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 년 지역 회원증강 계획: 실무 요약 & 실천 계획
지역: 한국 – 존 9 & 10A
프로필
지역

한국

존

존 9 및 10A

이사

윤상구

프로젝트 리드

이재윤 RC
문은수 전총재(PDG)

로타리 코디네이터
2015 년 6 월 30 일까지의

이재윤 RC, 존 9 및 10A
68,070

회원증강 목표

실무 요약
목표

주요 실행 지표

분야
A. 회원 유지율 증가

매년 8% 이하로 유지
2014-2015: 102 개 신생클럽, 정리 20 개

B. 로타리클럽 수 증가

2015-2016: 50 개 신생클럽, 정리 20 개
2016-2017: 50 개 신생클럽, 정리 20 개

C. 여성회원 비율 증가

2014-2015: 15% (약)
2015-2016: 16%
2016-2017: 17%
2014-2015: 300 명

D. 전회원 재영입

E. 40 세 이하의 회원영입 강화

2015-2016: 300 명
2016-2017: 300 명
2014-2015: 17%
2015-2016: 18%
2016-2017: 19%

존 9/10A 회원증강 워크숍(연 2 회)
F. 회원증강에 대한 지도부 연수

18 개 총재단 간담회(연 2 회)
지역(18 개 지구) 회원증강 세미나(로타리협의회): 회원증강 연사 초청
2014-2015: 58,000 명(2014 년 7 월 1 일 추정) → 68,000 명(17% 증가)
2015-2016: 71,000 명(4% 증가)

G. 한국 로타리안 수 증가

2016-2017: 74,000 명(4% 증가)
금년간 9, 000 명 회원증강의 목표
지구총재 임기 시작 전까지 150 명의 총재특별대표 임명

실천 계획
목표
목표

책임자

이행

예산

평가/벤치마크

날짜
A. 회원 유지율 증가
A.1 회원증강 및 유지 촉진

3 개년 위원회/ARC

(1) 2 년 내로 70,000 명을 넘겨서
분구할 수 있는 조건 구비 (2)
한국로타리 특성상 Club 마다 간사

A.2

신입회원 적응을 위한 멘토링 제도
활용

클럽회장/스폰서클럽회장/총재특별대표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Club
회원이 50 명 이상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 가능 (3) 차기총재 취임 전에

A.3 지구별 신입회원 연수회 실시

A.4

클럽회장/스폰서클럽회장/총재특별대표

변화를 주도하여 흥미 있는 주회

3 개년 위원회/ARC

프로그램 개발

지구총재/지구임원

특별대표 임명을 독려하고 지원 (4)
RC, ARC 를 통한 지구별 특강실시
(5) RLI 를 통한 봉사정신 함양 (6)
Magazine, Newspaper 등을 통한
로타리 홍보, RPIC 과 협조 (7)
지구마다 3 개년위원회 위원 추천

A.5 신입회원 역할 부여

전총재/지구총재/
클럽회장

임명, 협조 요청 (8) 18 개 지구
총재모임을 통한 지구 정보 교환 (9)
지구별 신입회원교육 유도 및
지도강사파견 (10) 멘토 제도 활용

목표

책임자

목표 이행
날짜

예산

평가/벤치마크

B. 로타리클럽 수 증가
B.1 1 년 2 차례씩 존 9&10A ‘지도자

3 개년 위원회/ARC

(1)회원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원증강 워크숍’개최/지역순회

분구 및 신클럽 창립임을 강조

회원증강 특강

(2)분구유도 및 신클럽 창립유도

B.2 지구내 클럽 분포도 조사를 통해
신생클럽 창립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클럽창립을 위한 전략 고안 / 특별대표
특별교육

3 개년 위원회/
ARC/지구총재/
지구지도부

로타리 지도자를 총재특별대표로 임명
B.4 신생클럽 창립에 필요한 도움을 RC,
지구총재, 3 개년 위원회 및 지도부와
함께 협조

지구총재/지구지도부

지구총재/지구지도부/
클럽회장 및 총무

B.5 로타리 지도자들에게 창립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신생클럽에 대해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일 것을 장려
B.6 각 지역별로 신생클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독려 및 연사지원

(4)특별대표에 대한 책임감 자긍심
고취시키는 전술
(5)로타리 코리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보도

