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사항 요약 

국제이사회회의 

독일 함부르크 

2013 년 6 월 30 일-7 월 3 일 
 
감사위원회 

 

1. 지구총재 경비청구서 처리에 관하여 그랜트 손튼社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검토하였고 

뚜렷한 예외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다.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4-L6 지구(미국 캘리포니아), 322-D 지구(인도), 323-C 지구(인도)의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다음 라이온들을 각각 2013-2014 년도 해당 지구의 

제 2 부총재로 인정하다: 

 John Ruiz - 4-L6 지구 (미국 캘리포니아)  

 Lion S.K. Dhar - 322-D 지구 (인도) 

 Ashok Gupta - 323-C 지구(인도) 

2. 301-A2 지구(필리핀)가 제기한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3-

2014 년도 301-A2 지구의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를 무효로하고, 2013-2014 년도 지구 

제 2 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의거해 공석을 충원하도록 하다. 이의 제기 

수수료 100 달러는 이의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3. 301-D1 지구(필리핀)가 제기한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3-

2014 년도 301-D1 지구의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를 무효로하고, 2013-2014 년도 지구 

제 2 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의거해 공석을 충원하도록 하다. 이의 제기 

수수료 100 달러는 이의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4. 308-A2 지구(필리핀)가 제기한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3-

2014 년도 308-A2 지구의 지구 제 2 부총재 선거를 무효로하고, 2013-2014 년도 지구 

제 2 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의거해 공석을 충원하도록 하다. 이의 제기 

수수료 100 달러는 이의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5. 중재인의 선임 타이밍을 명확히하기 위해 이사회 방침서 제 7 장 및 제 15 장에 있는 

지구 분쟁해결 절차 및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를 수정하다. 

대회위원회 

1.  조기등록 마감일 및 대의원호텔 배정 마감일을 국제대회가 실시되는 연도의 1 월 둘째 

주까지 연장하다. 

 

지구 및 클럽봉사위원회 

1. 2013-2014 년도 몬테네그로 공화국의 코디네이팅 라이온을 임명하다.  

2. 몰도바 공화국을 잠정지구로 승인하다. 

3. 스태터스 쿼 처분을 받은 클럽에 공인 가이딩 라이온 임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설정하다.  

LG-452.KO 



            

4. 지구총재가 지구대회 또는 복합지구대회 개최 90 일전까지 클럽을 스태터스 쿼에 

처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방침을 수정하다.  

5. 회비 및 납입금의 미납 잔고가 10 달러 혹은 그 이하인 클럽이 굳 스탠딩으로서 기타 

의무를 충족시키는 한 굳 스탠딩으로 간주하도록 방침을 수정하다.  

6. 복합지구가 주최하는 행사일 경우에만 복합지구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를 지불하도록 

지구총재 감사규정을 명확히 하다. 이 변경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7. 지구분할안에 회원증강 및 지도력 개발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러한 

분할안은 10월 이사회에서만 검토하도록 방침을 변경하다.  

8. 회원증강 팀(GMT) 및 지도력개발 팀(GLT)의 지역 지도자 수를 각각 40명에서 41명으로 

변경하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1. 감사과 과장이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투자에 관한 일상적인 서류에 

서명할 수 있도록 승인하다.    

2. 흑자가 반영된 2012-2013 년도 4 분기 수지 예상을 승인하다. 

3.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와 검토하는 수지 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의 제안에 관한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다. 모든 제안은 다음을 포함하도록 하다: 

 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경비 및 향후 2 년 간의 경비 예상.   

 부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목적 및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흑자가 반영된 2013-2010 년도 최종 예산을 승인하다. 

5. 2013-2014 년도의 이사회회의 개최 시기로 인해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가 연간 수지 

예상을 1 월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제출하는 이사회 방침에 관한 예외를 승인하다. 

6. 행정임원 및 부장을 위한 연간 건강진단에 관한 사소한 사무적 사항을 승인하다. 

7. 2014 년 7 월 1 일부로 집행임원, 국제이사,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및 지구총재 경비 

청구서 제출 마감일을 120 일에서 60 일로 변경하다.  

8. 2012 년 6 월 17 일-21 일 이사회회의에서 승인한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의 제 5 

결의안을 철회하고 아래로 대체하다:  

a. 직전회장과 제 1 부회장은 모든 지역 포럼에 참석할 수 있다. 제 2 부회장은 소속 

헌장지역 포럼에 참석할 수 있다. 식비와 숙박료는 협회가 지불하며 각 임원의 

여행예산에서 청구한다. 

9. 현지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총재, 연사임무, 지구 예산에서 

경비 지불을 청구할 때 서명의 필요성을 제거하다. 이러한 방침은 모든 예산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원들이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방침을 검토하도록 하다. 

