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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 이클레이 집행위원 선거 안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정책정보팀 | 2020.04.07.

1. 이클레이 집행위원 선거 배경

◯ 2018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8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임
기를 시작한 현직 집행위원들이 2021년 5월까지 3년의 임기로 활동 중 

◯ 2021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2021년 4월, 스웨덴 말뫼에서 개최될 예정이
며, 새롭게 선출된 이클레이 집행위원들과 회장단이 처음 모일 예정

◯ RexCom 선거는 2020년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3년 주기로 갱신되는 
이클레이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세계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예정 

2. 이클레이 글로벌·권역집행위원(GexCom·RexCom) 개요

◯ 권역별 집행위원(RexCom,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전 세계 9
개 권역별로 각각 5인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3년 임기로 활동

◯ 글로벌 집행위원(GexCom, Global Executive Committee): 9개 권역 대
표(9인)들과 직능대표(7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RexCom과 동일한 3년

◯ 회장단(Presidential Seats): GexCom 위원 중 회장(1인), 수석부회장(1
인), 그리고 부회장(2인), 총 4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역시 3년 

2018-2021 이클레이 동아시아 집행위원 (ICLEI East Asia RexCom)
▷ 다이사쿠 카도카와, 일본 교토 시장 (의장) 
▷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 시장 (동아시아 대표 글로벌집행위원) 
▷ 강태웅,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부시장 (부의장) 
▷ 사인부얀 아마르살칸,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 
▷ 슈-추안 리, 대만 카오슝 부시장 
※ 전체 RexCom / GexCom 명단: http://icleikorea.org/_01/0202 

http://icleikorea.org/_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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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클레이 권역·글로벌집행위원 추천 및 선거 진행 일정

◯ 2020년 3월~6월: 집행위원 선거 안내 및 한국 회원 대표 추천 (추천인 
다수 발생할 경우, 추천인 간 사전 조율 후 필요시 회원 투표 진행) 

◯ 2020년 7월~11월: 동아시아 권역집행위원(EA RexCom) 후보(5인) 공지 
및 의장, 부의장, 권역 대표 글로벌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

◯ 2021년 1월~3월: 회장단 임명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 및 전체 글로벌·권
역별 집행위원 임명 

2020 202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선거 안내·공지

RexCom 후보 추천

RexCom 선거 및 지역 위원·의석 임명

GexCom 직능대표 후보 추천

GexCom
직능 선거 GexCom 회장단 선출

GexCom 
직능 승인

RexCom 
완료

GexCom 완료

4. 이클레이 한국회원 대표 추천 일정

◯ 2020년 3월 30일: 이클레이 집행위원 선거 공지 (홈페이지 공지)
◯ 2020년 4월 6일~24일 (3주 간): 이클레이 한국회원 대표 추천 접수
◯ 2020년 5월 4일: 한국 회원 대표 추천 결과 공고
◯ 2020년 5월 11일~22일 (2주 간): 한국 회원 대표 추천인 확정
◯ 2020년 6월 2일: 확정된 한국 대표를 동아시아집행위원으로 공식 추천 

5. 이클레이 한국회원 요청사항

(~4월 24일) 이클레이 한국 회원 대표(회원 지자체 단체장) 추천 접수
접수 및 문의: 강정묵 정책정보팀장 <jeongmuk.kang@iclei.org / 031-220-8086>

mailto:jeongmuk.kang@icle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