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MBERSHIP APPLICATION &  회원가입 신청서 및  
PAYMENT INFORMATION  납부 정보
클럽 회원이 되시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2. 납부 정보 서류(3페이지)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3. 이 두 가지 서류를 클럽 운영진에게 제출하세요.
4. 교육 자료를 보기 위해 스크린 리더와 같은 보조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여기에 체크해주세요.

문의 사항은 membership@toastmasters.org로 보내주세요.

Club Information | 클럽 정보 
이 부분은 클럽 운영진이 작성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ub number | 클럽 번호  Club name | 클럽 이름  Club city | 클럽 소재지  

Applicant Information | 신청인 정보
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st name/Surname | 성 First name | 이름 Middle name | 중간 이름

월간 Toastmaster 잡지는 다음 주소로 배송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ganization/In care of | 조직/소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line 1 | 주소 1(최대 35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line 2 | 주소 2(최대 35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 시 State or province | 주 또는 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untry | 국가 Postal code |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me phone number | 집 전화번호 Mobile phone number | 휴대전화 번호  Email address | 이메일 주소
 

  Male | 남성         Female | 여성         Other | 기타 Membership Type | 회원 유형 
이 부분은 클럽 운영진이 작성합니다.

  New | 신규 

  Dual | 이중 

   Transfer | 이전(신청인이 
다른 클럽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 아래 세 개 항목을 작
성해주세요.)

   Reinstated (break in  
membership) | 복귀(휴
면 회원) 

   Renewing (no break in 
membership) | 갱신(비
휴면 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evious club name | 전 소속 클럽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evious club number | 전 소속 클럽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mber number | 회원번호

MEMBERSHIP APPLICATION | 회원가입 신청서

I want my membership to begin: |  
회원 자격을 다음 날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onth/Year | 월/년

1페이지

Club Dues and Fees Worksheet | 클럽 회비 및 가입비 워크시트
클럽 회비는 클럽에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제본부에 클럽 회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International Fees and Dues | International 가입비와 회비 달러   _________________

(위의 제3항)
Club new member fee | 클럽 신입회원 가입비  _________________

Club dues | 클럽 회비  _________________

Total payment to club | 클럽 납부 비용 합계 _________________

Toastmasters International Dues and Fees | Toastmasters International 가입비와 회비
이 부분은 클럽 운영진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가입비와 회비는 선불이며 반환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1. New member fee (US$20) | 신입회원 가입비(20달러) 달러  ________ 
가입비는 신규 회원만 납부하며 최초 교육 패스, 온라인판 탐색,  

등록과 관련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Membership dues | 회비 달러  ________

회비는 1년에 2차례 납부하며 회원 기간 시작 월부터 비례 배분됩니다.  

3.  Total payment to Toastmasters International |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납부할 총 금액 달러  _________ 
제1항목과 제2항목의 합계. 
 

 October | 10월
 November | 11월
 December | 12월
 January | 1월
 February | 2월
 March | 3월

or | 또는  April | 4월
or | 또는  May | 5월
or | 또는  June | 6월
or | 또는  July | 7월
or | 또는  August | 8월
or | 또는  September | 9월

달러45.00  달러_________
37.50    _________
30.00    _________
22.50    _________
15.00    _________

7.50    _________



Sponsor of New, Reinstated or Dual Member | 신규, 복귀, 또는 이중 회원의 스폰서 
이 부분은 클럽 운영진이 작성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ponsor’s last name/surname | 스폰서 성 Sponsor’s first name | 스폰서 이름  Sponsor’s member number | 스폰서 회원번호  Sponsor’s club number | 스폰서 클럽번호 
    

Member’s Agreement and Release | 회원의 동의 및 면책
본인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Toastmasters 클럽 회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토스트마스터 약속과 Toastmasters International의 정관, 회칙, 내규 및 
본인이 소속된 클럽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차별, 괴롭힘, 집단 따돌림, 경멸적이거나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삼갈 것이며 
본인이 그러한 행위에 관여한다면 Toastmasters International, 본인의 소속 클럽이나 다른 클럽 또는 Toastmasters와 관련된 다른 개인에게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Toastmasters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과 Toastmasters International 또는 
소속 클럽에서 이들을 선별하거나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므로 본인은 Toastmasters International, 클럽, 운영 주체, 임원, 직원, 대리인, 대표자에게 본인의 
소속 클럽 또는 다른 클럽의 회원 또는 운영진, 또는 Toastmasters International의 임원이 저지른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위 또는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특정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Toastmasters, 디스트릭트, 클럽, Toastmasters 회원에 관한 모든 분쟁과 청구금, 비용을 Protocol 3.0: 
Ethics and Conduct에 따라 해결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합니다. 
 ■ 조직 관리 및 회비 납부, 그리고 회원과 Toastmasters 임직원에게 배포할 회원 연락처 목록에 본인의 연락처를 포함할 목적으로 이 회원가입 신청서를 통해 

Toastmasters에 제공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사용, 처리됩니다. 또한 Toastmasters 홈페이지와 전자 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Toastmasters 
International이 수집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사용, 처리됩니다. 