 

국제재단 

 

1. 시력우선의 자산 배분을 주식(30%), 채권(70%)로 변경하다.  

2. 글로벌 파트너로서 확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페셜 올림픽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승인하다. MOU 의 유효기간은 5 년이며 연간 예산은 매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총 780 만 달러를 지원하는 개요를 기술하다. 

3.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4 대 교부금 우선권을 2015 년 6 월 30 일까지 2 년 

연장하다. 

4. 라이온스 퀘스트 지역사회 파트너쉽용 교부금을 이용하도록 20 만 달러의 교부금 

프로그램의 갱신을 승인하다. 



            

5. 29 건의 일반, 국제원조, 4 대 교부금으로 총 134 만 2 천 203 달러를 승인하다. 

6. 히말라야 지역에 발생한 홍수에 피해를 입은 321 지구에 10 만 달러의 주요 재해기금을 

승인하고 구조활동을 추진할 위원회의 지도자를 임명하다. 

7. 시력우선기금(1634/324-A8) 19 만 5 천 328 달러를 승인하다. 

8. 318-B 지구 및 323-C 지구로부터 접수되는 모든 교부금 신청서에 대해 즉각 

지불유예를 주다. 양 지구는 2013 년 9 월 30 일 전으로 국제재단에 교부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지불유예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9. 국제재단 운영위원회에 2 명의 일반회원을 포함시키고, 국제재단 자원봉사 체재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멤버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시키는 변경 사항을 동위원회에 

반영하도록 국제재단 운영방침서를 수정하다.  

10. 업데이트 된 시력우선 방침과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국제재단 운영방침서를 수정하다.  

11. 국제재단 운영방침서를 개정하여 국제재단 일반 및 라이온스 퀘스트 양방의 은행 업무 

정보를 갱신하고 국제재단 재정 분석가를 서명권자로 추가하다. 

12. 2 명의 일반회원을 추가하는 국제재단 운영위원회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6 장을 수정하다.  

13. 국제재단 계좌에 대한 은행 정보를 갱신하고 국제재단 재정 분석가를 서명권자로 

추가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16 장을 개정하다.   

 

지도력위원회 

1. 지구수준의 GLT 에 지대위원장 및 지역부총재(해당되는 경우)를 추가하다.  

회원개발위원회 

 

1. 즉시 효력을 발하는 사항으로, 레오 라이온스클럽을 결성할 때 입회비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10 명의 레오 라이온이 최소한 1 년 1 일 레오클럽에 소속 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다. 

2. 2013 년 7 월 1 일부로 가족회원의 입회비의 재도입 및 증명절차의 변경을 반영하도록 

이사회 방침을 갱신하다. 

3. 즉시 효력을 발하는 사항으로, 지대위원장을 GMT 지구 코디네이터 팀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다.  

4. 즉시 효력을 발하는 사항으로, GMT/GLT 지구 체재를 활용하기 위해 클럽 회원위원장의 

책임과 의무를 갱신하다. 변경 사항은 클럽이 회원증강 및 회원 만족도 향상을 우선 

사항으로 설정하고 클럽을 지도하는 클럽팀의 결속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지회클럽 프로그램의 변경은 기금, 회비, 해산, 회원 초대 및 클럽 출석 규정 부문에서 

지회클럽의 자주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결정하다. 

홍보위원회 

 

1. 국제협회 창립 100 주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결정하다.  



            

 

 

봉사활동위원회 

 

1. 2012-2013 년도 올해의 레오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2. 2013 년 7 월 1 일부로 라이온스 중고안경 재활용 센터(LERCs)는 LERC 지침이 아닌 

이사회방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방침서의 라이온스 중고안경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다.  

3. 우수 노력상에 관련하여 이사회 방침서의 문구를  "시력보존 및 맹인복지"에서 공식 

프로그램 명칭인 "시력보존, 인식 및 실천"으로 변경하다.  

4. 2014 년 2 월 1 일부로 이사회 방침서 제 23 장 제 11 조에 있는 레오 입회비에 관한 

참조문을 삭제하다.     

5. 2014 년 2 월 1 일부로 이사회 방침서 제 23 장에 있는 레오 입회비에 대한 참조문을 

삭제하다.  

6.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이 레오클럽 문장이 새겨진 용품을 국제협회 클럽용품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23 장의 문구를 수정하다.  

7. 2014 년 2 월 1 일부로 이사회 방침서 제 23 장에 있는 국제협회가 스폰서 

라이온스클럽을 통해 레오클럽 회원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다.     

8. 2014 년 2 월 1 일부로 이사회 방침서 제 23 장에 있는 신입 레오회원 자료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다.    

9. 2014 년 2 월 1 일부로 이사회 방침서 제 23 장에 있는 신입 레오회원 자료 송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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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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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ionsclu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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