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제이사회 의결사항 요약 

일본, 후쿠오카 

2016년 6월 19-23일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108-TB지구(이탈리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Bernardino Salvati 라이온을 108-TB지구의 2016-2017회기 

지구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2. 300-C1지구(MD300 대만)에서 제기한 지구 제 1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2016-2017회기 지구 제 1부총재직이 공석이며 지구 

제 1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과 지구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 채워야 

함을 공표하다. 

3. 300-D2지구(MD300 대만)에서 제기한 지구 제 1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6-2017회기를 위한 300-D2지구의 제 1부총재 

선거가 무효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2016-2017회기 지구 

제 1부총재직이 공석임을 공표하다. 지구 제 1부총재직은 국제헌장 및 

부칙과 지구헌장 및 부칙을 준수하여 채워야 하며, US$350.00을 공제한 

접수비를 각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함을 공표하다. 

4. 국제 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324-B2지구(인도) A. 

Sadiq Basha 지구총재를 파면하다.  협회, 클럽, 지구는 A. Sadiq Basha 

를 향후 전총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총재로서의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음을 공표하다.  

5. 국제임원 자격검증 특별 위원회의 목적, 임무, 회의일정 및 예산을 

승인하다. 

6. 협회 등록상표 사용 기준과 관련된 이사회 방침서 15장 등록상표 방침을 

개정하다.  

7. 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지구임원회 멤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헌장을 개정하다. 

 

대회위원회 

 

1. 前 국제임원 세미나와 관련된 섹션에서 "직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다. 

2. 5년마다 미국 외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한 입찰 조건을 

삭제하다.  

 

지구 및 클럽 봉사 위원회 

1. 322-C4지구 내  22개 클럽을 해체하고 유령클럽으로 기록하여 재조직 

및 의무금 반환을 불허하다.  

2. K. M. Goyal 라이온을  321-A3지구(인도)의 2016-2017회기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임명하다. 

3. 2016-2017회기 클럽 우수상 수상 조건을 개정하여, 레오클럽 조직도 

회원 증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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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2018 지구총재팀 상 규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지구총재팀의 특정 

멤버들에게 상을 수여하지 않고, 대신 지구총재 재량으로 지구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라이온스 지도자 5명에게 메달을 수여할 수 있게 하다.  

5. 복수의 스태터스쿼 범주에 따라 클럽이 해산되거나 스태터스쿼에 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방침서 제 5장을 개정하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1. 적자가 반영된 2016년도 4분기 재정전망을 승인하다. 

2. 적자가 반영된 2017년도 예산을 승인하다. 

3. 구매 방침에 대한 개정을 승인하다. 

4. 긴급 적립금 폐지 결의안이 채택되면, 기존의 적립금 방침 전문을 

삭제하고 운영 적립금 방침으로 대체하여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도록 하다.  

 

지도력 개발 위원회 

1. 2016-2017회기 예산이 승인되면, 2016-2017회기부터 시작하는 공인 

라이온스 강사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시행을 승인하도록 하다.  

 

장기기획위원회 

 

1.  2020-2021회기까지  인도주의 봉사의 3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LCI 

포워드(신규 전략계획)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기존 LCI 포워드 프로젝트 

팀에 신임 국제이사 1명을 배속하여 지속성을 부여하도록 하다.  

 

회원개발위원회 

 

1. 2016-2017회기에 활동할 신생 및 신흥국 특별 위원회를 승인하다. 

2. Join Together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연장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전세계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다. 

3. 전미 재향군인 시범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캐나다를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확장하다.  

4. 몬테네그로 공화국을 추가하여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다.  

5. 한 지구에서 10개 이상의 클럽이 조직될 경우 필요한 서명과 관련된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홍보위원회 

 

1. 라이온지 본부판에 실리는 외부 광고를 2016년 10월 1일자로 

중단하기로 하다. 

2. 2016년 Chick-Fil-A Peach Bowl 퍼레이드에 US$160,000을 

후원하기로 하다. 

3. 2015-16년도에 수여할 지도력 메달을 2,030개로 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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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2018회기부터 국제회장 주제를 “We Serve:우리는 봉사한다”로 

하다. 

5. 국제 뉴스레터 경연대회에 디지털 뉴스레터 항목을 추가하다. 

 

봉사활동위원회 

 

1.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요소와 더불어 5대 주요 봉사 

플랫폼(당뇨, 시력, 환경, 암, 기근)으로 구성된 새로운 봉사 체계를 

채택하고, 당뇨를 첫 번째 주요 목표로 정하다.  

2. 채택된 주요 목표에 5-10년간 주력하도록 하고, 이후의 연장은 봉사활동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하다.  

3. 청소년 참여 전략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국제회장과 

집행임원단이 임명하는 10명(라이온과 레오)의 멤버로 구성되는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임 봉사활동 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요청하다. 

4.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경비상환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2016-

2017회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다.  

5. 2015-2016회기 올해의 레오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상기 결의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서 확인하시거나 전화(630-571-54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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