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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관련 정보 
 
클럽의 대의원 배정표는 지구 연차대회가 개최되는 달 전월 1일 현재 클럽에 최소한 1년 1일간(만 
1개년) 재적한 복합지구/지구 내 각 클럽의 회원 수를 보입니다.  본 명단을 참조하여 지구대회에 참석할 
각 굳스탠딩 클럽의 대의원 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회에 미납금을 완납하지 않은 클럽(칼럼 "F" 참조)의 대의원들에게는 수표, 전신환 혹은 입금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체납금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할 때까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클럽은 대회 
의사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15일* 전에 체납금을 완납하면 굳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15일 전에 처리되지 않은 납입금은 클럽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미납금은 지불 방법에 따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 납입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금증서 
사본을 국제본부로 송부해 주십시오.   지불 방법은 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클럽의 미납금 처리 여부는 대회 개최 15일 전에 수취계정 및 클럽계좌 서비스과(전화: 630-203-3810)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후반기 국제회비 청구서(1월부터 6월까지)가 발급되기 전에 활동정지에 처해진 클럽은 체납금 전액을 
완납해야 정상클럽으로 복귀될 수 있으며, 굳 스탠딩이 되려면 후반기 회비도 아울러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회원명단의 “E”항, “일인당 미납금” “F”항, “투표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클럽은 지구 (단일, 준, 잠정 및 복합지구)대회에서의 투표자격을 증명받기 전에 반기분 
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굳 스탠딩 여부는 수취계정 및 클럽계좌 서비스과(전화: 630-203-3810)로 
연락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단의 “A” 난은 투표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굳스탠딩 
2 스태터스쿼 
3 현재 체납으로 인해 활동정지에 처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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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굳 스탠딩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 
**  “F” 난의 금액은 클럽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 납부해야 할 금액 
#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국제부칙 제 9조 3항 - 지구대회 클럽대의원 배정 
국제부칙 제 9조 3항에는 지구 연차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의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협회와 지구(단일, 정 및 복합)에서 굳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대회개최 전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표시된 입회한지 1년 1일 이상 된 회원 10명마다 그리고 
단수 5명 이상에 대해 대의원과 교체대의원 각 1명씩을 지구대회 (단일, 정 및 
복합)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굳 스탠딩인 각 차터 클럽은 최소한 
1명씩의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참석 시킬 권한이 있다.더욱이 각 지구(단일, 정 및 
복합)는 지구헌장 및 부칙으로 상기 클럽대의원 정수와 별도로 지구 내 클럽에 
소속한 각 전총재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수 있다.  자격이 증명된 출석 대의원은 
그 대회에서 결정하는 임원 선출 및 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본 항에 있는  단수는 5명 이상의 회원을 의미한다.  새로 
조직된 클럽과 대회개최 전에 신입회원을 가입시킨 클럽은 국제협회의 기록에 
최소한 1년 1일간 클럽에 재적한 회원 수에 기초를 두고 대의원 수를 정한다.  
클럽은 대회 의사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증명 마감일 15일* 전에만  체납금을 
완납하면 굳 스탠딩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는 상기 헌장의 조항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전입회원이 최소한 1년 1일간 전입한 클럽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클럽의 대의원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재입회원은 총 1년 1일 이상 재입한 클럽의 회원이었을 경우, 해당 클럽의 대의원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신생클럽의 경우 결성된 날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될 때까지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각각 
1명씩 배당한다.  그 후에 대의원수는 클럽에 1년 1일 재적한 회원 수에 기준한다. 

• 스태터스쿼 또는 활동정지에서 복귀하는 클럽의 경우 스태터스 쿼 및 활동정지로부터 복귀하는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최소한 1년 1일 재적한 회원 수에 기초하여 대의원수를 결정한다.  단, 
스태터스 쿼나 활동정지클럽에서 복귀한 클럽은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최소한 1명씩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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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방침서 제 5장 B1항 - 굳스탠딩  
이사회 방침 서에는 클럽대의원수에 적용되는 "굳스탠딩클럽"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굳 스탠딩 
굳 스탠딩 클럽은: 
a) "스태터스 쿼 혹은 체납금으로 활동정지에 처하지 않은 클럽";  
b) 국제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방침의 규정에 따라 운영.  
c) 다음 사항을 달성:  

1) 지구(단일, 정, 복합)회비 및 납입금을 완납; 그리고  
2) 국제회비 및 납입금의 미납액이 U.S.$10를 초과하지 않음; 그리고  
3) 협회 구좌에 90일 이상된 체납된 금액이 U.S.$50를 초과하지 않음.  

 
"굳 스탠딩 클럽" 자격 부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협회가 이에 관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국제헌장 제 6조 5항 - 대리투표 

“대리투표는 클럽, 지구(단일, 준, 복합) 및 국제대회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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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 산출 
대의원수 산출에 관한 다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1. 지구 연차대회가 2016년 4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본부 기록에 의하면 이 클럽의 

회원 수는 2016년 3월 1일 현재 1년 1일 이상 재적한 회원 수가 25명이다.  이 
클럽에서는 3명의 대의원과 3명의 교체 대의원을 지구대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예 2. 지구 연차대회가 2016년 4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총 회원 수가 23명인 클럽에 신입회원 

2명이 2015년 3월에 입회하여, 3월 달 월별보고서에 보고하였고, 2015년 4월에 
본부기록에 등재되었다. 이 클럽은 2명의 대의원과 2명의 교체 대의원을 지구대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2016년 4월 연차대회 개최 시 회원수가  25명 이지만, 새로 가입한 
2명은 2016년 3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의하면 1년 1일 이상 재적한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3. 지구 연차대회가 2016년 4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총 회원 수가 23명인 클럽에 

2명의 신입회원이 2015년 3월 31일자로 입회하였다.  신입회원들은 2015년 3월 달 
월별보고서에 보고되어 2015년 4월  국제본부 기록에 등재되었다.  이 클럽은 2명의 
대의원과 2명의 교체 대의원을 2016년 지구대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지구대회 개최 
시의 회원 수가 25명이지만 새로 가입한 2명은 2016년 3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의하면 1년 1일 이상 재적한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4. 지구 연차대회가 2016년 4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총 회원 수가 23명인 클럽에 

2명의 신입회원이 2015년 2월 1일자로 입회하였다. 신입회원들은 2015년 2월 달 
월별보고서에 보고되어 2015년 3월 5일에 국제본부 기록에 등재되었다. 이 클럽에서는 
3명의 대의원과 3명의 교체 대의원을 2016년도 지구대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2016년 
3월 1일자 국제본부 기록에 의하면 25명의 회원이 1년 1일 이상 재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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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별 복합지구/지구대회 대의원 배정수 
 

회원 배정 수 
1-14 1 

15-24 2 
25-34 3 
35-44 4 
45-54 5 
55-64 6 
65-74 7 
75-84 8 
85-94 9 

95 -104 10 
105-114 11 
115-124 12 
125-134 13 
135-144 14 
145-154 15 
155-164 16 
165-174 17 
175-184 18 
185-194 19 
195-204 20 
205-214 21 
215-224 22 
225-234 23 
235-244 24 
245-254 25 
255-264 26 
265-274 27 
275-284 28 
285-294 29 
295-304 30 

 

국제부칙 제 9조 3항 및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 17장(회원) A.3항에 따라, 대회 대의원 배정 수는 
대회 개최 전월 1일 현재의 회원 수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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