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로타리 회원증강에 기여한 회원
에 대한 치하
신입회원 스폰서 표창 프로그램은 국제로타
리 이사회가 승인한 새로운 회원증강 이니셔
티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회원을 스폰
서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되
었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입회한 모
든 신입회원들의 스폰서들은 표창 대상이 됩
니다. 수상자들에게는 회원증강에 기여한 공
로를 치하하기 위해 특별 디자인된 멤버십
핀과, 핀의 뒷면에 부착할 패치가 수여됩니
다. 핀의 배경을 이루는 패치는 스폰서한 신
입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색상이 달라
집니다.

신입회원
스폰서 표창
프로그램
리더들과 함께하기:

www.rotary.org/myrotary/ko

스폰서한 회원 수에 따른 패치 색상

신입회원 1명

수상자 확인 절차

추가 정보

회원증강에 기여한 신입회원 스폰서를 찾아 표창을 받
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신입회원에 대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신입회원들은 입회식 이후 최대한 빨리 클럽 기록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청색
내 로타리에 로그인하여 로타리 업무/클럽 관리로 간다.

신입회원 2-3명
동색

신입회원 4-5명
은색

클럽 기록에 신입회원을 추가한다. 신입회원에게 로타
리의 환영서신이 전달되므로 신입회원의 정확한 이메일
을 입력하여야 한다.

[Sponsored By] 란에서 스폰서 회원을 찾아 클릭
한다. 신입회원에게 스폰서가 없으면 [No Sponsor
Information Given]를 선택한다.

퉁합된 클럽 관리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
는 클럽들은 신입회원 명단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
고 해당 칸에 스폰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신입회원
과 스폰서 회원 양쪽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로타
리로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로타리는 매주 각 클럽에 새로 파악된 스폰서 회원 명
단과 표창핀(패치 포함)을 우송해 드릴 것입니다. 클
럽 회장들께서는 클럽 모임 시간에 수상자들에게 표
창 핀을 수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배정하시기 바
랍니다.
클럽 회장, 지구총재, 차기총재는 모든 신입회원과 그
들의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보고서를 찾아 보
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폰서 회원들이 표창을 원하지 않으면, 이메일
축하 서신에 제시된 옵션을 통해 표창 핀과 이 프로그
램의 기타 표창 요소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입회원 6명 이상
금색

스폰서들은 곧 www.rotary.org에 신설될 ‘회원증강 공
로자 갤러리’에 등재되며, 지역잡지와 기타 로타리 출
판물에도 소개됩니다. 금색 패치 수상자로서 국제대회
에 참가한 회원은 RI 회장으로부터 특별 이벤트에 초대
됩니다.

스폰서한 회원의 기록을 검토한다. 신입회원 영입에 대
한 표창핀과 패치가 수여된다는 메시지가 스폰서 회원
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리스
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은 membershipawards@
rotary.org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