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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요약 

국제이사회 회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2021년 10월 28-31일 

 

감사위원회 

 

• 국제협회 내부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기로 하다.  

  

(결의안 없음) 

 

헌장 및 부칙위원회 
 

• Rosane Jahnke 전국제이사가 제기한 제 3부회장 선거 항의를 기각하고 

Fabricio Oliveira를 2021-2022 회기 국제 3부회장으로 확정하다.  

• 3233-E2지구(인도) 지구총재 징계 건을 검토하여 Sudhir Kumar Goyal을 

지구총재직에서 파면하고 지구총재직 공석을 선언하다. 국제 부칙 제 9조 

6(d)항에 따라 지구총재직 공석을 충원하도록 지구에 지시하다. 

• 이사회 방침서 제 15장 A.6.d(3)항에 따라 ‘일본 라이온스재단법인(General 

Incorporated Foundation Nihon Lions)’을 일본 내 재단으로 승인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Rosane Jahnke 전국제이사가 제기한 제 3부회장 선거 항의를 

기각하고 Fabricio Oliveira의 2021-2022 회기 국제 3부회장 당선을 확정한다. 

 

(보고 항목 A.1.(1)) 

 

2. 결의하기를, Sudhir Kumar Goyal을 3233-E2 지구의 지구총재직에서 파면하고 

2021-2022 회기 지구총재직을 공석으로 처리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국제 부칙 제 9조 6(d)항에 따라 2021-2022 회기 

지구총재직 공석을 충원한다. 

 

(보고 항목 A.3.) 

 

3.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15장 A.6.d(3)항에 따라 ‘일본 

라이온스재단법인(General Incorporated Foundation Nihon Lions)’의 라이온스 

명칭 및 엠블럼 사용을 승인한다. 

 

(보고 항목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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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위원회 
 

• 2021-2022 지구총재 및 복합지구 의장의 2022 대면 국제대회 등록비를 

US$100로 인하하도록 승인하다. 

• 2022 국제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기로 하다. 

• 국제대회에서 대면 투표용 전자 플랫폼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 선거 절차를 

승인하다. 

2022 국제대회 위원회 지명자와 직원의 일일 경비를 승인하다. 

• 국제대회 추도식에 전현직 재단이사를 포함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8장 

C.5항을 개정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2021-2022 지구총재 및 복합지구 의장의 2022 대면 국제대회 

등록비를 US$100로 인하한다. 

   

(보고 항목 A.1) 

 

2. 결의하기를, 2022 국제대회에 온라인 참여 부분을 포함시킨다. 

 

(보고 항목 A.3) 

 

3. 결의하기를, 국제 선거에서 국제대회 투표용 전자 플랫폼을 사용한다. 

 

(보고 항목 A.4.) 

 

4. 결의하기를, 2022 몬트리올 국제대회에 다음의 일일 경비를 적용한다. 

 

별도의 일일 경비 상환 없이 봉사하는 자격증명위원회 위원의 일일 식비는 

US$95이다. 

 

본부 직원의 일일 식비는 예정된 단체 식대보다 적은 금액인 US$95이다. 

 

(보고 항목 A.5.) 

 

5.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8장 C.5항의 ‘추모식에서 전년도 국제대회 

이후에 사망한 전현직 집행임원 및 이사만 호명하여 추모한다.’ 문구를 

‘추모식에서 전년도 국제대회 이후에 사망한 전현직 집행임원, 이사, 재단이사만 

호명하여 추모한다.’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보고 항목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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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클럽 봉사위원회 

 

• 아랍에미리트를 잠정지역으로 인정하고 Amer Bitar 지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다.    

• David Wilson 전총재를 105-N지구(영국 제도) 지구총재로 임명하다.  

• Geoffrey Leeder 전국제이사를 105-N 지구(영국 제도)의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임명하다.  

• 산하 지구를 325-C, 325-D, 325-E, 325-F, 325-G, 325-H, 325-I, 325-J, 

325-K, 325-L, 325-M, 325-N, 325-P, 325-R, 325-S 지구로 분할하는 

325복합지구(네팔)의 지구 재편성안을 승인하고 2022 국제대회 폐회 시 

발효되도록 하다.   

