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판 
 

국제이사회회의 결의사항 요약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2007 년 6 월 27 일-7 월 1 일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300-C1 지구(300 복합지구 타이완)가 제기한 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항의를 기각하고 

Chen-Chin Liu 라이온을 300-C1 지구의 2007-2008 년도 부총재로 인정. 

 

2. 321-B2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항의를 기각하고 Kiran Singh 

라이온을 321-B2 지구의 2007-2008 년도 지구부총재로 인정. 

 

3. 315-B1 지구 (방글라데시)의  Md Mazibul Huq Chunnu 라이온을 2007-2008 년도 

지구총재, Nishat Parveen Huq 라이온을 2007-2008 년도 지구부총재로 임명. 

 

4. 324-E3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부총재 선거 항의를 인정하므로 2007-2008 년도 

지구부총재 선거를 무효화 하며 324-E 지구의 2007-2008 년도 지구부총재직을 

공석으로 인정. 

 

5. 315-B4 지구(방글라데시)의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항의를 기각하고 라이온 S.M. 

Ishaque 를 315-B4 지구의 2007-2008 년도 지구부총재로 인정. 

 

6. 이사회방침 및 이사회회의록을 수령하는 권리를 가진 전원에 대한 전자적 배포에 

관련하여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방침개정안을 검토하여 실지로 행하는 절차를 

반영하도록 이사회방침을 개정. 

 

7. 표준클럽헌장 및 부칙 외 클럽, 지구 및 복합지구 항의처리 절차,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거항의 신청절차 및 헌장상의 항의 신청절차에 관한 이사회 방침 개정.  

 

8. 라이온스 명칭 및 문장(상표에 관한 방침)사용에 관한 이사회 방침을 개정. 

 
지구 및 클럽행정 위원회 

 

1.   총 328 개 클럽(회원수 3,772 명)을 해산하도록 승인. 

 

2.   307 복합지구(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지구 분할안을 최저조건 미달로 거부.  

 

3.   111-OW 지구(독일) 지구명을 2007 년 7 월 6 일부터 111-OM 지구로 변경토록 승인. 

 
4.   스태터스 쿼 및 해산에 관한 이사회방침서의 규정 개정. 

 

5.   잠정지구에 부여했던 2 년간의 유예기간에 관한 이사회방침서의 규정 철회.    
  

재정 및 본부운영 위원회 

 

1. 일반기금 및 긴급자금의 투자방침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하도록 승인. 

 
EXECUTIVE SUMMAR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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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2008 년도 최종예산 (흑자) 승인. 

 

3. 2006-2007 년도 4 분기 예상예산 (흑자) 승인. 

 

4. 이사회방침서 “재정”장에 대한 사소한 사무사항을 수정하도록 승인. 

 

5. 집행임원의 여행 및 경비지불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승인. 

 

6. 이사회방침서 제 22 장 연사임무 및 여행규정을 개정하도록 승인. 

 
국제재단 

 

1. Citigroup Smith Barney 사가 운용하던 국제재단 투자액을 Russell Investment 

Group 사가 관리하도록 승인.   

 

2. 국제재단의 유가증권의 기탁건을 처리하도록 Scottrade 사에 구좌를 개설하도록 승인. 

 

3. 시력우선에 관한 지출방침 승인.  

 

4. 최저 US$500 를 국제재단에 기탁하는 레오 및 청소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도록 

승인하며 국제재단위원장이 2007 년 시카고대회에서 레오 및 청소년이 응모하는 이름 

중에서 해당 공로 인정명을 택하는 권한을 부여. 

 

5. 인도주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새로운 공로인정 레벨을 추가하도록 승인.  

 

6. 인도, 남아시아 및 동아프리카의 주재대표 Neville Mehta 씨를 봄베이 공인신탁법  

(1950 년)에 준하여 국제재단의 등록에 관련하여 세무당국 및 자선위원회위원장으로 

국제재단을 대표하도록 임명. 

 

7. 당뇨병 및 시력저하를 4 대교부금의 우선사업으로 2010 년 6 월 30 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도로 승인. 

 

8. 라이온스 퀘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6 개월 기술고문 서비스를 받기 위해 Service 

Learning Life Skills Network 와 계약(US$180,000)을 채결.  

 

9. 58 건의 일반교부금, 국제조력기금, 4 대교부금으로 총 US$2,423,257 를 지급하기로 

승인.    

 

10. 5 건의 교부금 신청서는 보류. 

 

11. 4 건의 교부금 신청서는 거부. 

 

12. 2006-07 년도 비지정금 예산 외 상기 결의사항 9 항에 승인한 교부금 및 기타 대상 

교부금을 인도주의기금예산 적립금으로부터 기금을 충당하도록 승인.  

 

13. 국제회장이 전국제회장 혹은 전국제이사를 111 복합지구 시력우선고문이사회의 

국제재단을 대표하도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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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탁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국제재단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승인.  

 

15. Timothy Shriver 박사를 2007 년도 인도주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 

 

16. 일리노이주의 등록대표자를 Corporate Creations Network, Inc.로 변경. 

 
회원개발위원회 
 
1. 대의원들이 학생회비 규정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학생회비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전레오 및 유자격 청소년으로 확대. 

 

2. 아프리카 회원증강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US$76,000 를 할당하도록 승인. 

 

3. 가족회원프로그램 및 가족회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문장 변경. 

 
홍보위원회 
 
1. 2008-09 년부터 로즈 퍼레이드에 출전하는 꽃수레 비용을  US$30,000 에서 

US$50,000 로 증액. 

 

2. 국제회장의 로즈 퍼레이드 참가를 공식임무로 지정. 

 

3. 20K 팀 및 제 2 차 시력우선 기금모금 캠페인 코디네이터를 공식의전상 그 서열을 

지구총재 다음에 두도록 승인. 

 
4. 2007-08 년도 친선대사상 메달을 35 개에서 40 개, 국제회장 메달을 775 개에서 975 개, 

국제회장 지도력 메달을 980 개에서 1080 개로 증가. 

 

5. 수상기록을 국제본부에 보관하도록  명확히 함. 

 
봉사사업위원회 

 

1. 굴절이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를 줄이기 위해 국제협회 시력검사 코스를 개설하는 안을 

승인. 

 

2. 23 명의 레오를 2006-07 년도 “올해의 레오”로 표창.  

 
 
 
 
 
상기 국제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요약은 협회의 웹사이트 (www.lionsclubs.org )를 방문하거나 

전화 (630-571-546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최종판 – 2007 년 7 월 16 일 개정 

http://www.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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