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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부칙

1. (방글라데시)의 315-A2 의 지구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 건을 기각하고, 2005-

2006년도를 위해 315-A2지구의 지구부총재로 Sk. Mohiuddin씨를 선언함.

2. (방글라데시)의 315-B3 의 지구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 건을 기각하고, 2005-

2006년도를 위해 315-B3지구의 지구부총재로M.A. Matin 씨를 선언함.

3. (방글라데시)의 315-B4 지구의Mohd. Kabir Uddin Bhuiyan 라이온이 제시한 지구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 건을 기각하고, 315-B4 지구의 Sri Prakash Biswas 씨가 제시한

지구부총재 선거 항의건을 지지하고, 2005-06 년도에 315-B4 지구의 지구부총재로 Sri

Prakash Biswas씨를 선언함.

4. 멕시코, B-3 지구의 지구부총재 선거 항의건을 지지하고, 2005-06 년도 B-3 지구의

지구부총재 선거 결과를 무효처리할 것을 선언하고, 2005-06년도에 지구부총재직 공석이

발생하였음을 선언하였음.

5. 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거 항의절차를 개정하였음.

6. 포럼 기획 위원회에 임명된 이사의 권한과 책임사항에 관련한 이사회 방침서의 지역 포럼

섹션을 개정하였음.

7. 한 사람의 후보자만이 선거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지구총재 및 지구부총재 선거를 위한

다수결 투표조건을 명시하기 위해 표준 지구 부칙 3장 4항을 개정하였음.

대회

1. 대회 전시장의 최소 규모를 17만 스퀘어 피트로 증가시켰음.

2. 객실에 대한 입찰 조건을 6,000 개의 객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중 75%는

대회지로부터 반경 10마일 이내에 있고, 나머지 25%는 반경 15마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개정하였음.

3. 대회 주간 첫날이 되기 2 주 전까지 개인적인 호텔 객실 예약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

4. 10개 혹은 그 이상의 단체로 잡아놓은 객실 예약금 반환 마감일을 5월 1일로 설정하였음.

5. 대회 위원회가 매년 수용될 수 있는 대회 입찰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6. 대회 위원회가 비교 평가서에 입찰 도시의 추천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지구 및 클럽 봉사

1. 252개 클럽의 (회원 3,380명) 차터를 취소조처함.

2. 앞서 처리된 19개 클럽의 차터 취소조처를 철회함.

3. 2005-2006년도 지구총재 선출결과를 채택하고, 지구총재를 선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의

임명을 위해 지구가 추천한 2005-2006년도 지구총재를 임명함.

4. 이태리, 108 복합지구의 전협의회의장인 Federico Steinhaus 라이온을 북 사이프러스의

지구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 클럽들을 위한 코디테이팅 라이온으로 임명함.

5. 미국, 알라스카 49 복합지구의 전협의회의장인 Peter Hupperten 라이온을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위치한 지구 미정 지구의 클럽들을 위한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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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 및 클럽 봉사위원회가 과도지구 수를 줄이기 위한 최종 계획 마련 날짜를 2005 년

10월로 변경함.

7. 앞서 차터가 취소 조처된 이전 라이온스클럽이 이사회에 차터 취소신청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이내가 되도록 승인함.

재정 및 본부 운영

1. 이사회는 흑자가 예상되는 2004-05년도 4분기 전체 년도 예상을 승인함.

2. 이사회는 흑자가 예상되는 2005-06년도 국제 프로그램을 위한 최종 예산안을 승인함.

3. 전국제이사 여행규정을 약간 수정하였음.

4. 이사회 방침서의 재정 부분에서의 본부운영에 관한 항목을 약간 수정하였음.

5. 이사회 방침서의 국제임원 및 직원에 대한항목을 약간 수정하였음.

6. 항공여행을 위한 사전 예약기간을 최소한 14일 전이 되도록 승인하였음.

7. 인도의 재정 대리인으로 Phil Writer 씨를 임명하였음.

8. Maryellen Skerik씨가 재무총장의 임무를 맡도록 승인하였음.

LCIF

1. 국제재단 부장 대행과, 국제협회 재무총장이 탄자니아에서의 LCIF 은행구좌를 새로운

은행으로 이전하도록 위임하였음.

2. 국제재단의 라이온스-퀘스트과를 위한 외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LS 계약을

갱신하였음.

3. 2005-06년도 라이온스-퀘스트 자문위원회 멤버쉽을 설정하였음.

4. 4 대 포토스크리닝 및 당뇨병 프로그램을 1 년 더 연장하여 2006 년 6 월 30 일까지로

연장하였음.

5. 4대 시력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음.

6.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SODIS 정수사업 및 위생사업을 위해 이사회가 지시한 교부금인 4대

US$40,000를 승인하였음.

7. 모두 US$2,886,337 에 달하는 62 건의 일반 교부금, 국제원조 교부금 및 4 대 교부금을

승인하였음.

8. 3건의 교부금 신청서 심사를 연기하였고 한 건은 기각하였음.

9. 2004-05 년도 비지정 교부금 예산으로 카버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교부금 비축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10.국제제단 종자 교부금 프로그램 개발을 허락함.

11.제 2차 시력우선 캠페인 여행 가이드라인과 감사규정을 국제재단 방침서 및 운영 강령으로

옮기도록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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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개발

1. 연속성을 꾀하기 위해, 2007-08 년도부터 시작하여 국제 연례 프로그램이 국제협회의

장기적인 회원 프로그램과는 다른, 1 년에 걸친, 단독적인 회원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승인함.

2. 수단 공화국과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국가를 신생 라이온스클럽 확장이 가능한 협회

회원국으로 승인함.

3. 2005-06년도에 최소한 5개 주요 도시에서의 라이온스 지구에 의한 각각의 주요 회원확장

캠페인을 위해 최고 US$20,000까지 “도심지 회원시장 개발사업”을 위한 교부금 사업을

승인하였음.

4. 연 2회의 온라인 회원 자세 및 추적조사 프로그램을 승인함.

5. 신생클럽 차터 증명 절차를 개정함.

6. (스웨덴) 101 복합지구에서 주요 라이온스 아이덴티티 및 회원홍보 광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US$15,000를 승인함.

7. 신입회원 스폰서가 회장에 의해 즉시 인정을 받게 하고, 새로운 연말 포상을 마련하고,

선택적 기획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럽과 지구를 위한 연중 회원초청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연중 회원증강 프로그램 개편을 승인함.

8. 복합지구와 지구 MERL팀을 다루는 방침이 이사회 방침에 포함되도록 채택함.

홍보

1. 미션 30 팀 지도자들을 공식 의전절차에 서열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로 표시한 문구를

삭제하였음.

봉사활동

1. 국제 레오 사업에 있어서 클럽과 각 회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상인 “레오 어린이

스폿라이트”라는 상을 마련하였음.

2. 2004-05년도 레오를 선정함.

3. (미국) 전국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NDEP)과의 이해각서를 승인하였음.

4. 성공적인 라이온스클럽-레오클럽간의 협력을 인정하기 위한 배너패치상을 마련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