• 322-F지구(인도)를 322-F와 322-H지구로 분할하는 지구 재편성안을 

승인하고 2022 국제대회 폐회 시 발효되도록 하다.   

• Douglas Small 전총재를 2021-2022 회기 잔여 기간 동안 N-1지구(캐나다)의 

지구총재로 임명하다.   

• 클럽 방문 후 방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 지구 부칙을 개정하다.  

• 원격 클럽 방문 시 클럽에 보내는 물품 발송비를 포함시켜 지구총재 경비 상환 

방침을 개정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아랍에미리트를 잠정지역으로 인정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Amer Bitar 지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보고 항목 A.2.a.) 

 

2. 결의하기를, David Wilson 전총재를 105-N지구(영국 제도) 지구총재로 

임명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Geoffrey Leeder 전국제이사를 105-N 지구(영국 제도)의 

코디네이팅 라이온으로 임명한다.  

 

(보고 항목 A.2.b.)  

  

3. 결의하기를, 산하 지구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는 325복합지구(네팔)의 지구 

재편성안을 승인하고 2022 국제대회 폐회 시 발효되도록 한다.   

325-A1 지구를 325-C, 325-D, 325-E 지구로 분할 

325-A2 지구를 325-F, 325-G, 325-H 지구로 분할 

325-B1 지구를 325-I, 325-J, 325-K, 325-L, 325-M 지구로 분할  

325-B2 지구를 325-N, 325-P, 325-R, 325-S 지구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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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항목 A.3.a.) 

 

4. 결의하기를, 322-F 지구(인도)를 322-F와 322-H 지구로 분할하는 지구 

재편성안을 승인하고 2022 국제대회 폐회 시 발효되도록 한다.   

  

(보고 항목 A.3.b.)  

 

5. 결의하기를, Douglas Small 전총재를 2021-2022 회기 잔여 기간 동안  

N-1 지구(캐나다)의 지구총재로 임명한다.   

 

(보고 항목 A.7.)  

 

6.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7장 첨부 A, 표준 지구 부칙 제 3조 1(f)항의 

‘방문하여’ 앞에 ‘(원격 또는 대면으로)’ 문구를 추가하고 ‘방문하는 임원은 각 

방문에 대해 국제협회에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7.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9장 B.4.g(2)항에서 ‘우편으로 상을 배송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클럽에 발송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 

 

• 적자가 반영된 2021-2022 회기 1분기 재정 전망을 승인하다. 

• 집행 임원 여행 및 경비 상환 방침을 개정하다. 

• 국제협회의 조달 방침을 개정하다. 

• 2022년 6월 30일까지 입회비 및 차터비 면제를 승인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모든 입회비와 차터비를 면제한다. 

 

(보고 항목 A.2.)  

 

2. 결의하기를, 적자를 반영하여 2021-2022 회기 1분기 재정 전망을 승인한다. 

 

(보고 항목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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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하기를, 집행 임원 여행 및 경비 상환 방침을 첨부자료 A와 같이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4. 결의하기를, 국제협회의 조달 방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0페이지 G.1항에서 ‘위원회’를 ‘관리자’로 대체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국제협회의 조달 방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5페이지 R항 다섯 번째 항목 ‘직원’ 앞에 ‘개별’을 추가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국제협회 조달 방침에 명시된 서명 권한 수준표의 

1단계에서 ‘법률부장’을 삭제하도록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지도력개발위원회 

 

• 당초 2022년 2월 예정된 세미나의 대안으로 2022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1-3일차의 온라인 개최를 확정하다. 

• 몬트리올 국제대회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에 하루를 추가하여 이틀 간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확정하다. 

• 2021-2022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에 네팔어 그룹 추가를 승인하고  

올해 세미나 네팔어 그룹리더에 대해 LCIP 요건의 예외를 승인하다. 

• Sanjay Khetan 전국제이사를 2021-2022 네팔어 그룹리더로 승인하다. 

• 2021-2022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를 위한 당선총재 세미나 기념품 예산의 $38,354 

증액을 승인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2021-2022 지구 1부총재/당선총재 세미나 네팔어 그룹의 

그룹리더 선정을 위해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4장 D.10.a항에 명시된 라이온스 

공인 강사 인증 요건의 예외를 승인한다. 

