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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요약 

국제이사회 회의 

캐나다 토론토 

2014년 6월 29일 - 7월 3일 

 

감사위원회 

 

1. 내부감사 관리자의 고용을 포함하여 내부감사 기능의 설치를 승인하다. 

2. 아래 내용을 승인하다: 

내부감사 기능은 감사위원회의 감독 하에 내부감사가 책임진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내부감사는 리스크 중심의 연간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매 

회계연도 말, 내부감사는 차기년도에 검토할 리스크 부분의 윤곽을 나타내는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와 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대회위원회 

 

1. 이사회 방침서 제 8장 “감사규정”이란 용어를 “ 일반 경비상환 방침”으로 

대체하다.   

2. 어떠한 차량을 국제 가족에게 제공할지 순서를 정하기 위해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8장을 개정하다.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300-C1지구(MD 300 타이완), 316-B지구(인도), 317-D지구(인도), 324-

A1지구 (인도), 403-B지구(마다가스카르 공화국)에서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아래 라이온들을 해당 지구의 2014-2015년도 

지구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 라이온 Tien Kuei Weng - 300-C1지구 (MD 300 타이완) 

• 라이온 A. Venkatachalam - 316-B지구 (인도) 

• 라이온 Arun Shetty - 317-D지구 (인도) 

• 라이온 T.M. Gunaraja - 324-A1지구 (인도) 

• 라이온 Fidy Rakotozay - 403-B지구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2. 321-A3(인도)에서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4-2015년도 321-A3지구의 제 2부총재 선거가 무효이고 효력이 없으며, 

2014-2015년도 지구 제 2부총재직이 공석임을 선언하다. 지구 제 2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과 지구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 채워야 하며, 접수 수수료는 

US$250.00을 공제하고 각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함을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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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1-E지구(필리핀)에서 제기한 지구 제 1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2014-2015년도 지구 제 1부총재직이 공석이며 지구 제 1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과 지구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 채워져야 함을 선언하다. 

4. 301-A1지구(필리핀)에서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4-2015년도 지구 제 2부총재 직이 공석임을 선언하다. 2014-2015년도 

301-A1지구 제 1부총재 선거는 무효이고 효력이 없으며 2014-2015년도 지구 

제 1부총재 직은 공석임을 선언하다.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에서 

301-A1지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일관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301-A1지구의 지구총재, 지구 제 1부총재,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의 

일시적 정지를 선언하다. 지구 제 1부총재와 지구 제 2부총재 직은 공석으로 

남겨두고 헌장 및 부칙위원회에서 집행임원과 301복합지구 및 동남아지역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선정한 위원회에서 지구총재를 임명하여 채우도록 하고, 

지명위원회의 제안을 국제이사회를 대신하여 헌장 및 부칙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선언하다.   

5. 2014-2015년도 선거 규정 준수 테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제회장에게 

위원회에서 활동할 6명의 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다. 

6. 잠정 제 2부회장 후보들을 검토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장기기획 위원회와 

후임 헌장 및 부칙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다. 

7. 전자통신의 발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5장의 

개인보호 정책을 개정하다. 

8. 일반 경비상환 방침에 관해 새로 생긴 문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표준 지구부칙을 수정하다. 

9. 항의접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5장의 지구총재 및 

지구 제 1, 제 2부총재 선거 항의 절차를 개정하다. 

10. 지구총재, 지구 제 1부총재, 지구 제 2부총재 직책을 위한 지명위원회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3가지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을 수정하다. 

11. 표준화된 투표용지와 관련된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을 수정하다.  

12. 굿 스탠딩 회원에 관하여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표준 클럽 부칙을 수정하다. 

13. 차별금지 방침이 회원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8장 차별금지 방침을 개정하다.  

14. 라이온스 클럽과 회원들에게 보다 명료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5장에서 지역사회의 훌륭한 도덕성과 덕망의 정의를 수정하다. 
 

지구 및 클럽봉사위원회 

1. "비상시 스태터스 쿼"로 언급한 모든 부분들을 "보호 스태터스"로 바꾸도록 

국제이사회 방침서를 수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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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총재팀이 사전승인 없이 우선 클럽을 2회 추가 방문할 수 있도록 지구총재 

경비상환 방침을 개정하다. 

3. GMT와 GLT 그룹의 목적과 구조를 요약하는 적절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방침서 안의 GMT와 GLT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다. 

4. "감사규정" 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경비상환 방침"으로 대체하여 코디네이팅 

라이온 경비 방침을 개정하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1. 흑자가 반영된 2013-2014년도 4분기 전망을 승인하다. 

2. 흑자가 반영된 2014-2015년도 최종 예산을 승인하다. 

3. 수정된 401(k) 저축 계획 투자방침서를 승인하다. 

4. 2015년 7월 1일부터 지구총재 자동차 유류지원비를 1마일 당 US$0.50 

(1킬로미터 당 US$0.31),로 인상을 승인하다.  

5. 2015년 7월 1일부터 클럽 활동정지와 해산 방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다. 

