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국제이사회 결의사항 요약

2006년 10월 4 – 9일

헌장 및 부칙

1. 콸라룸프르 (호스트) 라이온스클럽이 지구 논쟁해소 절차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 관해

말레이지아의 308-B1 지구 중재위원회의 결의를 지지하며, 이를 최종 결의로 소송에

관련한 양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며, 콸라룸프르 (호스트) 클럽이 제기한 항의를 각하

함으로써 소송 건 종결.

2. 봉사클럽과 유사한 단체의 중복회원, 기금모금활동 및 클럽경계,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 절차에 따른 이사회 방침서의 개정된 부분 수정.

3.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협의회의장에게 대의원자격 부여 및 최근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으로 인해 지구 분할안에 따른 지구 경계선에 관한 이사회 방침서 수정.

4. 2006년도 국제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채택된 국제헌장 및 부칙

제 3조 2항과 3항의 단일 혹은 정지구가 국제임원 후보자를 배출하려면 국제헌장

제 2조 2항에 명시된 지구의 최저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2006년 7월 4일

이후로 발효하며, 발효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5. 이사회 방침서에 있는 국제부칙 제 3조 5(a)항의 국제임원 후보자의 추천증명에 관한

해석이 그간 협회가 다년간 실천해왔던 관례와 일치하며, 후보자가 소속 지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국제대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또 지구 및

복합지구의 추천이 중복 또는 유효시간이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도록 개정.

국제부칙 제 9조 2(a)항에 명시된 감사회수를 연 2회(혹은 2회 이상)에서 1년에 한번

하도록 2007년도 국제대회의 헌장개정안으로 상정토록 승인.

대회

1. 2007년도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자격증명위원회, 당선-총재 및 본부 직원들의 일당

결정.

2. 2007년도 국제대회의 자격증명 및 투표절차 수정.

지구 및 클럽봉사

1. 173 개의 클럽 해산.

2. 7건의 지구 분할안 승인.

3. 회원개발위원회가 동/중앙유럽 회원확장활동을 직접 관장하도록 하며, 관련예산

전액을 확장 및 회원부로 양도하도록 승인.

4. 클럽합병에 관한 조항을 이사회방침서의 법률장에서 클럽장으로 이전.

5. 315-B1 지구의 지구총재 임명.

EXEC SUM OCT 06.KO



재정 및 본부운영

1. 잉여금이 예상되는 2006-07 년도 예산 승인.

2. Janet Bianchetta 씨를 협회 은행구좌에 서명하는 서명인으로 승인.

3. 2007년 1월 일부로 마일 당 상환액을 $.28 (킬로미터 당 $.173) 로 증액.

국제재단

1. 2006-07년도 인도주의 교부금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인도주의교부금

적립금으로부터 $8,720,953 이전.

2. 2006-07년도 인도주의 교부금 총 예산액을 $13,099,999 로 승인.

3. 쓰나미 재해구호금의 잔여금은 야쇼크 메타 국제재단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할당하도록 승인.

4. 3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긴급자금 지급규정 여부를 명확히 함.

5. 시력우선 기술서비스 비용으로 $1,220,400를 세계보건기구에 지급하므로 계약 갱신.

6. 실명방지/비젼 2020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재단의 협조를 증가시키도록 승인.

7. 시력우선 준위원회의 제안사항을 추진하도록 승인.

8. 제 2차 시력우선기금모금활동 캠페인의 방침 및 기탁자 양성절차 승인.

9. 미국 라이온스 퀘스트 운영위원회의 멤버 임명.

10.CCS사가 추진할 개발평가 제안비용으로 $60,000를 지급하기로 승인.

11.4대 교부금으로 미국 맹인골프협회가 신청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12.4대 교부금의 일환인 아동 포토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신청 한

$139,541 를 지급하기로 승인.

13.논쟁해결 가이드라인을 국제재단운영강령과 이사회 방침서에 삽입하도록 승인.

14.Northern Trust 은행의 국제재단 구좌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인 승인.

15.국제재단 투자구좌에 서명할 수 있는 서명자 승인.