 

2. 추가로 결의하기를, 첨부자료 B에 명시된 2022 당선총재 세미나 그룹리더 팀을 

승인한다. 

  

(보고 항목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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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획위원회(2021년 8월 회의 보고) 

 

•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전략 계획 현황을 검토하다. 

• 지구총재 역할에 대한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지구총재 예산 배정 방식 분석 

자료를 검토하다.  

• 국제이사 추천 증명 요건을 검토하다. 

• 마케팅 싱크탱크 신설을 논의하고 클럽 수준의 마케팅 기술, 자신감, 역량 개발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 국제이사 및 국제 3부회장직 선거 절차를 검토하다.  

 

(결의안 없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위원회 

 

• 홍보 교부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인기 상승을 인지하다. 올해 32건의 

홍보 교부금을 승인하여 프로그램 연간 예산 40만불을 효율적으로 소진하다. 

• 라이온스 활동, 연수, 기타 사업을 지원할 사무국 공간 매입에 잉여금을 사용을 

요청한 인도 318복합지구, 3232복합지구, 3233복합지구의 요청을 검토하다. 

의결을 보류하고 요청을 자세히 검토 및 재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 폐지된 개혁의 목소리 헌장지역 위원장 및 개혁의 목소리 헌장지역 연사 직책을 

국제협회 의전 서열에서 삭제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19장을 수정하다. 

• 기 의결한 바에 따라 마케팅위원회 명칭을 수정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2장, 

제 16장, 제 19장을 수정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19장의 국제 의전서열을 첨부자료 B와 같이 

수정한다. 

 

(보고 항목 B.2.)  

 

2. 결의하기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명칭을 ‘마케팅위원회’로 수정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2장 J항, 제 16장 B.13항, 제 19장 D항을 수정한다. 

 

(보고 항목 B.3.)  

 

회원 개발위원회 

 

• 재정위원회에 입회비 및 차터비 면제 연장 검토를 요청하다.  

• 특성화 클럽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검토하다. 

• 글로벌 회원 증강 프로그램 출범 진행 현황 및 시범 지구의 성과를 검토하다. 

• 회원 개발 교부금을 검토 및 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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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4 레오 클럽 고문 패널을 검토 및 승인하다. 

• Mumbai Choice 라이온스 클럽의 회원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회원 허위 조작을 

이유로 클럽 해산을 권고하다. 

• 프로그램 현황에 부합하고 향후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도록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조항들을 검토 및 수정하다.  

• 대만 300 D 복합지구를 추가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10장을 수정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다음 라이온과 레오를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할 

레오 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로 임명한다. 

 

이름 직책 지구/복합지구 국가 헌장지역 

Brandon Johnson 복합지구 의장 12N 미국 

테네시주 

1 

Timothy Beer 지구 레오위원장 C2 캐나다 2 

Veronica Perez 

Caballero 

복합지구 

레오위원장 

F2 콜롬비아 3 

Dorina Szalagyi 레오 지구 회장 119 헝가리 4 

Timothy Chan 레오 지구 회장 303 홍콩 5 

K H Lasantha 

Gunawardana 

복합지구 부의장 306 C2 스리랑카 6 

Andrew Roberts-

Thomson 

지구 레오위원장 201N3 호주 7 

Naphtali Chilenga 복합지구 재무총장 412B 말라위 8 

 

이름 직책 지구/복합지구 국가 헌장지역 

Nichele Smith-

Abreu 

레오 지구 회장 60B 세인트 마틴 1 

Sophia Nguyen 레오 클럽 부회장 19H 캐나다 2 

Adriana Godoy 레오 지구 회장 D3 과테말라 3 

Patrik Stefan 

Sandu 

레오 지구 회장 124 루마니아 4 

Rhea Maringal 레오 복합지구 총무 308A2 말레이시아 5 

Muhammad 

Arslan 

레오 복합지구 회장 305N1 파키스탄 6 

John William 

Candra 

레오 지구 부회장 307A1 인도네시아 7 

Djibrilla Yaye 

Moussa 

레오 지구 회장 403A1 니제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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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결의하기를, 해당 헌장지역에서 패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음 레오와 라이온을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헌장지역의 레오 클럽 프로그램 고문 패널 대체자로 임명한다. 

