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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總   則

第 1 條 [名 稱] 本會는 陸軍士官學校(以下 陸士) 第14期 同期會라 稱한다.

第2 條 [目 的]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團結을 鞏固히 하고 陸士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章   會   員

第 3 條 [會員의 資格]   

1. 本會  會員은 陸士第14期 卒業生으로 한다.

    2. 陸士第14期로 入校하여 基礎軍事訓練過程 以上을 履修하고 中途에 退校한
 者中 本人이 入會를 申請한 者는 任員會의 審査 및 議決을 거처 會員이 된다.

3. 任員會의 發議에 依한 總會의 決議가 있을 때에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4. 모든 會員의 地位는 平等하다.

第 4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1. 모든 會員은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지며 本會 積立基金에 의한 惠澤을

 別途 定하는 規定에 따라 받을 權利가 있다.  

但, 積立基金 惠澤은 會費納付會員에 限한다.

    2. 모든 會員은 本 會則에 依據하여 制定된 모든 規則을 誠實히 

遵守하고 會員의 個人 或은 全體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아야 하며 本會의

 모든 決定에 服從하고 所定의 會費(基金)을 納付할 義務를 지닌다.

第 3章   總   會

第 5 條 [總會의 構成] 本會에 總會를 두고 總會는 會員 全員으로 構成한다.

第 6 條 [總會의 召集]

  1.總會는 定期와 臨時로 區分하여 召集한다.

    2.定期總會는 每年  6月에 會長이 召集함을 原則으로 한다.

    3.會長 및 會員 20名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이 臨時總會를 召集한다. 

4.總會의 召集은 늦어도 10日前에 會員에게 召集日時 및 場所를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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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條 [總會의 機能]   

1.總會는 本會의 業務에 關한 諸般事項을 審議決定한다.

    2.다음 事項은 總會에 回附되어야 한다. 

가. 會則 및 關係規定의 制定 및 改正

나. 會長의 選出

다. 本會의 年間事業結果 및 決算承認

라.基金積立 및 使用에 關한 重要事項

마.本會活動 및 運營에 對한 結果報告

바.其他  重要事項

第 8 條 [總會의 議決]

總會는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4章  任  員  會

第 9 條 [任員會의 任務]  

任員會는 本會의 諸般行政 및 財務事項을 執行하며 親睦活動을 遂行한다.

第 10 條 [任員會의 構成]

1.任員會는 會長, 副會長 若干名 및 監事와 各 部長으로 構成한다.

    2.任員會에 總務部, 財務部, 連絡部를 둔다.

第 11 條 [會長의 選任과 任期]

1.會長의 選出은 總會에서 會則 2章3條1項의 會員中에서 選出한다.

    2.會長의 選出은 擧手同意 또는 投票에 의해 決定되며 그 節次는 

        다음과 같다.

         가. 會長選出을 위한 會議進行은 現 會長이 한다.

         나. 會長 立候補者는 3人 以上의 同意提請을 받아야 한다.

         다. 立候補者가 1人 일시 擧手同意로서 當選者를 決定한다.

         라. 立候補者가 2人 以上일시 擧手同意 또는 投票로서 當選者를

            決定한다.

         마. 投票는 直接 秘密投票로 하며 1차 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시는

           2차 投票를 實施하여 多數 得票者로 決定한다. 

         
    3. 會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重任이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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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2 條 [任員의 闕位]

1.會長 闕位時에는 任員中에서 副會長, 總務, 財務, 連絡의 順으로 會長職을

 代行하며, 그  代行期間은 會長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2.部長이 그 任務를 擔當할 수 없을 때는 辭任 또는 解任되며 會長은 卽時

 그 後任者를 任命하여야 한다.

第 13 條 [會長의 任務  및 權限]

1.會長은 本會則이 定하는바 諸般業務를 執行하며 對外的으로 本會를 代表한다.

2.會長은 當選後 10日以內에 本會의 年間 運營計劃 및 豫算案을 作成하여야 

한다.

    3.會長은 副會長 및 各部 部長을 任命하며 任務를 附與 管掌케하고 任員會活動에 

對한 責任을 진다.

    4.會長은 基金管理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5.會長은 任期滿了에 際하여 新任會長 選出前에 總會에서 年間事業  및 決算

報告를  하여야  한다.

6.會長은 다음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가. 總 會

나. 任員會 會議

7.會長은 前項의 "나"에 있어서 議決事項이 可否同數의 경우 決定權을 갖는다.

第 14 條 [各任員의 任務]

1.總務部長은 庶務, 行政, 會議, 涉外活動, 同期會歷史의 記錄維持, 親睦 및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는 諸般事項을 管掌한다.

    2.財務部長은 基金積立 및 管理 豫算編成 記錄 및 帳簿의 永久保全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3.連絡部長은 硏究活動, 連絡, 一般 刊行物製作 및 送達에 關한 事項을 管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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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5 條 [任員會 會議]

1.任員會 會議는 會長이 召集한다.

    2.各部長은 會長에게 任員會 會議召集을 要求할수있으며 審議할 案件을 

提出하여야 한다.

3.任員會 會議召集은 會長이 늦어도 會議 3日以前에 會議의 召集日時, 場所 및 

審議案件을 各部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4. 任員會 會議는 적어도 分期1會 召集한다.

第 16 條 [任員會 會議의 議決]

1.다음 事項은 任員會 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가. 本會의 年間 運營計劃

나.豫算案 및 決算報告

다.任員會 各部活動에 關한 重要事項

라.本會則에 依한 諸規定의 制定 및 改定에 關한 事項

마. 會員資格喪失에 關한 事項

바.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2.任員會 會議의 議決은 任員2/3의 出席과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 5章   財    政

第 17 條 [財  源]

1.同期會員 相互間의 實質的 相扶相助의 土臺를 마련하기 위하여 基金을

 積立한다.

2.本會財政은 同期會費 및 贊助金을 基金으로 하여 運營한다.

3.基金은 增殖하고 年間 運營費의 殘額은 基金에 加産하여 基金의 增加를 

圖謀한다.

4.同期會費 受納, 基金積立, 增殖, 使用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別途細則으로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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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 條 [豫算 및 決算]

1. 年間豫算은 基金利殖 範圍內에서 運營한다.

    2.會長은 當選 10日以內에 年間 豫算案을 作成하여 任員會議議決을 거쳐서

 確定하고 會員에게 書信으로 通知한다.

    3. 決算報告는 定期總會에서 한다.

第 19 條 [財政細則]

1. 다음의 경우에 扶助金을 支給한다.

가. 本人 死亡時 50萬원 및 弔花

나. 配偶者 死亡時  20萬원 및 弔花 

다. 父母 死亡時 弔花

        라. 負傷 또는 疾病으로 인한 長期入院 時  任員會 決定에 의거 20만원 

이내의 慰問金 傳達

마. 子女結婚時 10萬원 또는 花環

    2. 다음의 經費는 任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正常的으로 支出할 수 있다.

가. 連絡活動을 위한  諸般經費

나. 對外活動을  위한 諸般經費

다.任員會 會議費

라. 其他 經常費

第 20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7月1日에 始作하여 次年度 6月 30日에 終了한다.

第 6章   會 則 改 正

第 21 條 [會則改正의 提案] 

本 會則改正의 提案은 會長  및  會員20名 以上의 要求로서 한다.

第 22 條 [會則改正의 議決] 

本 會則改正의 議決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 23 條 [會則의 公布]   議決된 會則은 會長이 10日以內에 公布한다.

附      則

本 改正會則은 2003年 4月25日 公布하며 公布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