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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원 및 전임원
A. 행정임원
국제협회의 행정임원은 집행이사, 총무처장, 재정수석, 운영수석, 기술수석 및 재무총장이다.
국제재단의 행정임원은 국제재단 집행이사, 총무보좌 및 재무보좌이다.
B.

행정임원 임명
집행위원회는 다음 임명의 임무, 임기 및 급여를 계약에 의해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1. 2018 년5 월7 일부터프랭크 무어가국제협회 집행이사 와 총무처장의 직책, 책임과 임무를
맡는다.
2.

2018 년 5 월 11 일부터 캐서린 M. 리조가 국제협회 재정수석 겸 재무총장의 직책, 책임과
임무를 맡는다.

3.

2018 년 5 월 11 일부터 산지브 아후자가 국제협회 운영수석의 직책, 책임과 임무를 맡는다.

4.

2018 년 5 월 11 일부터 발라 발라챈더가 국제협회 기술수석의 직책, 책임과 임무를 맡는다.

C. 전임원의 직함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한 라이온에게 다음의 직함이 부여된다:
국제회장- 전국제회장
국제부회장- 전국제부회장
국제이사- 전국제이사
지구총재- 전지구총재
D. 직함- SECRETARY-GENERAL
“Secretary-General” 이란 직함은 협회 창설자로서Secretary-General직을 맡았던 고(故)멜빈
존스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E. 임원, 이사, 전회장
임원, 이사, 전회장에게 우편물을 일괄하여 주1회 우송한다. 단, 결정을 요하는 서신은 예외로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F. 전임원
클럽을 퇴회한 전임원은 협회의 우편물 발송명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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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자격증명을 필 한 제3부회장 후보자 및 국제이사 후보자의 인쇄물 및 정보[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
1.

국제헌장 및 부칙

2.

" 국제이사- 지도자로서 봉사"

3.

자격을 필한 후보자 전원은 현 및 전임원의 연락처 정보를 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 연락처
정보는 전자 메일로 배달된다.

4.

클럽임원 전원의 연락처 정보를 자격을 필한 집행임원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5.

연락처 정보와 동일 정보에 따른 우편료의 범위는 관련된 운영 절차에 따라 정한다.

H. 라펠 핀
1.
2.
I.

각 임원에게2개의 라펠 핀을 교부한다.
요청에 따라 임원, 이사 및 전국제회장에게 무료로 라펠 핀을 대치한다.

이사회멤버, 전국제회장 및 배우자의 사망 통지
1.

이사회멤버나 배우자 혹은 전국제회장이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사회멤버 및 전국제회장
전원에게 편지, 이메일 혹은 팩스로 통지한다. 전국제이사에게는 편지, 이메일 혹은 팩스로
통지한다.

2.

임원 및 전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협회의 대표자는 국제회장이 임명한다.

3.

사망한 국제회장의 배우자는 국제협회의 게스트로 국제대회에 참석하도록 초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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