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ub Name | 클럽 명칭                                                                                                                                                                                               Club Number | 클럽 번호  

Club Location | 클럽 소재지                                                                                                                                                       District Number | 디스트릭트 번호  

본 클럽은 본 회칙을 채택하는 때와 이후 필요한 경우, 클럽 운영 관리 목적으로 지정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표준 클럽 옵션 부
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정식으로 소집통보한 클럽 비즈니스 회의에서 정족수를 항상 충족한 가운데, 참석한 활동 회
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클럽 표결에 따라 최종 수정한 날짜: 20                                         년                                         월                                         일 
 
1. Name | 명칭 
클럽의 명칭은   입니다. 
 
2. Membership Composition | 회원 구성
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Article II, Section 1에 명시된 비차별 요건에 따라,  
본 클럽의 개인 회원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본 클럽에서 개인 명예 회원의 자격은                                       년 동안 부여되며, 기타 사항은  

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Article II, Section 5를 따릅니다.

3. Membership Dues and Fees | 회비 및 가입비
Toastmasters International 회비 및 가입비는 Policy 8.0: Dues and Fees 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본부에 미국 달러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 클럽은 또한 아래에 정의된대로 개인 회원으로부터 클럽 회비 및 가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 회비 및  
가입비는                                                                                                                                                         로 받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세요:

 Toastmasters International 회비 외에 추가적인 클럽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활동 개인 회원의 클럽 회비는                            (1인당      )입니다.

 회비는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Toastmasters International 회비를 포함합니다.

 비활동 개인 회원의 클럽 회비는 (1인당                             )입니다.                                                                                                                              ) 회비는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Toastmasters International 회비를 포함합니다.
 본 클럽의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신입 회원의 가입비는 1인당                입니다.

  Toastmasters International 신입 회원 가입비를 포함합니다.
 복귀 회원의 회비는 이전 개인 회원 자격과 동일하게 복귀하는 경우 1인당                입니다.
 다른 Toastmasters 클럽에서 본 클럽으로 편입하는 회원의 회비는 1인당          입니다.

 

표준 클럽 옵션 부록 
양식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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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astmasters.org/leadership-central/governing-documents#ArticleIIOffice29
https://www.toastmasters.org/leadership-central/governing-documents#ArticleIIMembership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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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gular Meetings | 정기 모임
본 클럽의 정기 모임은 활동 개인 회원의 모든 비즈니스 회의를 포함해, 매

,  에 아래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대면 모임만 진행합니다. (장소:  )
 온라인 모임만 진행합니다. (본 클럽이 때때로 지정하는 플랫폼과 서비스 사용)
 온라인 모임과 대면 모임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장소: 

)

5.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 운영위원회 회의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는 추후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어도  개최해야 합니다.

6. Additional Officers | 추가 운영진
본 클럽의 운영진과 상임 위원회는 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Articles VI, VII 및 VIII에 규정된 대로 선출,
의무와 임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클럽은 클럽 회칙에 명시된 운영진 역할 외에 별도로:

  추가 운영진 역할이 없습니다    . 
 본 클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임무에 맞게 아래의 운영진 역할을 추가합니다. 

.

7. Terms of Office | 임기
본 클럽은 아래의 임기로 운영진을 선출합니다.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년 임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및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임기 (6개월 임기를 선택하는 클럽은 1년 동안 매주 모임을 
해야 합니다.)

8. Rules of Order | 의사 규칙
Club Constitution for Clubs of Toastmasters International, Article IX에 따라, 본 클럽이 의회 운영 절차에 대한 최종 준거로 삼는 것은 아
래와 같습니다.

 Robert’s Rules of Order 개정판
 (본 클럽의 소재지 관할 구역에서 Robert’s Rules of Order 개정판 을 의회 운영 절차의 

준거로 삼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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