 ■ 본인의 정보를 Toastmasters, 그 임직원과 대리인, 클럽 운영진이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Toastmasters International 홈페이지 www.toastmasters.org/login에 있는 본인의 개인 프로필 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본인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신청서에서 요청한 자료의 대다수는 관리 및 계획 용도에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A Toastmaster’s Promise | 토스트마스터의 약속
Toastmasters International과 소속된 클럽의 회원으로서 
본인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클럽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Toastmasters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모임 과제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수행합니다.

 �동료 회원에게 유용하고 건설적인 평가를 제공합니다.

 �모든 회원이 긍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이 유지되는 클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클럽 운영진 제의를 받는다면 클럽 운영진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클럽 동료 회원과 게스트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Toastmasters 회원이 누리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게스트를 
클럽 회의에 초대합니다.

 �모든 Toastmasters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의 지침 및 규칙을 
준수합니다.

 �모든 Toastmasters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진실, 존중, 봉사, 
탁월이라는 Toastmasters의 핵심 가치 안에서 행동합니다.

Verification of Applicant | 신청인 확인
By my signature below, I agree to the terms of A Toastmaster’s Promise and the Member’s 
Agreement and Release stated above, and certify that I am 18 years of age or older (in 
compliance with the Toastmasters 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I acknowledge that my electronic signature on this document is legally equivalent to my 
handwritten signature.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위에서 언급된 토스트마스터의 약속과 회원의 동의 및 면책  
조건에 동의하며 Toastmasters International 클럽에 적용되는 Toastmasters 클럽 회칙에 
따라 18세 이상임을 증명합니다.
이 서류에 명기된 본인의 전자 서명이 본인의 친필 서명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Verification of Club Officer | 클럽 운영진 확인
I confirm that a complete membership application, including the signatures of the new 
member and a club officer, is on file with the club and will be retained by the club.

By my signature below, I certify that this individual has joined the Toastmasters club 
identified. As a club, we will ensure that this member receives proper orientation and 
mentoring.

I acknowledge that my electronic signature on this document is legally equivalent to my 
handwritten signature.

회원과 클럽 운영진의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이 완료된 회원가입 신청서가 클럽에 파일로 
보관되며 계속 보유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래 서명으로 본인은 이 사람이 Toastmasters 클럽에 가입했음을 증명합니다. 클럽은 이 
회원이 적절한 오리엔테이션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서류에 명기된 본인의 전자 서명이 본인의 친필 서명과 법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ub officer’s signature | 클럽 운영진 서명 Date | 날짜

회원가입 신청서가 유효하려면 양쪽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이템 KO800  Rev. 8/2018 2페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s signature | 신청인 서명 Date | 날짜

서비스 세부사항, 교육 관련 업데이트, 조직 관련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 확인란에서 원하시는 연락 방법에 체크해주세요.   Mail | 우편   Email | 이메일   Phone | 전화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면 여기에 체크해주세요   
클럽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toastmasters.org/footer/privacy-policy



3페이지

PAYMENT INFORMATION | 납부 정보

  MasterCard

  Visa

  AMEX

  Discover 

달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mount |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ard number | 카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piration date | 유효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n card | 카드에 표기된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서명

   Check or money order | 수표 또는 우편환 
수표 또는 우편환은 미국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달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mount |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ck or money order number | 수표 또는 우편환 번호

  Other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ther | 기타

클럽 운영진은 회원가입 신청서 및 납부 정보 서류를 받은 다음 아래 설명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세요.
2.  www.toastmasters.org/clubcentral에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납부 정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세요. 해당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1 303-799-7753번으로 팩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Membership, Toastmasters International, 9127 S.  
Jamaica St., Suite 400, Englewood, CO 80112, U.S.A. 중복되지 않게 이 중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납부 정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한 것이 확인되면 클럽 운영진은 다음을 진행합니다.
    a. 신청인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기타 클럽 서류를 보관하고
    b.  즉시 신청서 3페이지에 있는 신청인의 납부 정보 서류 원본과 전자 복사본을 포함해 클럽 운영진 또는 클럽에서 보관 중인 모든 복사본을  

파기합니다.

Payment Method to Toastmasters International |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납부하는 방법
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며 국제본부로 지불할 때만 사용합니다(금액은 1페이지 제3항을 참조하세요). 국제본부에서는 클럽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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