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걸쳐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삶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자원봉사 기구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신입회원 모집 도움 안내 : 데이터를 활용한 회원 모집
SIA 본부 직원들은 세계 전역의 클럽별, 리전별, 국가별 회원 수를 파악해 월 단위로 회원 동향을
파악합니다. 리전 총재와 리전 회원관리 의장 또한 리전 내 지부 또는 클럽 전체에 걸쳐 회원 수
증감을 모니터링하는 등 회원 동향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원 수 동향 수치를 보면
회원 규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전 세계적에서 회원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 클럽은 회원 수 동향이 어떻습니까? 수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회원 수를 성공적으로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목표 달성에 대한 심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 클럽 차원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회원 모집 전략을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세 단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를 실시합니다!

클럽에서 이미 갖고 있는 지난 몇 년간의 회원 명단이나 미팅 참석 기록 자료와 같은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어느 시기에 회원 수가 가장 많았습니까? 한 해 중 어느 시기에 회원 수가 늘거나
줄어들었습니까? 클럽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회원 수에 변화가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회원 수가 가장 많았을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연장자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2. 전략을 수립합니다!

과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그간의 회원 수 추세에 비춰 보아,
클럽의 기존 추세를 개선할 수 있는 올해의 합당한 목표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올해 2 명이 탈퇴할 경우 인원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새로 2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매년 3 명씩 꾸준히 늘어난 경우라면 4 명씩 늘린다는 목표도 나름
합당할 수도 있겠지요!
이때 기억할 점은 단순히 숫자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원들이 소롭티미스트에
가입하자마자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를 수립하고
참여 활동을 만들어서 균형 잡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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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척도를 측정합니다!

클럽 회원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면 목표 달성 진척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번달에
몇 명을 충원했는지, 그리고 올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월간
회의 계획에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그룹의 목표 달성 진척도가 양호할 경우
구성원 전체가 이를 축하할 수 있고, 그 외에 달성률이나 달성 노력이 미진하다면 이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잘 따르고 지역 차원에서 회원 증대 계획을 짤 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목표 달성
진척도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모집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클럽의 목표와 달성 진척도를 membership@soroptimist.org 에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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