 

대체 라이온 

  

이름 직책 지구/복합지구 국가 헌장지역 

Ava-Loi Forbes 지구 레오위원장 60B 자메이카 1 

Laura Fernandez 

Salazar 

지구 레오위원장 D4 코스타리카 3 

Berk Burgurlu 지구 레오위원장 118Y 터키 4 

Wai Koong Lee 지구 레오위원장 308B1 말레이시아 5 

Manoj Seeralan 지구 레오위원장 324L 인도 6 

Chipo Green 지구 레오위원장 412A 짐바브웨 8 

 

대체 레오 

이름 직책 지구/복합지구 국가 헌장지역 

Kefin Francisco 

Marroquin Rosales 

레오 복합지구 

총무 

H 1  페루 3 

Yevhen 

Kravchenko 

레오 지구 회장 134  우크라이나 4 

Shyan Jong Ling 레오 클럽 회장 308A2 말레이시아 5 

Charith Peiris 레오 복합지구 

회장 

306A1 스리랑카 6 

Issouf Zerbo 레오 지구 회장 403A3 부르키나파소 8 

 

(보고 항목 A.4.) 

 

2. 결의하기를, 회원을 허위로 조작한 Mumbai Choice 라이온스 클럽을 해산한다.  

 

(보고 항목 A.9) 

 

3.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첨부 B 제 3조에 아래 문구를 C항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나머지 항목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수정한다. 

 

C. 결성 

 

지구총재가 레오 지구 결성을 승인하는 경우, 지구 조직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지구 개발을 적절히 감독할 레오와 라이온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에는 지구 레오자문위원회 대표, 레오 준위원장(이미 임명된 경우), 

레오/레오-라이온 지구 연락원(임명된 경우), 지구 레오위원장, 지구 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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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레오 클럽을 대표하는 레오 대표를 포함한다. 조직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구 내 모든 레오 클럽에게 지구 결성에 대해 통지한다.  

2. 레오 지구 컨퍼런스를 준비한다. 

3. 레오 지구 컨퍼런스에서 승인할 헌장 및 부칙안을 개발한다. 

4. 지구 컨퍼런스 개최 최소 60일 전에 통지문을 발송하여 지구 컨퍼런스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고 예정된 컨퍼런스 최소 30일 전까지 레오 지구 

임원 후보 추천서를 지구 레오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첨부 C 제 3조에 아래 문구를 

C항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나머지 항목을 순서대로 재배열하여 수정한다. 

 

C. 결성 

 

복합지구 총재협의회가 레오 복합지구 결성을 승인하는 경우, 복합지구 

조직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복합지구 개발을 적절히 감독할 

레오와 라이온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에는 복합지구 레오위원장, 레오/레오-

라이온 복합지구 연락원(임명된 경우), 지구 레오위원장, 복합지구 내 10개 

이상 레오 클럽을 대리하는 레오 대표를 포함한다. 조직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지구 내 모든 레오 클럽 및 지구 레오위원장에게 지구 결성에 대해 

통지한다.  

2. 레오 복합지구 컨퍼런스를 준비한다. 

3. 레오 복합지구 컨퍼런스에서 승인할 헌장 및 부칙안을 개발한다. 

4. 복합지구 컨퍼런스 개최 최소 60일 전에 통지문을 발송하여 복합지구 

컨퍼런스 일시와 장소를 안내하고 예정된 컨퍼런스 최소 30일 전까지 

레오 복합지구 임원 후보 추천서를 복합지구 레오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보고 항목 B.1.) 

 

4.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첨부 B 제 3조 C.1.a(2)항의 ‘과반기’를 

‘과반 이상’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첨부 C 제 3조 C.1.a(2)항의 

‘과반기’를 ‘과반 이상’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5.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첨부 B 제 3조 C.5항 단락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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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지구 총무와 레오 지구 재무를 포함한 기타 레오 지구 임원은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할 수 있다. 임명하는 경우, 레오 지구 회장이 취임 

시까지 레오 지구 컨퍼런스 또는 때에 따라 레오 지구협의회에서 요구하고 

라이온스 지구임원회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레오 지구 재무 및 기타 지구 임원을 

임명한다. 선출하는 경우, 추천 및 선거 절차는 레오 지구 회장직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다. 
 

