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회원 모집 요령: 성공적인 회원 모집을 축하합시다!
소롭티미스트 성공 축하 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클럽들은 클럽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회원 모집 및 활동 부문에서는 연맹 전역에 걸쳐 기막힌
이벤트와 모집 아이디어 몇 건이 출품되었습니다. 성공을 거둔 몇몇 클럽들의 활동을 함께 살펴봅시다!
참고로, 이들 클럽은 2016-2017년도 리전별 SCSA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운더 리전: SI 리오 비스타(연맹 가작)
- SI 리오 비스타는 지역사회 인구의 50%가 노년층이라는 사실에 비춰 클럽 회원들의 평균 연령을
검토한 끝에 보다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노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성인
커뮤니티에 있는 장년층과 관계를 맺는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에 글을 싣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페이스북 포스팅을 늘림으로써 SI/리오 비스타에서는
12명의 회원을 새로 모집해 회원 규모를 36%나 늘렸습니다.
 카미노 리얼 리전: SI 캘리포니아 주 맨해튼 비치
- SI 맨해튼 비치는 "친해집시다"라는 제목의 해피아워 행사를 주최해 우리 단체 가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에 어느
시간에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므로 초대받은 분들이 평소 바쁘더라도 부담 없이 왔다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바쁜 일상에 클럽 활동을 접목할 수 있을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세 분께서 실제로 가입하셨습니다!
 일본 니시 리전: SI 이와미
- SI 이와미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한 달간 회원 모집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
클럽에서는 목표 달성 기한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했고, 명확한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회원들의 성취 동기를 한층 북돋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클럽에서는 내규를 개정하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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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신규 회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결과, 한달 동안 무려
다섯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쾌거를 이뤄 냈습니다.
 중서부 리전: SI 캔튼/오하이오 주 하딘 카운티
- SI 캔튼/하딘 카운티에서는 건강과 피트니스에 신경 쓰는 몇몇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이
지역 헬스클럽 한 곳과 협력해 회원 모집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소롭티미스트 101
자료를 배부하고 여성 및 소녀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몇 분이 가입 의사를 밝혔고, 행사 마무리 시간에는 비회원을 위한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제공된 경품은 바로 소롭티미스트 회원 가입증이었고, 당첨되신 분은 그 이후로 쭉 아주
열심히 클럽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서양 남부 리전: SI 켄트 및 퀸 앤즈 카운티
- SI 켄트 및 퀸 앤즈 카운티에서는 퀸 앤의 연례 4-H 페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설치해
브로슈어, 회원 가입 정보, 개최 예정 이벤트 전단지, 리브 유어 드림 상 참가 신청서를 배포했습니다.
무려 20,000명에 달하는 참석자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희 회원 중 한 명인
태미 윌트뱅크(Tammy Wiltbank)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젊은 참석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롭티미스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다가 이번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
주시더군요.”
소개해 드린 전략들과 비슷한 전략을 여러분 클럽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모집한 회원들을 유지하는 방법을
그 다음 단계부터 바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연맹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클럽들의
사례를 꼭 참조하셔서 모집 활동을 펼치시고, 모든 회원들이 클럽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저트 코스트 리전: SI 오션사이드-캘리포니아 주 칼스배드(연맹 최종 후보 명단)
- SI 오션사이드-칼스배드에서는 회원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통감한 끝에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팅 참석이 더 이상 의무는 아니지만, 회원 각자가 더 많이 참석할수록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점심 미팅 비용은 참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되므로 더 이상
연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 회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이 클럽에서는 점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해 고참 회원들이 신입 회원들과 만나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데저트 코스트 리전,
선거구에 대해 소개하고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신입
회원들은 클럽에 열정이 넘치고 자신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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