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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Payments | 창립비 납부

Submitted by | 제출자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U B N A M E | 클 럽 명

Club number | 클럽 번호_ _______________

Toastmasters club of | 클럽 소재지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strict | 디스트릭트 _ __________________
CIT Y & S T A TE /PROVI NC E | 시 / 주 또 는 도    C O UNTRY | 국 가

Toastmasters International 내규 규정에 따라, 아래에 서명한 본 클럽의 회장과 서기는, 하기 일자 현재 클럽의 회원 내역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하기 항목 7에 명기된 Toastmasters International 납부 금액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참고: 
Toastmasters 클럽을 창립하는 데는 최소 20명이 있어야 하며, 그 중 17명은 다른 Toastmasters 클럽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중 회원이
필수인 고급 클럽은 제외)
1. Charter fee of US$125 | 창립 수수료 125달러 (아직 미납인 경우)		
2. Total number of new members | 총 신규 회원 수 		
Total number of dual members | 총 이중 회원 수
_________   	
Total number of reinstated members | 총 복귀 회원 수
_________   	
Total number of transfer members | 총 편입 회원 수
_________   	

_____________
0.00
_________ @ 20달러*    _____________
0.00
   _____________

0.00
   _____________
   _____________
0.00

(편입 회원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회원은 기존 클럽에서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3. 해당하는 경우:
a. California clubs add 7.75% sales tax: Line 1 x .07756 | 캘리포니아주 클럽은 판매세 7.75% 추가: 1번 항목 x .07756
$0.00
b. Colorado clubs add 2.9% sales tax: Line 1 x .029 | 콜로라도주 클럽은 판매세 2.9% 추가: 1번 항목 x .029
_____________
4. Total dollar amount for lines 1-2 | 1-2번 항목 달러 총 합계		
_____________
5. Total number of members paid | 납부한 회원의 수 _________		
@ 45달러    _____________
창립 회원의 회비는 비례 배분되지 않습니다.		
편입 회원이 기존 클럽에서 납부한 금액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_____________

6. Renewals (optional) | 갱신 회비(선택사항)

_____________

7. Total amount enclosed: Total of lines 3, 4, 5 and 6 | 동봉한 총 금액: 3,4,5,6 항목의 총 합계

$0.00
_____________

 oastmasters International의 내규에 따라, 클럽 창립 시에 6개월 치 회비를 납부하지만, Toastmasters 클럽은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에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9월 또는 3월에
T
창립하는 클럽은 2개월 사이에 각 회원에게 두 번 회비를 징수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갱신 회비를 지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창립하는 클럽의 다음 갱신 회비
납부일은 4월 1일입니다. 만일 4월부터 9월 사이에 창립한다면, 클럽의 다음 갱신 회비 납부일은 10월 1일입니다. 클럽을 창립하는 월에 따라 해당되는 갱신 회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창립 회원 신청서를 확인하세요.

각 창립 회원이 작성한 창립 회원 신청서가 클럽에 파일로 보관되며 계속 보유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신규 회원 및 클럽 운영진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 시, 클럽은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회원 신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서명을 첨부함으로써 신규 회원은 회원의 동의 및 면책, 그리고 토스트마스터의 약속을 수락함을 증명합니다.
신규 회원 신청서에 서명을 첨부함으로써 클럽 운영진은 해당 회원이 클럽에 가입했고 적절한 오리엔테이션과 멘토링을 받게 될 것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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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ed | 서명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ESIDENT | 회장

Date | 날짜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thod of Payment | 납부 방법

Signed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CRETARY | 서기

Date |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클럽 창립비와 회비, 수수료는 디스트릭트 리더가 클럽 회장, 부회장, 또는 재무를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스트릭트 자금이나 디스트릭트 리더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클럽 창립비는 다른 클럽이 납부할 수 있으나, 회비와 수수료는 그럴 수 없습니다.
Check / Postal money order | 수표/우편환 (미국 은행에서 발행된 미국 자금, Toastmasters International에 지급)
Number | 번호 _______________   Amount US$ | 달 러 금 액 _________________
Credit card | 신용 카드  

Visa  

MasterCard  

AMEX  

Discover

정자체로 작성하세요. Expiration date | 유효 기간______________________
Card number | 카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s it appears on credit card | 신용 카드에 기재된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의 전자 서명이 본인의 수기 서명과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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