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사회 의결사항

2008년 6월 18일-22일, 방콕, 태국

1. Yoshitsugu Shigematsu 국제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공석을 Shinji Kayamori

라이온이 채우도록 임명.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204 지구 (괌)가 제기한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항의를 기각하고 Melen P. Ruiz

라이온을 204지구의 2008-2009 년도 지구부총재로 인정.

2. 308-B2 지구 (말레이시아)가 제기한 지구부총재 선거 항의를 인정하므로

지구부총재 선거를 무효화 하며 308-B2지구의 2008-2009 년도

지구부총재직을 공석으로 규정.

3. 315-B4 지구 (방글라데시) 소속 A.K.M. Shofiullah 라이온이 제기한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항의를 기각하고 Shah M. Hasan 라이온을 315-B4 지구의 2008-

2009 년도 지구부총재로 인정. 또한 Shofiullah 라이온을 비롯, Chittagong

Progressive Star Lions Club 회원들이 본 지구대회와 선거에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제기간 소송 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클럽을 해산하거나 회원을 제명할 것임을 지시.

4. 324-D1 지구 (인도)가 제기한 지구총재 선거 항의를 인정하므로 지구부총재

선거를 무효화 하며 324-D1 지구의 2008-2009년도 지구부총재직을 공석으로

인정.

5. 330-A 지구 (일본)가 제기한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항의를 기각하고 Tadao

Okano 라이온을 330-A 지구의 2008-2009 년도 지구부총재로 인정.

6. 324-D1 (인도)지구 소속 Bangalore West 라이온스클럽이 제기한 헌장상의

항의를 인정하므로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수속과정을 단축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을 고려.

7. 324-D1 지구 (인도) 소속 Bangalore West 라이온스클럽이 제기한 헌장상의

항의를 인정하므로 2008년 4월 13일 324-D1지구가 실시한 국제이사 추천

선거를 기각하고 굳 스탠딩 클럽의 적법한 대의원에 의해 자격을 갖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추천 선거를 실시하도록 추천.

8. 지구총재, 협의회의장 및 임명된 조정인의 헌장상의 항의 신청 절차를

국제이사회가 이전에 승인한 항의 신청 절차의 보충으로 채택.

9. 국제헌장 및 부칙 재배열에 관한 개정안을 2008년도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채택할 경우 이사회방침서에 있는 헌장 및 부칙의 인용부분을

개정하도록 승인.

SUMMARY JUNE 2008.KO



지구 및 클럽행정 위원회

1. 159 개 클럽(1,070) 의 차터 취소를 승인.

2. 3개 잠정지구 위원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을 승인.

3. 2009년 7월 1일부로 제 1 및 제 2 지구부총재직을 신설하는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2008년 방콕 국제대회에서 통과되는 조건으로 표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2명의 지구부총재를 포함시키도록 개정.

4. 이사회방침서의 지구분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

수 35개 회원 수 1,250명의 최저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 최근의

공식 회원누계 보고서를 사용하도록 함.

5. 이사회방침서의 지구 및 클럽행정 위원회의 임무내용을 변경.

재정및본부운영

1. 2008-2009년도 수정예산(흑자예상)을 승인.

2. 제 4분기 수지예상(흑자예상)을 승인.

3. 최근 승인한 서명자를 이사회방침서 제 11장 (재정) E항 (4 페이지)에

반영시키도록 승인.

4. 현행 투자방침을 반영시키기 위해 이사회 방침서 제 11장 (재정) D.2항

(4페이지)의 투자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승인.

5.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연사임무 및 여행규정 B.2.항 (3 페이지)의 지역포럼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도록 요청한 것을 승인:

 미국/캐나다 – 9월의 제 2주 혹은 제 3주

 유로파 – 10월의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 주

 동남아 – 11월의 제 2주 혹은 제 3주

 이사메 – 12월의 제 2주 혹은 제 3주

 폴락 – 1월의 제 2주 혹은 제 3주

국제재단

1. 투자에 관한 제안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요청. 잠정 투자 컨설턴트를 임명.

2. 2008년 9월 30일까지 완납 혹은 신규의 CSFII 기탁에 대해 멜빈 존스 동지로

인정.

3. 이전에 접수된 CSFII 기탁에 관하여 멜빈 존스 동지로 명명하는 기간을 3년간

연장.

4. 지미 로스 제단위원장을 2009-10까지 Pan American Ophthalmological

Foundation board of trustees의 국제재단 대표로 임명.

5. 에버하드 워프스 제 2부회장을 Moorfields Lions Korle Bu Trust의 국제재단

대표로 임명.

6. 44 건의 일반, 국제원조, 4대 교부금으로 2백 43만 8천 9백 75달러를 승인.

7. 차기 국제회장이 차기 집행임원들과 상의하여 2008-09년도 라이온스 퀘스트

자문위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요청.

8. 차기 국제회장이 차기 집행임원들과 상의하여 2008-09년도 라이온스 퀘스트

미국 운영위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요청.



9. 중국에서 실시할 국제재단/스웨덴 라이온스 공동 텐트 배포 활동을 위해 20만

달러의 이사회 지정 4대교부금 승인.

10. 중국의 지진 복구사업에 주요재해기금 50만 달러를 승인.

11. 아이오아주의 홍수 구호사업에 주요재해기금 5만 달러를 승인.

12. 일반교부금 프로그램의 시범적 사업을 3년간 연장하여 실시.

지도력 위원회

1. 20개 이상 정지구로 구성된 복합지구는 각 헌장지역별로 실시하는 MERL 위원장

세미나에 4명의 추가 위원장 (회원, 클럽확장, 회원유지 및 지도력 개발)을 참석

시킬 수 있도록 승인.

2. 복합지구에 지급하는 지구부총재 연수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1인당

7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

회원개발 위원회

1. 글로벌 회원증강 팀에 적용하는 감사규정 승인.

2. 가족 및 여성회원증강 위원장을 지구총재 가족회원증강상의 수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동 상의 명칭을 지구 가족회원증강상으로 변경.

3. 5-스타 우수클럽활동의 채택을 승인.

홍보위원회

1. 2가지 색상의 새로운 로고를 국제협회의 공식 로고로 채택.

2. R. R. Donnelly & Sons 사와 인쇄 재계약을 승인.

3. 홍보부의 명칭을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부로 변경.

4. 단일, 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또는 현지의 관습에 따라 국제이사와 전회장의

의전 순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5. 단일, 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또는 현지의 관습에 따라 전지명이사를 의전에

포함시키도록 승인.

6. 2007-08년도 국제회장상을 342개 국제지도력상을 315개로 증가하도록 승인.

봉사활동위원회

1. 2007-2008년도 레오 선정.

2. 청소년캠프 참가 신청서에 관한 이사회 방침서를 변경하도록 승인.

3. 2008-09년도부터 라이온스 그린 팀을 협회의 주종봉사로 채택.

4. 2008-09년도부터 라이온스 크루 엣 워크(활동 중인 작업단)를 협회의 주종봉사로

채택.

5. 레오클럽 프로그램 자문 위원단에 관련하여 구성원, 자격, 추천 및 선출절차를

이사회방침서에 추가하도록 승인.

6. 자격을 겸비한 복합지구 당뇨병교육위원장을 위한 수상제도를 채택.

국제이사회 결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원할 시,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 혹은

국제본부 (630-571-5466)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