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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요약

국제이사회 회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2010년 10월 1일-4일

헌장 및 부칙위원회

1. 대회 교환핀에 관한 방침을 이사회방침서의 클럽용품부장(章)으로부터 법률장으로

이전하고 그 언어를 간소화하다.

2. 지구 및 복합지구 항의처리 절차를 개정하고 해당 지구(단일, 준, 복합)에 이를

명확히하다.

3. 이사회방침서의 클럽 항의처리 절차에 있는 조정인 임명, 조정인 임명에 대한

반대에 관해서 수정하고 최저 $50의 수수료를 설정하고 해당되는 지구(단일 혹은

준)에 이를 명확히하다.

4. 국제헌장 제 12조 2항 규정에 있는 국제회비를 2012년 7월 1일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4.00를 증액하여 개정하는 안을 2011년 국제대회에 제시하고 그

언어를 간소화하다.

대회위원회

1. 2011년 시애틀대회 등록비를 승인하다. 12-17세 레오는 $10, 8-30세의 레오는

$50.

2. 2011년 시에틀대회에서 캐빈 스크럭스가 국제 쇼에 출연 및 사회자 역할을 하도록

승인하다.

3. 2011년 시애틀대회의 자격증명위원회에 임명된 라이온스, 당선-총재, 당선-총재

세미나 강사, 국제본부 직원들의 일당 허용액(숙박비와 식비)을 설정하다.

지구 및 클럽봉사위원회

1. 중국의 선양(瀋陽), 시안(西安)에 클럽수가 17개 및 회원수가 450명에 달하는 대로

잠정지구로 지구명을 결정, 잠정지구의 2010-2011년도 지구총재를 임명하는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다.

2. 386잠정지구에 중국의 저장성(浙江省)을 포함시켜 확장하다.

3. 부탄을 322-F에 포함시키다.

4. 가이딩 라이온 프로그램에 관한 이사회방침을 개정하여 가이딩 라이온이 한 번에

봉사할 수 있는 클럽수를 1개로 제한하고 공인 가이딩 라이온이 공인(公認)을

유지하기 위해 공인 가이딩 라이온 코스를 매 3년마다 이수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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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선-총재 세미나 경비에 관한 이사회방침을 개정하고 당선-총재의 호텔

체재일수를 하루 추가하여 당선-총재가 국제대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다.

6. 클럽해산에 관한 이사회방침을 수정하여 클럽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태터스쿼

처분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지구총재가 클럽재건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고

클럽이 스태터스쿼 상태를 유지하려면 재건계획을 제출 후 6개월 이내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1. 흑자를 반영하는 2010-2011년도 1/4분기 수지예상을 승인하다.

2. 항공료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이사회방침서 제 22장

E.1.b항을 개정하다.

3. 왕복거리가 600마일(966 km)을 초과하는 클럽방문에 대한 승인 신청을 국제회장이

아닌 국제본부 내 재정부에 제출하도록 이사회방침을 변경하다.

4. 비행시간이 지상에서 연결 비행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을 초과하는 여행을 하는

전국제회장에게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급하도록 승인하다. 지급액은 실제

항공료에서 가장 저렴한 비지니스 항공료간의 차액이며 과세의 대상이 된다.

5. 렌트카에 관한 이사회방침서 제 22장 E.1.e항에 사무적인 변경을 하다.

국제재단

1. 투자방침 성명서를 개정하여 a) 일반자금의 고정 소득과 증권의 자산할당 상단 범위

한도를 인상하고, b) 유증계획투자에 관한 언어를 추가하다.

2. 향후 국제재단 운영위원회 멤버의 선임 절차를 2011년 4월 이사회회의까지

보류하고 2010년 6월에 승인한 선임 절차에 관한 제 14 결의의 일부를 철회하다.

3. 총 $1,840,614에 달하는 36건의 일반, 국제원조 및 4대 교부금을 승인하다.

4. 1건의 교부금 신청을 보류하다.

5. 스페셜 올림픽 오프닝 아이즈 프로그램을 연장하여 $1,123,606의 교부금을

승인하다.

6. 투표권이 없는 국제재단 재무 보좌직을 신설하고 본 직에 국제재단 재정 분석가를

지명하다.

7. Northern Trust에 국제재단의 유증계획용 구좌를 설치하기 위해 이사회방침서의

국제재단장의 투자 부분에 필요한 언어를 추가하여 수정하다.

8. 이사회방침서의 국제재단장에 있는 감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다: a) 국제재단

운영위원회를 포함. b)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에 관한 부분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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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위원회

1. 하워드 리 전국제이사(영국 제도 및 아일랜드)를 2011년도 당선-총재 세미나 그룹

리더로 임명하다.

2. 2011년도 당선-총재 세미나 일정 및 과정 계획을 승인하다.

3. 차기 지구제 1 및 2부총재, 차기 협의회의장을 상대로 2011년 5월에 실시할

연수회를 위해 아프리카 운영위원회가 요청한 기금을 승인하다.

회원개발위원회

1. 중국 다롄(大連), 중국 칭다오(靑島), 베이징(北京)을 라이온스가 활동하는

신생지역으로 반영시키도록 이사회방침서를 수정하다.

2. 다음 4가지 조항을 제외한 국제협회 감사규정의 모든 표준 규정을 GMT 감사규정에

포함시키다: 1. 왕복 10시간을 초과하는 항공기로 여행하는 GMT 지도자에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허용. 2. 국제협회는 GMT 국제 코디네이터 혹은

이사회회의에 참석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을 받은 GMT 멤버를 제외하고는 GMT

회의에 동반하는 배우자/성인 동반자의 여비를 부담하지 않음. 4. 여행 중의 식비로

국제협회 일당 최고 $75까지 상환한다.

홍보위원회

1. 전국제회장 및 전국제이사들이 라이온스 표창상 수상자를 추천하도록 하다.

봉사활동위원회

1. 2010-2011년도 및 2011-2012년도 레오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의 토론

참가자들과 교체자를 선임하다.

상기 결의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원할 시 국제협회 웹사이트(www.lionsclubs.org) 에

접속하거나 전화(630-571-5466)를 이용하여 국제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lionsclub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