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구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회원 모집 요령:
SIA 드림 프로그램에 가망회원 참여 확대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누립니다. 클럽 회원을 모집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명과 드림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 브랜드에 걸맞는 클럽 활동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망회원을 리브 유어 드림 상이나 드림 잇, 비 잇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집단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가망회원을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리브 유어 드림 상:


클럽 가망회원들을 리브 유어 드림 상 수상자 심사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이 수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지원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뿐 아니라 소롭티미스트에 가입해
이 여성들을 위해 수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 친구 및 지인들 중 클럽에 가입하면 좋을 분들을 가망회원 자격으로 리브 유어 드림 상
수상자를 위한 기념 만찬 또는 시상식 자리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LYDA 을 수상하고 상금을 받는
훌륭한 여성들과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망회원을 만난 후에는 로첼(Rochelle)이나 새라(Sara)와 같은 LYDA 수상자를 소개하는
동영상 링크를 가망회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전하고 우리 사명에 가슴 깊이 공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드림 잇, 비 잇:


드림 잇, 비 잇 총회 또는 세션이 열리기 전에, 클럽 회원과 가망회원이 모여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소녀들에게 배부할 자료집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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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I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참가 소녀들의 평가내용 및 내년도 계획 검토를 돕는 활동에
가망회원들을 참여시킵니다. 이는 가망회원이 소녀들이 직접 작성한 경험담을 읽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가망회원에게 드림 프로그램을 곧바로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방법을 한 가지 또는 모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망회원이 클럽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내년부터 바로 LYDA 와 DIBI 에 직접 참여해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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