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코치 동의서

클럽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 디스트릭트: ___________

지침
	�디스트릭트 총괄 책임이사(또는 위임받은 교육 총괄 책임이사나 성장 총괄 책임이사) 또는 소속 디스트릭트가 없는 
클럽은 국제본부(WHQ)가 다음 사항을 이행합니다.

 �  코치를 임명하는 시점에 코칭할 클럽의 회원이 3명 이상 12명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코치가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클럽의 회원이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  코치가 최소 1년 동안 Toastmasters International 에서 활동한 회원이었으며 1년 또는 6개월씩 두 번 클럽 운영진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코치가 최소한 패스의 레벨 2 이상이나, ACB(고급 커뮤니케이터 브론즈), ALB(고급 리더 브론즈)를 완료했음을 
확인합니다.

 �  코칭할 클럽의 클럽 운영진과 클럽 코치 모두 Base Camp 에서 클럽 코치 프로그램 교육 모듈을 완료했음을 
확인합니다.

	�디스트릭트 총괄 책임이사(또는 위임받은 교육 총괄 책임이사나 성장 총괄 책임이사) [또는 소속 디스트릭트가 없는 
클럽은 코치의 리전 어드바이저]가 다음 사항을 이행합니다.

 �  코치 및 클럽 회장(또는 위임받은 사람)과 함께 본 동의서를 검토하고 서명합니다.
 �  임명 당시 본 양식을 국제본부에 제출합니다.
	�본 양식은 이메일 clubcoach@toastmasters.org 또는 팩스 +1 303-799-7753로 제출하십시오.

자격 기준에 관한 질문은 clubcoach@toastmasters.org 에 문의하십시오.

동의 사항
	�클럽 코치는 다음 사항을 이해합니다.

 �  코치 활동 기간은 6월 30일까지 최소 6개월이며 클럽 코치 크레딧을 요청하기 전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치는 한 번에 한 클럽만 코칭할 수 있습니다.
 �  코치는 클럽 코치로 활동하는 중에는 자신이 코칭 하는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코치는 임명 후 30일 안에 Club Coach Preliminary Report(클럽 코치 사전 보고서)를, 매 60일마다 Club Coach 

Progress Report(클럽 코치 진행 보고서)를, 봉사 기간이 종료되면 Club Coach Final Report(클럽 코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클럽 코치 교육 프로그램 크레딧은 코치가 최소 6개월 활동 요건을 완료하고 해당 클럽이 6월 30일까지 우수 클럽 
이상을 달성해야 부여합니다.

 �  클럽 코치 디스트릭트 리더십 크레딧은 코치가 최소 6개월 활동 요건을 완료하고 해당 클럽이 6월 30일까지 우수 
클럽 이상이 되는 것 외에 추가로 20명 이상의 회원을 달성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  크레딧을 받으려면 해당 클럽 회장(또는 위임받은 운영진)이 클럽 코치가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국제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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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코치가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명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클럽 회장(또는 위임받은 클럽 운영진)은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운영진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우수 클럽(또는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  운영진 및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원수 20명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  클럽 운영진 회의에 클럽 코치를 초대합니다.
	�디스트릭트 총괄 책임이사(또는 위임받은 교육 총괄 책임이사나 성장 총괄 책임이사)는 다음 내용에 동의합니다.

 �  임명 당시 본 양식을 국제본부에 제출합니다.
 �  클럽 코치 보고서를 읽고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  클럽 코치가 반드시 Club Coach 360-evaluation(클럽 코치 360 평가)을 받도록 합니다.

확인 사항
본인은 본 클럽 코치 동의서의 조건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클럽 코치 이름(정자체로 쓰세요)                                                                                                              회원 번호

서명                                                                                                                                                                   클럽 코치 프로그램 교육 모듈 완료

클럽 코치 이름(정자체로 쓰세요)                                                                                                              회원 번호

서명                                                                                                                                                                   클럽 코치 프로그램 교육 모듈 완료

클럽 회장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이름(정자체로 쓰세요)                                                                     회원 번호

서명                                                                                                                                                                   클럽 코치 프로그램 교육 모듈 완료

디스트릭트 총괄 책임이사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이름                                                                         회원 번호  
(정자체로 쓰세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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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astmasterscdn.azureedge.net/medias/files/department-documents/club-documents/930ev-club-coach-360-degree-evalu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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