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즐겁게, "놀고" "학습＂하는 고양이의 세계
첫 번째 캐치 프레이즈
모두가 최우선
고양이 최우선 ＆ 참가자의최우선
고양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를 위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지만, 이를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Director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 두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Region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캐치 프레이즈
３ “F”
Free, Flat ＆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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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 Director 선거에서 당선되면 여러분과 함께 3
部개의 "F＂의 의미를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TICA
회원도,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배울 수있는 분위기 (Free)와 Director도 Judge도 일반
회원도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이야기 플랫 관계 (Flat),
그리고 자유 활달하게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논의하고
제안 할 수있는 분위기 (Frank)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캐치 프레이즈
One for All, All for One
럭비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만,
"개개인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Director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러한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TICA Asia East Region
조직 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야와타 주리
Juri Yawata
《약 력》
2000년 TICA회원
2008년 ACT CAT
Club설립
《사육 경력》
・Abyssinian
・Somali
・Bengal
《TICA자격》
・Master Clerk
・Entry Clerk
・전All Breed
Judge

TICA Asia East Region 디렉터 입후보에 따른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음의 3가지를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1.
2.
3.

저는 이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모든 재판을 연내에 종결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임기동안 새로운 소송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선거에서 당선 된다면 ActCatClub 블로그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약① 빠른 실행, 빠른 행동, 빠른 회신
TICA 구성원이 가진 의문이나 회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TICA의 신청절차와 규칙에 관한 문의나 불만사항, 요구사항
등에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답변하거나, 답변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TICA 본부에 조회 등) 회신할 것입니다.디렉터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디렉터에게 이야기하면 해결!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디렉터가
될 것입니다.

공약②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는 디렉터
비서를 통하지 않고 디렉터가 직접 여러분과 직접 마주하겠습니다.
디렉터의 독선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감시역할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TICA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을 디렉터가 직접 책임질 것입니다..
(※ TICA By-Laws에 근거하여 부디렉터(Deputy Director)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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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③ TICA 규칙 일본어 번역 웹사이트에 공개
Show Rules, Ckerking Manual 등 사용빈도와 필요성이 높은 규칙을
우선적으로 번역하겠습니다.규칙이 변경될 시에도 적절한 시기에 반영할
것입니다.

TICA본부나 임원진에게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성원에게는

공약④ TICA 본부나 임원진의 의견을 전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역할담당

임원미팅 전에는 규칙개정안에 관한 Asia East Region 구성원이나 참가자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필요에 따라 TICA 본부나 임원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임원미팅 후에는 보고회를 열어 Asia East Region 구성원이나
참가자에게 해설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第４テーマ
의견을
수렴하여 TICA 본부나 임원진에게 전할 것입니다. Asia East
Region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리전오피스가 블랙박스화하지 않도록
구성원과 참가자로부터의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の京」⾃治基本条例の⾒直し
공약⑤ 리전회계
투명성 향상
⽂京区のまちづくり⾏政は、区⺠目線で⾒れば世⽥⾕区や目⿊区、
리전회계내역을
第４テーマ모두 공표하겠습니다.영수증도 공개할 것입니다.
리전회계에
'번역료'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練⾺区などに⽐べると⼤きく⾒劣りすると⾔わざるを得ません。
どこの区市の何を学ぶかとても重要です。

공약⑥ 여러분의 '참가비'를 낮출 수 있는 수단강구
리전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기부나 협찬금에 의하여
충당하는 '특별회계'에서 참가비를 보전하는 방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먼저 리전쇼 참가비 인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약⑦ 차세대 심사위원 육성 프로젝트 설립
Asia East Region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전략 및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장비전'을 수립할 것입니다.차세대 심사위원 육성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日

공약⑧ TICA의
규칙개정 및 TICA 본부의 업무개혁
第1テーマ
임원으로서 TICA의 규칙개정 및 TICA 본부의 업무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모든 TICA Asia East 멤버 및 참가자의 목소리를 모아 TICA가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第３テーマ
공약⑨ 감시역인
자문위원회를 설치
디렉터의 독탄, 독선적 행동, 자의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막기 위하여
감시역을 맡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판단을 내릴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께 명시하며 판단의 과정을
공표할 것입니다.

공약⑩ 중립, 공정, 공평, 평등한 리전운영
구성원 및 참가자를 포함한 여러 스테이크 홀더에 의한 협동과 협치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차별과 편파성이 없는 리전을 운영할 것입니다. Asia East
Region 디렉터의 행동규범 및 Asia East Region 오피스의 행동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중립, 공정, 공평, 평등한 리전운영이 실시되고 있는지 일년에 한 번, 모든 구성원에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퍼블릭 인볼브먼트 (구성원의 참가), 퍼블릭 코멘트를 도입하여 폭 넓게 멤버가 참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전을 운영하여 나갈 것 입니다.

１

TICA Asia East Region의 건전한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２

TICA 구성원, 참가자 및 모든 스테이크 홀더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복 (公僕)임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３

TICA 구성원, 출연자 및 모든 스테이크 홀더와 중립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마주하며 행동하겠습니다.

４

TICA 구성원, 출연자 및 모든 스테이크 홀더가 제기한 의견 및
요구사항, 불만사항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수리하여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５

모든 판단에 앞서 판단의 과정을 명시하며 투명성 높은
프로세스를 통하여 설명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TICA Asia East Region의 공평, 공정, 평등한 운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겠습니다.
2. 모든 TICA 구성원, 참가자, 견학인원이 자유롭고 즐길 수 있는
쇼를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3. TICA 구성원, 참가자, 견학인원 등 모든 스테이크 홀더가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저함이 없고, '보고도 못 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지 않는 자유로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행동할 것입니다.
4. TICA 구성원, 참가자를 필두로 모든 스테이크 홀더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다가는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5. TICA 구성원, 참가자를 필두로 모든 스테이크 홀더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 된 리전운영을 확립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