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6B

Addendum of Standard Club Options | 표준 클럽 옵션 부록
Club Name | 클럽 명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ub Number | 클럽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ub Location | 클럽 소재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strict Number | 디스트릭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

본 클럽은 이 회칙을 채택한 시점부터 그 후 필요할 때마다, 표준 클럽 옵션 부록을 작성하여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선택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정할 경우, 정족수가 항상 충족되고 정식으로 소집 및 통보되는 클럽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개별 활동 회원의 최소 과반수 이상의
표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1. Name | 명칭

클럽의 명칭과 소재지는 위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칭 및 소재지는 클럽 회칙 Article X, Section 7에 규정된 것처럼 이 부록을 개정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Membership Composition | 회원 구성

클럽 회칙 Section 1 of Article II에 제시된 비차별 요건에 따라, 이 클럽의 개인 회원 자격은 다음으로 제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클럽 회원 자격에 제한 사항이 없다면, 위의 빈칸에 "제한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Membership Composition | 회원 구성

이 클럽에서 개인 명예 회원 자격은 ___________ 년 기간동안 부여되며, 그 외 사항은 클럽 회칙을 따릅니다.

4. New Member Fee | 신규 회원 가입비

이 클럽의 개인 회원 신규 가입비는 ___________달러이며, 클럽 회칙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신규 회원 가입비 외에 납부한 비용에는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지급하는 비용과 클럽 회비가 포함됩니다.)

5. Club Dues | 클럽 회비

활동중인 개인 회원이 지불할 클럽 회비는 ________________________동안 1인당 _________달러입니다. 이 회비는 ________________________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클럽 회비에는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6. Reinstatement Fee | 복귀 비용

휴면 개인 회원이 복귀하는 경우 복귀 비용으로 ___________달러를 지불합니다.

(복귀 비용은 선택 사항이며, 납부되면 해당 클럽에 귀속됩니다. 클럽에서 복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0”을 위의 빈칸에 기입합니다.)

7. Transfer Fee | 편입 비용

다른 Toastmasters International 클럽의 개인 회원이 이 클럽으로 편입하는 경우, 그 비용은 _________달러입니다. 이 클럽으로 이전하는 다른
조건은 클럽 회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 비용은 선택 사항이며, 납부되면 해당 클럽에 귀속됩니다. 클럽에서 편입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0”을 위의 빈칸에 기입합니다.)

8. Inactive Member Dues | 비활동 회원 회비

비활동 개인 회원의 회비는 _________________동안 1인당 ________달러입니다. 이 회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클럽 회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활동 개인 회원 회비에는 소속된 클럽이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지급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클럽에서는 비활동 회원의 회비를 활동 중인 개인 회원의 회비 수준까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Regular Meetings | 정기 모임

활동 중인 개인 회원의 비즈니스 모임을 포함하여, 본 클럽의 정기 모임은 때로는 클럽이 지정하는 대로 매주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시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개최됩니다.

10.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 운영 위원회 회의

본 클럽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최소 _____________________회 열립니다.

11. Additional Officers | 추가 운영진

본 클럽의 운영진은 클럽 회칙에 규정된 대로 선출과 임무, 임기를 지켜야 합니다. 추가로 본 클럽에 운영진으로 다음 사람을 선출합니다. 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운영진은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클럽에서 추가 운영진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의 빈칸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12. Terms of Office | 임기

본 클럽은 다음 임기로 운영진을 선출합니다(택 1).

_______  Half-year terms, from July 1 to December 31 and from January 1 to June 30.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월1일부터 6월30
일까지 6개월 임기.

_______  Full-year terms, from July 1 to June 30. |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년 임기.

(1년 내내 매주 클럽 모임을 갖는 곳은 6개월 임기를 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클럽은 1년 임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기의 시작과 끝은 클럽 회칙
Article VI, Section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3. Rules of Order | 의사 진행 규칙

Robert’s Rules(로버트 토의 절차 규칙)가 본 클럽 소재지 관할 구역에서는 의사 진행 절차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가 본 클럽에서 클럽 회칙 Article IX, Section 1에 명시된 Robert's
Rules(로버트 토의 절차 규칙)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로버트 토의 절차 규칙 개정판)가 의사 진행 절차로 잘 알려지지 않은 관할 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이

조항을 작성합니다.)

Last modified by required vote of club on | 다음 날짜에 요건에 맞게 표결로 개정됨 20_______년 ___월 ___일

Signed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ub Secretary | 클럽 서기

I acknowledge that my electronic signature on this document is legally equivalent to my handwritten signature. | 본인의 전자 서명이
본인의 수기 서명과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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