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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요약요약요약요약    

국제이사회국제이사회국제이사회국제이사회    회의회의회의회의    

미국미국미국미국, , , , 하와이하와이하와이하와이    호놀룰루호놀룰루호놀룰루호놀룰루    

2015201520152015년년년년    6666월월월월    21212121----25252525일일일일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    

    

1. 2015년 6월 30일자 협회와 재단 재정 명세서에 대해 Crowe Horwath, 

LLP가 제출한 세부 감사 계획을 검토하다. 

2. Paylocity 봉사 단체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 기탁 

서비스 감사안; 새로운 임시 직원 해고 절차가 포함된 양해각서를 

검토하다. 

 

헌장헌장헌장헌장    및및및및    부칙위원회부칙위원회부칙위원회부칙위원회    

    

1. 108-LA 지구(이태리), 308-A1 지구(싱가폴), 322-E 지구(인도)의 지구 

제2부총재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다음 라이온들을 각각 해당 

지구의 2015-2016년도 지구 제2부총재로 인정하다: 

a. Fabrizio Ungaretti - 108-LA (이태리) 

b. Jerrick Tay - 308-A1 (싱가폴) 

c. Veena Gupta - 322-E (인도) 

2. 324-A8(인도) 지구에서 제기한 지구 제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5-2016년도 324-A8 지구의 지구 제2부총재 선거가 

무효이고 효력이 없으며, 2015-2016년도 지구 제2부총재직이 공석임을 

공표하다. 지구 제2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과 지구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 채워야 하며, US$350.00을 공제한 접수 수수료는 각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함을 공표하다. 

3. V.S.B Sunder 지구총재의 라이온답지 못한 행동을 견책하여 지구총재팀 

우수상을 수상할 수 없도록 하다.   324-A1(인도) 지구가 2015-2016년도 

지구총재 선출에 대해 제출한 헌장상의 항의를 기각하다.  

4. 국제 헌장 및 부칙과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324-B4(인도) 지구 S. 

Arumugam 지구총재를 파면하다.   협회, 클럽, 지구는 S. Arumugam를 

전지구총재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이 같은 직책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5. 324-B4(인도) 지구에 제출한 중재인의 보고는 협회 및  324-B4지구의 

헌장 및 부칙에 상응하지 않아 무효로 하다.   2015년 4월 26일에 실시된 

2015-2016년도 지구 제 1 및 2 부총재 선거가 유효함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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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1-D2(필리핀)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출에 대한 중재인을 결정은 

국제 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 방침에 상응하지 않아 기각하다.   표준 지구 

헌장 상의 예/아니오 투표지를 2015-2016년도 선거에 사용하도록 301-

D2 지구에 권고하다.  피고 제명에 대한 중재인의 결정은 국제 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 방침에 상응하지 않아 무효로 하다.  피고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중재인의 결정은 인정하다. 

7. 범죄자의 입회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방침서 제15장의 훌륭한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다.  

8. 현 임원이 투표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3장의 비밀 투표 

절차를 개정하다. 

9. 중복되는 방침을 삭제하고 본 방침을 통해 징계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클럽 

수를 고쳐 이사회 방침서 제 15장의 지구총재 징계 방침을 개정하다. 

10. 오타를 수정하고 내부 참고 표식을 갱신하여 이사회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헌장을 개정하다.  

11. 이사회 방침서 15장에 2016년 7월 1일부터 실행될 새로운 중립 참관인 

방침을 수립하다. 

 

지구지구지구지구    및및및및    클럽봉사위원회클럽봉사위원회클럽봉사위원회클럽봉사위원회    

1. Michael Bierwagen 전총재가 123(러시아) 지구 2015-2016년도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봉사하도록 임명하다. Mirela Grigorovici 

전총재가 2015년 10월 11일부터 남은 회계년간 세르비아의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봉사하도록 임명하다.  Kalle Elster 전이사가 라트비아의 공동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봉사하도록 임명하며, 2015-2016년간 Fabian 

Ruesch 전총재를 돕도록 하다.    

2. 지구총재 팀 우수상 신청서에 지구가 수상 규정 외에도 협회  헌장 및 

부칙과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다.     

3. 클럽 회의 참가를 덜 강조하고 의미 있는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방침서 제 5장을 개정하다.   

4. 클럽회의 참가를 덜 강조하고 의미 있는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방침서 제 7장 부록B를 개정하다.   

5. 신생국에 두 클럽이 조직되기까지 기다리는 대신 잠정 라이온스 신생국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코디네이팅 라이온을 임명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9장을 개정하다.   

6. 이사회 방침서 제 9장 O.2.d.항에서 맞는 문단이 참조될 수 있도록  

오류를 수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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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정재정재정    및및및및    본부운영위원회본부운영위원회본부운영위원회본부운영위원회    

1. 적자가 반영된 2015 회계년도 사사분기 재정전망을 승인하다. 

2. US$2,842,672의 적자가 반영된 2016년도 최종 예산을 승인하다. 

3. 퇴직한 직원이 2015년간 연금 계획 수당 전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협회 

직원 연금 계획을 개정하다. 

