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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요약요약요약요약    

국제이사회국제이사회국제이사회국제이사회    회의회의회의회의    

미국미국미국미국    와싱턴주와싱턴주와싱턴주와싱턴주    시애틀시애틀시애틀시애틀    

2011201120112011 년년년년    6666 월월월월    29292929 일일일일----7777 월월월월    3333 일일일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        

    

1. 중요성에 따라 내부 업무의 검토를 승인하다.  그랜트 손튼 (회계 및 컨설팅 

회사)가 다음 위원회회의에서 결과를 검토, 보고할 예정이다.    

2. 그랜트 손튼 와 회계연도 말 감사 계획을 검토하다. 

    

헌장헌장헌장헌장    및및및및    부칙위원회부칙위원회부칙위원회부칙위원회    

 

1. 301-A1 지구 (필리핀)의 2011-2012 년도 지구총재 및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를 

무효로 하여 본 직을 공석으로 선포하고, 안톤 웡 림 라이온을 2011-2012 년도 지구 

제 1 부총재로 인정하다. 

2. 301-C 지구(필리핀), 305-N1 지구(파키스탄), 321-A1 지구(인도), 321-

A3 지구(인도, 323-B 지구(인도), 323-E1 지구(인도), 323-H2 지구(인도), 324-

A5 지구(인도),324-D2 지구(인도)    지구가 제기한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항의를 

기각하고 다음 라이온들을 2011-2012 년도 지구 제 2 부총재로 인정하다: 

• 301-C 지구(필리핀)- Editha Datuin 

• 305-N1 지구(파키스탄)- Lion Engr. Saqib Rahim 

• 321-A1 지구(인도)- Kusum Gupta 

• 321-A3 지구(인도)- Vijay Shiroha 

• 323-B 지구(인도)- Vinod R. Patel 

• 323-E1 지구(인도)- G.P. Sharma  

• 323-H2 지구(인도- Rajesh Raut 

• 324-A5 지구(인도)- S. Venkatraman   

• 324-D2 지구(인도)- Ganapathi Nayak 

 

3. 324-C8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항의를 지지하여 본 선거를 

무효로 하고 2011-2012 년도 지구 제 2 부총재직을 정기적으로 예정된 2012 년도 

지구 연차대회까지 공석으로 선포하다.  

4. 323-A3 지구(인도) Juhu 클럽이 제기한 헌장상의 항의를 지지하고 2011 년 4 월 

10 일에 실시한 본 지구의 국제이사 후보 추천 선거를 무효로 하다. 그리고 323 

복합지구 국제이사 추천 선거와 관련하여 취해진 이전의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323-

A3 지구 및 복합지구가 소속 지구의 헌장 및 부칙에 따라 향후 국제이사 후보자 

추천 선거를 실시하도록 통지하다.         

5. 323-A1 지구(인도) Bombay Mandvi (East)클럽이 제기한 헌장상의 항의를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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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1 복합지구 협의회의장 선거와 협의회의장이 제기한 청원서와 관련하여 301-

A1 지구(필리핀) Manila Absolute 클럽이 제기한 헌장상의 항의를 검토하고 항의 제 

4 단계를 생략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한 바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2011 년 10 월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하다.    

7. 이사회 방침서를 수정하고 클럽 사업기금과 운영기금 사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다. 

8. 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클럽, 지구, 복합지구 항의 및 분쟁해결 절차를 수정하다.  

9. 요즈음의 은행업무 기능(예: 온라인)과 일치하도록 표준 라이온스클럽 부칙에 

규정된 클럽 구좌상의 2 명의 임원 연서 요구 사항을 제거하다. 

 

대회위원회대회위원회대회위원회대회위원회    

    

1. 모든 대회입찰 요구 조건, 특별 할인 및 대회 입찰 시 약속한 재정적인 지원을 

충족시키면 2012 년 부산대회에 30,000 명 이상 대회 등록자의 대회 동록비에 대해 

$25 를 환불하기로 승인하다.   

 

지구지구지구지구    및및및및    클럽봉사위원회클럽봉사위원회클럽봉사위원회클럽봉사위원회    

 
1. 존재하지 않는 클럽 수를 줄이기 위해 신생클럽과 기존클럽을 모두 유령클럽을 

정의하는 데 포함시켜 클럽활동정지 방침을 확대하다.     

2.  지구 GMT 의 회원개발 목적과   지구 GLT 의 지도력 목표와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부총재 및 지대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확장하다.  

3. 폐기된 직책을 삭제하고 지구 및 복합지구 GMT 와 GLT 에 관한 직책을 추가하도록 

공식 지구 및 복합지구 위원장 명단을 수정하다.  

 

재정재정재정재정    및및및및    본부운영위원회본부운영위원회본부운영위원회본부운영위원회    

 

1. 흑자가 반영된 2010-2011 년도 예상 예산을 승인하다. 

2. 흑자가 반영된 2011-2012 년도 예산을 승인하다.  

3. 국제협회를 아르헨티나에 있는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Eduardo Alberto 

Gallardo 전협의회 의장에게 위임장을 부여하다.  

4. 은퇴하는 인도의 재무대표 Phil Writer 직책을 폐기하다.  

