3회의 연속된 국제대회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당선되지 못하면, 해당 후보가 추천을 다시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 3부회장이 선출될 수 있는 추천 증명은 3회의 연속된 국제대회 동안 
유효하며, 최대 2차례 연속된 추천이 가능하다. 이 연속된 기간 동안 당선되지 
못하면, 해당 후보가 다시 추천을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부칙 제 2조 5 (a)항 
 
5항. 대표권. 
 

(a)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 걸쳐 클럽을 갖고 있는 지구 (단일, 정, 복합)에서는 1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의 이사 중 1명 또는 
캐나다 이사 중 1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선택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는 
국제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본 부칙 혹은 헌장에서 요구하는 추천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국제본부로 제출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옆에 인쇄된다. 

 
이상의 헌장 상의 규정을 숙지하시어 귀 지구(단일, 정, 복합) 내 해당 임원 후보 
희망자에게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의 조건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제 3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 복합지구(단일지구의 경우 지구 추천증명만 필요) 내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서 반드시:  

 



(a) 소속 정지구와 소속 복합지구 대회에서 각 각 추천증명을 받아야 한다.복합지
구 대회에서 추천을 구하는 모든 후보자는 먼저 소속 정지구의 추천을확보해
야 한다. 복합지구 대회에서의 정지구 “회의”는 “대회”의 정의를충족시켜야 
한다.

(b) 첨부된 추천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을 받는다:

(1) 소속 정지구 대회에서 해당 제 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자를추천증명
하는 지구총재와 사무총장의 서명.

(2) 소속 복합지구 대회에서 해당 제 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자를추천증
명하는 복합지구의장과 복합지구 사무총장의 서명.

(c) 위의 (b) 에 명시된 추천증명서를 후보자가 출마하는 국제대회가 개최일로부터
제 3 부회장 후보자는 90 일 전까지, 국제이사 후보자는 30 일 전까지국제본부
로 제출한다. 

2. 지구총재 - 소속 클럽의 추천을 받거나 소속 단일 또는 정지구 내 클럽 과반수
이상의 추천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상의 규정을 귀 지구 내 모든 후보 희망자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법률부로 연락주십시오.  

건승을 기원하며, 

에이미 J. 페냐 
법률부 부장

동봉

사본: 집행임원 
이사회 멤버
복합지구 의장



Updated 7-17.KO 

Ms. Amy Peña             
General Counse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300 West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추천 받은 후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자 성명 (인쇄체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자 서명                                                                      후보자 전화/팩스/이메일 
 
후보자 회원번호: ______________ 
 

정지구 추천증명 
 
_____ 지구 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았음 
 
지구대회 개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대회 개최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입후보할 직책 
 
     ___ 국제이사  
     ___ 국제 3부회장  
 
선거가 실시될 국제대회 20_____년 
 
과거 추천증명 받은 연도 기재 (있을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와 같이 추천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일자 _________년_________월__________일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총재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성명 (인쇄체)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 사무총장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성명 (인쇄체) 
 

복합지구 추천증명 
 
____ 복합지구 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았음 
 
복합지구대회 개최일 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대회 개최 장소 _____________________ 
 
 
입후보할 직책 
 
     ___ 국제이사  
     ___ 국제 3부회장  
 
선거가 실시될 국제대회 20_____년 
 
과거 추천증명 받은 연도 기재 (있을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와 같이 추천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일자 _________년_________월__________일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의장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성명 (인쇄체) 
 
서명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합지구 사무총장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성명 (인쇄체) 

 

정지구의 경우 현 지구총재와 지구 사무총장이, 복합지구의 경우 복합지구의장과 복합지구 사무총장이 
반드시 증명(서명)하고, 서명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