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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Officer Agreement and Release Statement |
클럽 운영진 동의 및 면책 진술

지침
Toastmasters International은 클럽 운영진으로 선출된 모든 회원이 아래의 클럽 운영진 동의 및 면책 진술에 동의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클럽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클럽 기록으로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면책 진술
본인은 소속 클럽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항목210C, 영어로만 제공), 
클럽 리더십 핸드북 (KO1310), 그리고 이사회가 채택한 정관이나 정책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락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항상 전문적인 태도로 행동하며 Toastmasters International의 핵심 가치를 준수할 것입니다.
	�본인은 "토스트마스터의 약속"에 설명된 원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또 Toastmasters 클럽의 리더로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집니다. 
	�본인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개인이 아닌 당면한 문제에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차별, 괴롭힘, 경멸적이거나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삼갈 것이며 본인이 그러한 행동에 관여한다면 Toastmasters 
International, 본인의 소속 클럽이나 다른 클럽 또는 Toastmasters와 관련된 다른 개인에게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손실, 
비용을 배상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Toastmasters 프로그램이 Toastmasters International 또는 그 클럽에서 효과적으로 선별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자발적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수행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Toastmasters International, 그 클럽, 운영주체 및 대표자가 본인의 
클럽이나 타 클럽의 회원, 운영자 또는 Toastmasters International 운영자의 고의적 또는 과실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면제합니다.
	�본인은 Toastmasters International의 운영 문서 및 국가 법에 따라 이에 대한 신탁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입니다.
	�본인은 개인 회원, 클럽 및 디스트릭트가 Toastmasters 로고 및 문자상표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자체 로고를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모든 프로그램, 자료 및 내용이 Toastmasters International의 재산이며 어느 개인, 그 관계자 및/또는 조직도 재정적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Toastmasters International 국제본부로부터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항목210C, 영어로만 제공) 및 기타 지원 
문서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고 수락하며, 이는 클럽 리더십 핸드북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onfirmation｜확인
I have read and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lub Officer Agreement and Release Statement. | 

본인은 클럽 운영진 동의 및 면책 진술의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Full Name | 성명

Member Number｜회원 번호

Officer Position | 운영진 직위

Club Name | 클럽 이름    Club Number | 클럽 번호

Signature | 서명    Date (MM/DD/YYYY) | 날짜 (일/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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