16.2008년 국제재단 집행위원회 회의의 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일반교부금 규정을

시험적으로 개정.

17.75 건의 일반교부금, 국제원조기금 및 4대교부금 신청서에 따른 교부금 신청액

$2,999,396 를 지급키로 결정.

18.5건의 교부금 신청서 검토건 보류.

지도력

1. 2007년도 당선-총재 세미나 일정, 교육과정 및 그룹 리더를 포함, 세미나 계획 승인.

2. 당선-총재 세미나 프로그램을 포함, 연례 지구부총재/지구총재 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를 표준화하도록 승인.

3. 국제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총괄적인 온라인 지도력 리소스 센터를 2007년 1월에

개설하도록 승인.

4. 2006 년 11월 7일-11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프르에서 동남아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상급 라이온스 지도력연수회에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명의

말레이시아 라이온들이 참가하도록 승인.



5. 단일 및 잠정지구의 클럽임원을 돕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승인.

장기기획

1. Lipman Hearne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사가 8개월간 협회의 상표 이미지 및 상표

마케팅 계획에 관한 연구를 추진토록 계약을 맺는 권한을 사무총장 대리에게 부여.

회원개발

1. 회원증강 교부금 프로그램 수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회원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금 신청서 당 $5,000 의 교부금을 지급키로 결정.

2. 19-B 지구가 신청한 회원증강 교부금 $5,000를 지급하기로 함.

3. 2007년 6월 30일 이전으로 10명의 회원가족을 가입시키는 클럽에 가족 배너

패치상을, 30명의 가족회원을 입회 시키거나 1개의 신생 가족클럽을 조직하는 지구에

다이아몬드가 1개 박힌 핀을 수상키로 결정. 또한 30명의 가족을 입회 시키고, 1개의

신생 가족클럽의 조직하는 지구에 다이아몬드가 2개 박힌 핀을 수상키로 함.

4. 라이온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호간의 아이디어 교환, 사업활동에 관한 조언 및

공동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라이온 네트워크를 시험 삼아 개설하도록 승인.

5. 가족회원 프로그램에 관한 이사회방침서 수정.

6. 2006년 6월에 채택한 이라크에 클럽을 조직하는 일정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로 연장.

7. 동구 및 중앙유럽을 대상으로 회원증강을 위해 채택한 원안을 지지하도록 승인.

홍보

1. 복합/단일지구 홍보활동 교부금 프로그램 설정.

2. Paul Martin 씨가 “우리는 봉사한다, 라이온스클럽의 역사” 란 책을 보완하는

비용으로 $50,000를 지급키로 결정.

3. 매칭 홍보교부금 지급 규정으로 “90% 의 클럽이 굳 스탠딩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4. 방글라데시어 및 루마니아어를 라이온잡지 공식판으로 추가하도록 결정.

5. 국제협회 공식의전상의 미션 30 명직을 삭제.

6. 국제협회 공식의전상의 현직 제 2차 시력우선 기금모금캠페인 코디네이터를 삭제하고

지구총재 다음에 삽입하도록 승인.

봉사사업

1. 2006-07년도 지역 레오 칸퍼런스를 실시하는 14개 지구에 각각 $2,000 씩

지불하기록 승인.

2. 2007년도 국제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봉사활동 세미나 주제 및 행사 승인.



3. 2006-07년도 아동봉사 심포지엄을 실시하는 11개 지구에 각각 $2,000 씩

지불하기로 결정.

4. 유엔아동기금이 주관하는 학용품 배포 비용으로 $500 이상을 국제재단에 기증하는

기탁자에게 라이온스-유엔아동기금 공동상을 수여키로 승인.

5. 2007년 7월 6일부로 라이온스 청소년교환 및 국제 청소년캠프 프로그램을 “라이온스

국제청소년 캠프 및 교환 프로그램”으로 통합.

6. 2007년 7월 6일자로 “청소년교환위원장” 을 “청소년캠프 및 교환위원장”으로 개칭.

7. 레오클럽을 방문하는 지구총재, 라이온스 재해대책 및 라이온스 인도주의프로그램에

관한 방침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