미납금이 회원 1인 당 US$20 혹은 클럽 당 US$1,000 중 적은 금액으로, 

체납기간이 90일을 경과하는 클럽은 자동적으로 클럽활동정지에 처하게 되며 

라이온스 클럽의 모든 권리, 특권 및 의무가 중지된다.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달의 익월 28일까지 체납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클럽차터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미납금 관계로 인한 해산일 경우 클럽이 미납금을 완납하고 재조직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산일부터 12개월 이내 복귀할 수 있다. 미납금으로 인한 

활동정지로 2회 이상 차터가 취소된 클럽은 복귀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6. 이사회 방침서 제 15장에 있는 "감사규정"이란 용어를 "일반 경비상환 방침"으로 

대체한다. 

국제재단 

 

1. 직전 국제재단이사장의 LCIF 운영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다. 

2. LCIF 거버넌스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를 승인하고 국제재단이사장이 

집행임원들과 상의하여 선발하기로 하다. 

3. 연간 시력우선 예산에서 비책정금 100만 달러를 차기년도로 이월하다.  

4. Wayne A. Madden 라이온을 범아메리카 안과재단에 LCIF 대표로 임명하다. 

5. 다음 라이온들을 라이온스 퀘스트 자문위원회에 3년 임기로 임명하다. Jorn 

Andersen 전국제이사, Jorge Bortolozzi 전의장, Dr. Bharat Bhagat 전총재, 

Steve Sherer 전국제이사, Sandra Clifton-Bacon, Beverly Fisher, Dr. 

Fernando Salazar. 

6. 현 회계연도의 인도주의 교부금 예산을 추가로 300만 달러 증액하다. 

7. 72건의 일반, 국제원조, 4대 교부금으로 총 US$3,132,842를 승인하다. 

8. Carl and Beulah Landry Baldridge Endowment 기금에서 루이지애나 

안구재단에 US$150,000의 특별 집행을 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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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becca Daou가 국제재단 집행이사의 직책, 책임, 임무를 맡는 것을 승인하다. 

10. LCIF 부칙에 있는 LCIF 행정임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다. 

11. 국제재단 운영방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 긴금자금 규정에 관련 문구 추가 

• 물품 기증 수령에 관련 개정 

• 일반 교부금 규정 관련 개정  

• LCIF 집행임원 변경 관련 개정 

12. 이사회 방침서 제 16장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 LCIF 집행임원 변경 관련 개정 

• "감사규정"을 "일반 경비상환 방침"으로 변경 

 

지도력위원회 

 

1. 2014-2015 년도 강사개발 우수시리즈 시행을 승인하다. 

2. 본 프로그램을 통한 기금지원을 지대위원장 연수에 전적으로 제한하도록 GLT 

지구 교부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2014-2015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승인하다. 

3. 307복합지구(인도네시아)를 위해 2014-2015년도 바하사에서 강사양성과정을 

개최하도록 승인하다. 

4. 복합지구 레벨에서 GMT/GLT 구조와 관련된 이사회 방침서를 수정하다. 방침에 

의해 GLT/GMT 코디네이터가 GMT/GLT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복합지구에서 

상황에 따라 국제회장이 GMT/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의 임명을 승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5. 지도력 개발 표창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GLT 복합지구 코디네이터 및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지도력 개발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다. 

6. 이사회 방침서 제 14장의 "감사규정"이란 용어를 "일반 경비상환 방침"으로 

대체하다.   

 

장기기획위원회 

 

1. 2014-2015년도 가족 및 여성 활동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국제회장에게 

위원회에서 활동할 최대 10명의 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다. 

2. 100주년 축하 주제 " Where there’s a need, there’s a Lion." 채택을 승인하다. 

3. 특별 100주년 기획위원회의 임무와 구성에 관해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3장을 

수정하고 위원회에 2명의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다.    

4. 다른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라이온스 클럽으로 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2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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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개발위원회 

 

1. 아프리카 지대 챌린지 시범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지속하도록 승인하다. 

2. 주재사무소장의 지출경비를 부담하는 새로운 문구로 국제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3. 수상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클럽이 굿스탠딩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라이온들이 키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개정하다. 

4. 한 회기에 한 지구 당 신생 캠퍼스 클럽과 신입 학생회원의 수를 제한하고 

추가되는 캠퍼스 클럽과 학생 회원은 회원개발 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문구를 

국제이사회 방침서에 추가하다.  

5. 회비를 부담하는 학생회원 프로그램 관련 국제이사회 방침서 문구를 

업데이트하다.  

6. 지구 바깥의 현재 라이온스 클럽이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 라이온스 클럽이 지회 

클럽을 조직하는 (국제이사회의 허락으로) 특별한 환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회 클럽 관련 국제이사회 방침서 문구를 수정하다. 

7.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을 협회의 209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하다. 
 
 

홍보위원회 

 

1.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을 2015-2016년도부터 100주년 교부금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다.   

2. 라이온지 본부판과 라이온지 스페인어판, 클럽 용품 카탈로그 인쇄를 위해 R.R. 

Donnelley and Sons와 3년간 계약을 체결하다.   

3. 2013-2014년도 국제회장 일등공로메달 300개 추가를 승인하다. 

4. 몇가지 사소한 조항을 개정하여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7장을 업데이트하다. 

 

봉사활동위원회 

 

1. 2013-2014년도 올해의 레오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2. 100주년 봉사 도전을 승인하다. 

3. 미국에서 라이온스 아동 시력검진 프로그램의 발전의 산물인 전미 라이온스 

아동시력 사업의 구성에 지지를 표하고 봉사활동부에서 전적인 운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제공하기로 하다. 

 
 

상기 결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 접속하거나 

전화(630-571-5466)로 국제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