추가로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첨부 C 제 3조 C.5항 단락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레오 복합지구 총무와 레오 복합지구 재무를 포함한 기타 레오 복합지구 임원은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할 수 있다. 임명하는 경우, 레오 

복합지구 회장이 취임 시까지 레오 복합지구 컨퍼런스 또는 때에 따라 레오 

복합지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라이온스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레오 복합지구 총무, 레오 복합지구 재무, 기타 복합지구 임원을 임명한다. 

선출하는 경우, 추천 및 선거 절차는 레오 복합지구 회장직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다. 

 

(보고 항목 B.1.)  

 

6.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A.8.e항 첫 문장의 ‘국제협회는’ 뒤에  

‘승인된 교부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7.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22장 A.16항 전체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레오 주요 일정 

a. 4월 – 레오 클럽 인식의 달 

b. 10월 – 레오 회원 증강의 달 

c. 12월 5일 – 국제 레오의 날 

 

(보고 항목 B.1.) 

 

8.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10장 F.3.c항의 ‘300 복합지구 대만’ 뒤에 ‘300 

D 복합지구 대만’을 삽입하여 수정한다. 

 

(보고 항목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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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위원회 

 

• 국제협회의 새 임무서를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이사회 

방침서 제 1장을 개정하다.  

• 수혜자 수, 봉사활동 건수, 봉사활동 보고율 등 봉사활동 보고 현황을 검토하다.   

• 유엔과 라이온스의 날 및 라이온스 미 의회의 날 등 옹호활동 행사 현황을 

검토하다.  

• 국제협회와 당뇨병 관리 및 교육 전문가 협회 간의 양해 각서 진행 현황을 

검토하다.  

• 톱 10 청소년 캠프 및 교환 위원장상 수상자를 선정하다. 

• 봉사 프로그램, 국제협회 글로벌 주력사업 개발,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전략 

계획의 실행을 논의하다.  

• 친절 봉사상 현황을 검토하다. 

 

결의안: 

 

1.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 1장을 첨부자료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한다. 

 

(보고 항목 B.1.) 

 

테크놀로지 위원회 

 

• 2021-2022 회기 1분기 부서 재정 전망과 예산을 검토하고 85만불의 변동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변동 요인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에 납득하다. 

•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관련 조치의 진행 현황을 

검토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 27001 채택을 위해 진행 중인 계획을 검토하다.  

향후 3-6개월 간 시행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승인하다.   

• 기반 사업 현황을 검토하다. 규정 준수, 네트워크 보안, 기반시설 개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다. 보안 위협 빈도의 증가를 인지하고 이 문제가 

협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다. 

• 고객 관계 관리(CRM) 프로젝트 종합 현황을 검토하다. 권고 받은 

방식(Salesforce)에 동의하고 프로젝트 6년차를 기한 낙관적인 투자 회수 

전망에 기대감을 표하다. 가치 강조에 직원 업무를 조속히 집중시키고 2022년 

4월 이사회에서 현황을 검토하기로 하다. 

• 디지털 제품 현황을 검토하다. 회원들이 요청한 새 기능을 담당자가 계속 

검토하다. 예정된 모든 제품 작업이 Salesforce 프로젝트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의 변동에 대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기로 하다.   

• 디지털 제품의 사용, 제품 채택 및 사용 증가의 중요성에 대해 포괄적인 토론을 

진행하다. 디지털 제품 채택 홍보에 대한 국제이사진의 지원을 요청하다. 

• Connect 관련 데이터 및 앱의 최근 사용 동향을 검토하다.  Connect에 대한 

상당한 투자(35만불) 및 저조한 사용(지난 12개월 동안 2,500 세션 이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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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앱을 폐기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하다.   

• 모바일 앱 현황을 검토하다. 2022년 12월 이후 공급자의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현 모바일 플랫폼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다. 모든 장치에서 작동할 모바일 솔루션이 

Salesforce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될 때까지 모바일 앱 지원 중단을 권고하다. 

• 2022년 국제 선거 지원 현황을 검토하다. 대면 전자 투표 지원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계속 검토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하다.   

• 봉사활동위원회와 합동 회의를 갖고 봉사 보고 및 기술 제품 채택 현황을 

검토하다. 

 

(결의안 없음) 


	1. 결의하기를, 이사회 방침서 제1장을 첨부자료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