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회원 모집 요령: 회비 할인 활용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회원의 경우 SIA 연회비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이야말로 클럽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클럽 연도의 초반 동안 지역
주민이나 자원봉사자가 클럽 활동에 참여했는데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라면, 그
다음 돌아오는 새해야말로 이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소롭티미스트로서 회원이 누리는 가치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명에 헌신하셨고, 한마음 한뜻을 지닌 여성들과 함께 어려운 처지의 여성 및 소녀들의 경제적
자구능력을 키워 주는 글로벌 프로그램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도 겪으셨습니다.
또한 클럽 및 전 세계에서 많은 여성들과 인연을 만들어 왔고 리더십 배양 기회도 누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SIA 본부로부터 도움과 자원을 받아 이를 클럽들이 통일된 브랜드인 드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망 회원이나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해마다 회원 자격을
갱신할 만큼 좋은 혜택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회비가 할인되는 시기에 가망 회원을
정회원으로 가입시키면 회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회원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다음 해가 되면 적극적으로 회원 자격을 갱신할 것입니다.
회원 모집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클럽 전체가 이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회비가
할인되는 기간에 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회원 1명당 신규 회원 1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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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
클럽 회원들에게 목표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회원 1명당 신규 회원 1명을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분담한다면 클럽 규모가 금세 두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회원 각자가 지인들 가운데 클럽에 가입시키면 좋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인과 차 마시는 자리를 만들어서 SIA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클럽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 됩니다.


기존 회원에게 재가입 권유:
한때 소롭티미스트 회원이었던 분들은 우리의 사명과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가입 대상자입니다. 예전에 클럽 회원이었던 분들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이유로 탈퇴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재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재가입을 먼저 권유하셔야만 합니다!



지역사회 기관 접촉:
회원 모집 자료를 받을 대상 기관에 맞춰 클럽 연락 정보와 앞으로 개최될 행사 정보를

추가합니다. 지역의 학교, 기업체, 여성 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회원 모집 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클럽에 관심을 기울여 가입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소셜 미디어 활용:
클럽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분의 클럽과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을 널리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럽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포스팅을 공유하고 소롭티미스트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공유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답변을 보내고 다음번 미팅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검증된 회원 모집 방법을 실천한다면 클럽에서 가망 회원들과 분명히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이 되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에 대해 반드시 솔직하게 알려 주고, 1월 1일
이후에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곧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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