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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요약 
국제이사회 회의 
아테네, 그리스 

2017년 3월 24-27일 
 
감사위원회 
 

1. 협회와 재단의 내부 회계감사를 시행할 두 명의 내부 감사를 고용하고, 
이들이 국제회장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다. 

 
헌장 및 부칙 위원회 
 

1. 317복합지구(인도) 중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부하고, 항의를 인정하여, 
Valwalker 전총재에 대한 317복합지구의 국제이사 추천을 무효로 하다.  
이로써 Bangalore West 라이온스 클럽의 항의에 관련된 사안은 모두 
종결되어 모든 관련자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하다.  

2. 24복합지구의 재편성 승인에 대해 24 D지구(미국, 버지니아)가 제출한 
헌장상의 항의를 기각하다. 이로써 24 D지구의 항의에 관련된 사안은 모두 
종결되어 모든 관련인자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하다.  

3. 국제 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300C1지구(MD300대만)의 Tien Kuei Weng 지구총재를 파면하다.  협회, 
클럽, 지구는 Tien Kuei Weng를 향후 전총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총재로서의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지 않음을 공표하다. Yu-Jien Yeh 지구 
제 1 부총재가 2016-2017회기의 잔여기간 동안 지구총재 대행으로 활동하고 
2017-2018회기에 지구총재로 활동하도록 공표하다. 

4. 라이온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협회 등록상표 사용 시 협회의 사전 
허가를 구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15장을 개정하다. 

5. 오타를 수정하여 이사회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부칙 3조를 개정하다. 
6. 조항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이사회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부칙 6조를 

개정하다. 
7. 미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이미 채택된 변경사항과 일치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에서 부록 D, E,F를 개정하다. 
8. 지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미 채택된 변경사항과 일치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7장의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에서 부록 A를 개정하다. 
9. 동일 지구 출신의 국제이사와 집행임원이 동시에 국제이사회에 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부칙 2조 5(c)항의 개정안을 2017년 국제대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10. 국제임원 추천증명 유효 기간을 2회의연속된 국제대회에서 3회의 연속된 
국제대회로 변경하고, 이 기간 안에 당선되지 못한 국제이사 입후보자가 
다시 추천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며, 국제부회장 입후보자가 연속된 
2차례의 추천증명 기간(6회의 국제대회) 동안 당선되지 못하여 다시 추천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리도록 하는 국제부칙 2조 4항의 개정안을 2017년 
국제대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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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위원회  

1. 2022, 2023, 2024년도 국제대회 개최지로 다음 도시를 선정하다. 
• 2022-인도, 뉴델리 
• 2023-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 2024-호주, 멜버른 

 
지구 및 클럽 봉사 위원회 

1. 클럽 우수상과 지구 우수상 수상자격 요건이 LCI포워드에 더욱 잘 
부합되도록 수정하다. 

2. 남수단의 Juba Host 라이온스 클럽을 보호 스태터스쿼에 처하다. 
3. 잠정지구의 2017-2018회기 지구총재를 임명하다. 
4.  Alba Guadalupe Del Duke De Hidalgo 지구 제 2 부총재를 

D2지구(엘살바도르)의 2017-2018회기 총재로 임명하다. 
5.  직전국제회장의 명찰과 관련된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다. 
6.  차터 신청서에 한 명의 가이딩 라이온만 보고하도록 이사회 방침을 

개정하고, 가이딩 라이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클럽이 가이딩 
라이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하다. 

7.  새로운 클럽 임원 직책을 소개하고, 클럽 부회장의 역할을 확충하며, 
라이온스 클럽의 활동을 현대화 하여 표준 클럽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하다. 

8.  지구총재 자문 위원회에 클럽 부회장과 필요에 따라 기타 임원이 
포함되도록 표준 지구 부칙을 개정하다. 

 
재정 및 본부운영 위원회 

1. 적자가 반영된 2017 회계년도 삼사분기 재정전망을 승인하다. 
2. 2018-2019회기 10/11월과 3/4월 이사회의 총 예산 합계가 22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인하다. 
3. 부회장 자국의 경제 및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부회장의 회의 총 예산이 

$2,000,000을 초과할 수 있도록 집행임원 여비 및 경비 상환 방침을 
개정하다.  

 
지도력 개발 위원회 

1. 2017년도 당선총재 세미나 영어 그룹 리더인 Dr. Dato Nagaratnam 
전의장(말레이시아)을 Stephen Glass 전국제이사(미국, 서 버지니아)로 
대체하다.  

2. 임무, 목표, 프로그램의 목적이 LCI포워드와 일치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14장 A.1.-3항을 개정하다. 

 
장기기획위원회 
 

1. 2년간의 10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국제 클럽을 조직하여 
회원개발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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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개발 위원회 
 

1. 2017-2018회기에 글로벌 액션 팀(GAT)이 활동하도록 승인하다. 
2. 2017-2018회기 동안 회원 증강을 도울 대규모 교부금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승인하다. 
3. 2017-2017회기에도 신생 및 신흥국 특별 위원회가 계속 활동하도록 

승인하다. 
4. 가족 및 여성 액션 팀이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승인하다. 
5. 2017-2018회기에 스페셜티 클럽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승인하다. 
6. 클럽에 30명 초과 입회 시 지구총재의 승인을 구하도록 했던 방침의 시행을 

중단하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1. 복합지구 및 단일 지구가 제출한 모든 100주년 교부금 신청을 승인하다. 
2. 국제회장 지도력 메달의 새로운 디자인을 승인하다. 
3. 디지털 라이온지 규정과 일치하도록 이사회 방침 16장을 개정하다.  
4. 2017-2018회기에 한해, 국제회장 일등공로 메달과 국제회장 지도력 메달 

수를 각 2,500개로 늘리다. 
 

봉사활동 위원회 
 

1. 당뇨 전략 계획을 승인하다. 
2. 선택직인 복합지구 및 지구 프로그램위원장 직책을 새로운 봉사체계에 맞게 

정비하다.  
3. 2017-2019년도 레오클럽 고문 패널 멤버를 임명하다.  
4. 2017-2019년도 레오클럽 고문 패널 대체 멤버를 임명하다. 
5. 2015-2016회기 톱 텐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위원장상을 수여하다.  
6. 청소년 특별 위원회 임기를 2017-2018회기까지 연장하다. 
7. 이사회 방침서 1장 명칭을 “활동”에서 “봉사”로 개정하다. 
8. 새로운 봉사 체계에 맞게 이사회 방침서 1장을 수정하다.  
9. 이사회 방침서 22장 A항에 레오 포럼 방침을 추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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