5. 2011 년 7 월 8 일부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1. 국제협회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멤버인 2 년차 이사; 

2. 국제협회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멤버인 1 년차 이사; 

3. 국제회장이 임명한 2 명의 현국제이사 혹은 지명이사. 

6. 클럽, 지구 및 수상 배너에 관한 방침을 승인하다. 새 방침은 다음과 같다: 

클럽배너(D3DS), 지구배너(D110) 및 클럽 수상배너(150 Club)는 다음과 같은 

원단과 색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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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색 펠트(천) 

끈, 장식술- 황금색 

테두리 - 황금색 

글자 - 노랑색 펠트 (협회 문장 색깔( PMS 7406 노랑색)과 거의 일치) 

협회 문장 - A41556 21" PMS 287 남색, PMS 7406 황색 

b. 배너 - 남색 펠트 

끈, 장식술- 황금색 

테두리 - 황금색 

글자 - 노랑색 펠트 (협회 문장 색깔(PMS 7406 노랑색)과 거의 일치) 

협회 문장 - A41556 21" PMS 287 남색, PMS 7406 황색  

7. 직원 여행가방 비용 상환 기준을 제거하기 위해 이사회 방침을 수정하다.  
 

LCIFLCIFLCIFLCIF    

 

1. 2011– 2012 년도 국제재단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다. 

2. 2011 년 8 월 31 일까지 기탁하는 일본 지진/쓰나미 지정기탁금은 멜빈 존스 

동지/프로그레시브 멜빈 존스 동지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다.   

3. 라이온스 스트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을 $75,000 에 추가로 3 년간 갱신하다.   

4. 라이온스 퀘스트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다:   

국제협회 집행임원 4 명, 라이온스 퀘스트 부문에 경험이 많은 국제회장 2 명, 

라이온스 퀘스트 부문에 경험이 많은 라이온 지도자 2 명 및 기술 전문가 4-6 명. 

5. 클린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제재단의 라이온스 퀘스트 활동 첫 해 

지원금으로 $54,959 를 승인하다.  

6. 총 US$1,928,300 에 달하는 45 건의 일반, 국제원조, 4 대 교부금을 승인하다. 

7. 6 건의 교부금 신청을 보류하다. 

8. 2012 년 6 월 30 일까지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1 년 동안 4 대 교부금 

우선활동으로 연장하다.  

9. 라이온스 퀘스트 "착수" 교부금 프로그램으로 $200,000 의 동결자금을 승인하다.  

10. 주식 기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재단의 스코트레이드 구좌의 서명 권한 

보유자를 갱신하다.  

 

지도력위원회지도력위원회지도력위원회지도력위원회    

1. 이사회방침서 제 16 장에 있는 지도력개발 위원장직을 제거하고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과 관련된 새 방침을 삽입하다.  

2. 이사회방침서 제 16 장에 있는 지도력개발 위원장직을 제거하고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과 관련된 새 방침을 삽입하다.  

3. 이사회방침서 제 16 장에 있는 지도력개발 위원장직을 제거하고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과 관련된 새 방침을 삽입하다.  

4. 이사회방침서 제 16 장에 있는 지도력개발 위원장직을 제거하고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GLT)과 관련된 새 방침을 삽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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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방침서 제 9 장에 있는 MERL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고 글로벌 

회원증강 팀(GMT) 및 글로벌 지도력개발팀(GLT)에 관한 방침으로 대체하다.    

 

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    

    

1. 클럽이 한 회계연도에 신입회원을 30 명까지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하다.  

클럽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그 이상의 신입회원을 추가할 시 

지구총재와 지구 제 1 부총재의 승인을 구하도록 하다. 

2.    복합지구 클럽확장 위원장직을 제거하고 복합지구, 지구 및 단일지구의 회원 및 

클럽육성 팀과 클럽 성공 팀 임명 지침인 GMT 방침으로 대체하다.  

3. 신생클럽 결성 항의서 제출 방법으로 이메일을 포함시키도록 이사회방침을 

수정하다.  

4.        지회클럽 전환 및 해산 시에 클럽기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방침을 수정하다.  

    

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    

1. 국제협회 공식 프로그램으로 맹아 수필경연대회를 지속하도록 승인하다.  

2. 라이온지(본부 판과 스페인어 판)와 클럽용품 카탈로그를 인쇄하도록 R. R. 

Donnelley Printing 과 3 년간 계약을 채결하다.  

3. 2011-2012 년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웹 배너 광고를 게재하도록 승인하다.   

4. 브라질, 폴란드, 태국 판 라이온지의 할당금을 승인하다.   

5. 지구위원장 순위에 코디네이터를 추가하여 공식 의전순서를 수정하다.  

    

봉사활동위원회봉사활동위원회봉사활동위원회봉사활동위원회    

    

1. 2010-2011 년도의 올해의 레오 상 수상자를 지명하다.  

********* 

상기 결의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원할 시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 

접속하거나 전화(630-571-5466)를 이용하여 국제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재정:   finance@lionsclubs.org 

헌장 및 부칙:   legal@lionsclubs.org 

대회:    convention@lionsclubs.org 

지구 및 클럽 행정:  districtadministration@lionsclubs.org 

국제재단(LCIF):  lcif@lionsclubs.org 

지도력:   leadership@lionsclubs.org 

회원:     leadership@lionsclubs.org 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    pr@lionsclubs.org 

봉사활동:   programs@lionsclubs.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