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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요약 
국제이사회 회의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2018년 6월 24-28일 

 
감사위원회 
 

1.               시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감독 및 검토하기로 하다.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300-G1 지구(MD 300 대만)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8-2019 회기 300-G1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2018-2019 회기 지구 제 2부총재직을 공석으로 두며 충원하지 
않기로 하다. 항의제기 수수료 US$650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2. 321-B2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8-2019 회기 321-B2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2018-2019 회기 지구 제 2부총재직을 공석으로 두며 충원하지 않기로 하다. 
항의제기 수수료 US$650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국제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321-B2 (인도)지구 Deepak Raj Anand 지구총재를 파면하다.  협회, 클럽, 
지구는 향후 Deepak Raj Anand를 전총재로 예우하지 않으며, 전총재로서의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다. 이로 인한 321-B2 지구의 
지구총재직 공석은 충원하지 않으며 2018 국제대회까지 당선총재가 
지구총재 대행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다. 

4. 321-D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인정하여, 
2018-2019 회기 321-D 지구의 지구 제 2부총재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2018-2019 회기 지구 제 2부총재직을 공석으로 두며 충원하지 않기로 하다. 
항의제기 수수료 US$650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다. 

5.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국제헌장 및 부칙과 국제이사회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321-D 지구(인도) Swarn Singh 지구총재를 파면하다.  협회, 클럽, 지구는 
향후 Swarn Singh를 전총재로 예우하지 않으며, 전총재로서의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다. 이로 인한 321-D 지구의 지구총재직 
공석은 충원하지 않으며 2018 국제대회까지 당선총재가 지구총재 
대행으로서 활동하도록 하다. 

6. 3233-G1 지구 (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Dr. Ishwarlal Mundra 라이온을 2018-2019 회기 3233-G1 지구의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7. 3234-D2 지구(인도)가 제기한 지구 제 2부총재 선거에 대한 항의를 
기각하고, Abhay Shastri 라이온을 2018-2019 회기 3234-D2 지구의 
제 2부총재로 인정하다. 

8. 324 복합지구(인도)의 South Madras 라이온스 클럽이 제기한 복합지구 분쟁 
건에 대해 중재자 과반수의 결정을 확정하고, 2017년 5월 개최된 324 
복합지구 대회에서 공표된 R. Sampath 라이온의 국제이사 추천을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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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복 조항을 통합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15장을 개정하다. 

10. 중립 참관인 요청 시기 및 중립 참관인의 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15장 중립 참관인 방침을 개정하다.  

11. 이사회 방침서 제 3장 I항에서 불필요한 용어인 100주년 위원회를 
삭제하다. 

 
대회위원회 
 

1. 2019 밀라노 국제대회의 대의원 호텔을 배정하다. 
  
지구 및 클럽봉사위원회 

1. 2018 국제대회 종료와 더불어 말라위와 모잠비크에 잠정지구 지위를 
부여하여 412 복합지구를 구성하다. 

2. 2018-2019 회기 코디네이팅 라이온들을 임명하다.   
3. 2018 국제대회 종료와 더불어 E1 지구 (베네수엘라) 아루바, 보네르, 큐라소 

지역의 클럽들을 35 N 지구 (미국 플로리다)로 이관하여 제 3헌장지역에서 
제 1헌장지역으로 관할을 옮기다.  

4. 명찰 방침을 개정하여 LCIF 전이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1.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규 조항을 삽입하여 
구매방침을 개정하다. 

2. 적자가 반영된 2017-2018 회기 4분기 재정전망을 승인하다. 
3. 적자가 반영된 2018-2019 회기 예산을 승인하다. 
4. 투자고문을 Strategic Wealth Partners에서 Merrill Lynch Bank of America 

Corporation으로 변경하다. 
5. 경비상환 청구서 제출 기한에 관해 국제이사회 방침서 21장과 9장을 

개정하다.   
 

지도력 개발위원회 

1. 2019 당선총재 세미나 그룹리더 팀을 승인하다. 
2. 기존 문구 전체를 삭제하고, 당선총재 세미나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당선총재 세미나 그룹리더로 활동한 바 있어야 하며, 2020-2021 회기 
연수를 시작으로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하여 국제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3. 2020-2021 회기 연수를 시작으로, 당선총재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는데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의 인증이 필요하며, 5개년 이상 당선총재 세미나 그룹리더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4. 새로운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2020-2021 회기를 시작으로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강사양성과정, 초급 라이온스 지도력 연수회, 라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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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강사 프로그램 연수의 강사로 활동하는데 라이온스 공인 강사 프로그램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5. 지구 제 1부총재/당선총재 연수 프로그램의 경비상환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 및 
삭제하여 2018-2019 회기부터 적용되도록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6. 2019 당선총재 세미나가 2019년 2월로 시간/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당선총재 세미나 강사 임명 승인시기를 “8월”에서 “5월”로 변경하도록 이사회 
방침서를 개정하다. 

  
회원개발 위원회 
 

1. 현 지구총재가 특성화클럽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다. 

2. 재향 군인 프로그램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다. 
3. 효율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글로벌 액션팀 조직을 수정하다. 
4.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선셋조항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다. 
5. 아프가니스탄을 204번째 라이온스 회원국으로 포함시켜 이사회 방침서 

제 10장을 개정하다. 
6. 이사회 방침서 제 10장을 개정하여 하나의 신생클럽에 대해 공동스폰서 

클럽이 2개를 초과할 수 없게 하다. 
7.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라이오네스 회원이 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할 때 

입회비를 면제받고, 라이오네스 전환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면 
봉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다. 

8. 글로벌 액션팀 위원장이 3명의 헌장지역 대표 중 1명을 헌장지역 위원장 
(GLT, GMT, GST 중 1명)으로 지명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24 장을 
개정하다. 클럽 제 1부회장이 클럽 지도력위원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다. 
글로벌 액션팀 부위원장과 배우자/성인 동반자의 6월 이사회 회의 참석을 
승인하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1. 신설된 개혁의 목소리 이니셔티브의 직책을 반영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19장 공식의전을 개정하다. 

2. 이사회 방침서 제 19장 F항을 개정하여 사용 가능한 국제회장 
일등공로메달을 1,125개에서 1,625개로, 지도력메달을 1,280개에서 
1,780개로 영구적으로 늘리다. 

  
봉사활동 위원회 
 

1. 2017-2018 올해의 레오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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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거나 전화(630-571-5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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