4. 2015년 7월 1일부터 지구총재가 $1,000를 초과하는 항공권을 예매하기 

전에 협회 여행과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이사회 방침서를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다.  $1,000 미만일 경우 승인된 기간과 탑승 클래스 내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 혹은 할인된 가격의 직항 항공권을 예매하도록 한다. 

5. 2015년 7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전국제이사에게 연간 최소 US$1,200의 

예산을 제공하도록 이사회 방침서를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다. 

 

지도력위원회지도력위원회지도력위원회지도력위원회    

1. 복합지구, 단일지구, 정지구의 해당 선임기관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GMT 

및 GLT 코디네이터를 선임하지 못하여 공석이 발생할 경우, 국제회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정하는 안을 승인하다. 

2. 국제임원으로 추천 및 자격증명을 받은 라이온이 GMT 국제 코디네이터, 

GLT 국제 코디네이터, 가족 및 여성 국제 코디네이터, GMT 및 GLT 

헌장지역 지도자, GMT 및 GLT 특별 지역고문직을 역임할 수 없도록  

방침을 개정하는 안을 승인하다. 

 

국제재단국제재단국제재단국제재단        

    

1. 국제재단 재정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다. 

2. 개정된 국제재단 이사회 구조가 반영되도록 국제재단 정관 및 부칙을 

개정하다. 

3. 국제재단 운영 방침서와 중복되는 이사회 방침서 16장을 삭제하다.  

4. 개정된 국제재단 이사회 구조 및 기타 소소한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국제재단 운영 방침서를 개정하다. 

5. 투표권을 가진 2015-2016년도 국제재단 이사회 멤버 명단을 승인하다. 

6. 현 회계연도의 인도주의 교부금 예산을 350만 달러 증액하다. 

7. 54건의 일반, 국제원조, 4대 교부금으로 총 US$3,071,671를 승인하다. 

8. 1건의 교부금 신청을 승인 보류하다. 

9. 라이온스퀘스트를 4대 교부금 우선사업으로 두는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당뇨병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4대 교부금 

우선사업으로 두는 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다. 

10. 브라질 라이온스-스페셜 올림픽 미션 인클루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4대 교부금 US$750,000을 승인하다. 

11. 라이온스퀘스트 지역사회 파트너십 교부금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해 

US$200,000을 승인하다. 

12. 핀란드 라이온스퀘스트 평가를 위해 US$125,000를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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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쿠바의 국제재단/111복합지구 합동 저시력 사업을 위한 교부금  

US$5,000을 승인하다. 

    

장기기획위원회장기기획위원회장기기획위원회장기기획위원회    

    

1. 야마다 부회장이 임명하는 10명으로 구성될 2015-2016년도 가족 및 여성 

위원회 결성을 승인하고, 2015년 8월에 개최되는 협회 집행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다.  

    

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회원개발위원회    

    

1. 쿠바와 미얀마 당국의 승인을 얻는대로 각 국에 지회클럽을 결성하도록 

승인하다. 

2. 회원개발 위원회 및 관련 직원과 함께 라이오니즘에 입각한 "임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라이온와 레오 실무단을 결성하도록 

승인하다. 

3.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차터 신청서에 대해 처리비 US$100을 부과하고 

추가 차터회원 등록 시 사전에 회원 당 US$30을 지불하도록 방침을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다. 

4. 학생회원 프로그램을 오용한 전적이 있는 지구의 학생회원이 전체 회원의 

5%가 넘게 될 경우, 해당 지구의 전체 캠퍼스 클럽과 회원수의 

25%이상이 학생회원인 일반 클럽 전체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45일 내로 스태터스쿼에 처한다는 방침을 

승인하다. 

5. 2015년 7월 1일부터 복합지구 60을 제 1 헌장지역에 배속하도록 

승인하다. 

6. 클럽 회의 참가를 덜 강조하고 클럽 활동에 유연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도록 승인하다. 
 

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홍보위원회    

    

1. 2018년 1월부터 모든 공식 라이온지 인쇄본을 일년에 4회 발행하도록 

하다. 

2. 라이온스 훈장 프로그램을 제거하다. 

3. 이사회방침서 제20장에 있는 수상 섹션을 홍보부 보고서의 부록 A로 

대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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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위원회봉사활동위원회봉사활동위원회봉사활동위원회    

    

1. 2014-2015년도 올해의 레오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2. 레오와 관련 없는 청소년 프로그램 부분을 이사회 방침서 23장에서 

1장으로 이전하도록 승인하다. 

3. 이사회 방침서 제 23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과의 목적과 관련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도록 승인하다. 

4. 이사회 방침서 제 23장 명칭을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레오클럽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현 구조를 반영하도록 승인하다. 

5. 이사회 방침서 제 1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과"라는 명칭이 포함된 모든 

부분을 "봉사활동부"로 변경하여 현 구조를 반영하도록 승인하다. 

6. 이사회 방침서 제 23장에서 "청소년 프로그램과"라는 명칭이 포함된 모든 

부분을 "레오클럽 프로그램과"로 변경하여 현 구조를 반영하도록 승인하다.  

 

상기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서 

확인하시거나 전화(630-571-546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