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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요약 
국제이사회 회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2017년 6월 25-29일 

 
감사위원회 

 
1. 위원회 실천 계획 시행 절차를 주시하는 동시에 두개의 직책 채용을 위한 

후보를 물색하다.  
 
헌장 및 부칙 위원회 
 

1. 355-B1지구(한국)가 제기한 지구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Hak-
Young Yeo 라이온을 355-B1지구의 2017-2018회기 지구총재로 인정하다. 
 

2. 108-IB3지구(이탈리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Angelo Chiesa 라이온을 108-IB3 지구의 2017-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3. 300-C1 지구(MD 300 타이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7-2018회기 300-C1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를 
무효로하고, 2017-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직을 공석으로 하여, 국제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의해 충원하도록 하다. 항의 신청료 US$650.00 는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4. 301-D2 지구(필리핀)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Generoso Del Rosario 라이온을 301-D2지구의 2017-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5. 315-A2 지구(방글라데시)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Mohammad Fakhruddin 라이온을 315-A2지구의 2017-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6. 322-D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7-2018회기 322-D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를 무효로하고, 2017-
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직을 공석으로 하며 충원하지 않기로 하다. 항의 
신청료 US$650.00 는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7. 323-E1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7-2018회기 323-E1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를 무효로하고, 2017-
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직을 공석으로 하며 충원하지 않기로 하다. 항의 
신청료 US$650.00 는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8. 324-A3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Geetha Kamalakannan 라이온을 324-A3지구의 2017-2018회기 지구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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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이온으로서 및 전국제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Tsugumichi 
Hata씨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Sendai Core 라이온스클럽에 요청하다.    
협회, 클럽, 지구는 향후 Tsugumichi Hata씨를 라이온이나 전국제이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직책이 부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게 하다. 
 

10. 선량한 도덕적 품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Byeong-Yeol Ahn 씨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Kwang Myong 라이온스클럽에 요청하다.      
 

11. 협회에 적용되는 다양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이사회 방침 
15장을 개정하고 법률부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개정을 요청하다.   
 

12. 지구 부총재 후보가 자신의 출마 의향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부칙을 
개정하다. 
 

13. 이전에 채택된 변경안과 일치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15장 P항을 
수정하다. 

 
대회 위원회 

 
1. 2017년 시카고 국제대회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다.  

 
지구 및 클럽 봉사 위원회 

1. 불가리아에 지구 미편성 지역을 형성하다.  
2. 조지아 공화국에 있는 클럽을 잠정 지역으로 편성하여 승인하다. 
3. 2017-2018회기 코디네이팅 라이온들을 임명하다. 
4. 가이딩 라이온이 동시에 2개 클럽 이상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 

클럽회장직을 역임한 라이온을 가이딩 라이온으로 임명하도록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다. 

5. 잠정 지구가 형성되는 시기를 회기 말로 국한하지 않고 연중 수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다.  

6. 코디네이팅 라이온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이들이 “국가 자문”으로 지칭될 
수 있도록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7. 글로벌액션팀(GAT)과 LCIF 코디네이터가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 표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상에서 공식 직책으로 
명시되도록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다. 

 
재정 및 본부운영 위원회 

1. Russell 3000, MSCI ACWI exUS, UBS 부동산 투자 지수 등의 복합투자율을 
MSCI ACWI Index 벤치마크 63%로 유지하는 것이 반영된 투자 방침서를 
승인하다.  

2. 적자가 반영된 2017 회계년도 사사분기 재정전망을 승인하다. 
3. US$10,250,358의 적자가 반영된 2018년도 최종 예산을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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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뭄바이에 이사메 사무국 부지를 구입하는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G.S. 
Hora 국제이사, Vijay Kumar Raju 국제이사, Catie Rizzo 재무총장, Dr. Neville 
Mehta 이사메 사무국 집행이사를 멤버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승인하다.   위의 부지에 대한 최종 매입가와 관련 세금 규정이 확인되는대로 
집행 위원회에서 구입을 승인하도록 하다. 

5. 이사회 방침서 21장 B 항을 23장,지역 포럼,으로 이전하다. 
6. 이사회 방침서 21장 전문을 삭제하고 부록 A로 대체하다. 

 
지도력 개발 위원회 

1. 지도력 프로그램과 계획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연간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다. 

 
장기기획위원회 
 

1. 2017-18회기에도 5명으로 구성된 LCI 포워드 프로젝트 팀이 직원들과 함께 
협회의 전략 계획인 LCI 포워드의 잔여요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다. LCI 
포워드. 
 

회원개발 위원회 
 

1. 부록 B 에 명시된 대로 글로벌 액션 팀(GAT)이 활동하도록 승인하다. 
2. 이사회 방침서 24장, 글로벌 액션 팀(GAT),을 작성하도록 승인하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1. 복합지구 및 단일 지구가 제출한 모든 100주년 교부금 신청을 승인하다. 
  
봉사활동 위원회 
 

1. 2016-2017 올해의 레오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2.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에 새 멤버를 추가하다. 
3. 현행 제도가 반영되도록 이사회 방침서 2장을 갱신하다. 
4. 현행 제도가 반영되도록 이사회 방침서 13장을 갱신하다. 

  
상기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에서 
확인하시거나 전화(630-571-5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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