B.3 (1)신생클럽 창립을 희망하는 회원 확인
(2)클럽창립이 필요한 전략적인 지역의

(3)신생클럽 창립시 포상 제도 실시

RC/ARC

(6)매달 신생클럽 창립 모니터링

B.7 신생클럽들에게 RC 표창:
(1) 특별대표 임명자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형상의 임명패
전달/ARC 참석
(2) 60 명 이상 창립회원/e-클럽인
경우 100 명이상: ‘캘럭시 탭’
(3) 500+순성장: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권 1 매
(4) 800+순성장: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권 2 매

RC

목표

책임자

목표 이행
날짜

예산

평가/벤치마크

C. 여성회원 비율증가
C.1 여성우대, 가산점부여, 매스컴,

로타리코리아/여성 회원증강

잡지에 여성 회원 홍보

위원회/클럽 회원증강 분과

C.2 여성 로타리안들에게 로타리

지구 회원증강 위원장/

지식을 심어주고 확신을 갖게 하기

클럽 회원 증강 분과

위해 여성클럽 창립 또는 여성회원
영입 활성화를 위한 팁 제공
C.3 클럽 성공사례자들로 구성된
연수팀 구성하고 지역 및 특강 RLI

지구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
클럽 봉사 분과/클럽 임원

를 통한 봉사 교육 실시
C.4 클럽 차원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클럽 임원/클럽 회원증강 분과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예상회원들을 확인
C.5 1 개 혹은 2 개 직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분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

지구 직업봉사 위원회/
클럽 직업봉사 분과

(1)지역별 여성 워크숍에
RLI 강사파견
(2)세미나 워크숍 등에 발표할
기회를 많이 부여

목표

책임자

D. 전력회원 재영입
D.1 로타리 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클럽의 현회장 및 전회장

전력회원 확인
D.2 회원이 탈회시 제명이라는 단어를

TFT/클럽임원

없애고 자격 종결로 통일
D.3 전력회원에 대한 멘토링
전력회원 설문조사 실시
D.4 전력회원의 재참여에 대한 성공사례
수집

클럽의 전회장/
지구 및 클럽 임원
클럽의 전회장/TFT 및
클럽 임원

목표 이행
날짜

예산

평가/벤치마크

목표

책임자

E. 40 세 이하의 회원영입 강화
E.1 e 클럽의 성장 모델을 연구개발

3 개년 위원회/ARC/
지구총재/지구 지도부

E.2 로타리안 자녀 및 로타랙터 출신으로
신생클럽 창립
E.3 가족 중심의 새로운 클럽 문화 개발

지구총재/지구 지도부/
지구 사무국장
지구총재/클럽회장 및
총무/클럽 집행부

E.4 젊은 직장인 영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젊은 직업인들에게 로타리 홍보

3 개년 위원회/
ARC/지구총재/
클럽회장 및 총무/
클럽 집행부

E.5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로타리안으로
영입

3 개년 위원회/
ARC/지구총재/
클럽회장 및 총무/
클럽 집행부

목표 이행
날짜

예산

평가/벤치마크

E.6 로타랙터, 인터랙터, 라일라, 그리고
청소년교환 프로그램 참가자들 중에서
예상회원 확인
E.7 RI 및 로타리재단 동창들을 추적하고,
이들을 로타리와 재연결시키도록 장려

지구 지도부/청소년연합/
지구 사무국장
지구 지도부/지구
사무국장

목표

책임자

목표 이행
날짜

예산

F. 회원증강에 대한 지도부 연수
F.1 3 개년 회원유지 위원회:

윤상구(RI 이사), 윤영석

15/04/2015

(재단관리위원), 윤성구

(분기별

구체적인 지역별 문제 확인,

(전 RC), 문은수 (전 RC),

회합)

지역의 3 개년위원회와 지역

이재윤(RC),

(1) 아이디어 나누기 그리고

총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김원표(RRFC),

강화

이종덕(RPIC),

(2) 분기별 회합에서 회원증강 및

김길수(전총재),

유지와 관련된 정보 업데이트

현천욱(현총재),

(3) 참석 인원: 20 명

장만영(전총재),
김동길(전총재),

경비지원항목:
회합실대여,유인물,다과,식사,
교통비, 주차비

손영화(전총재),
하윤수(차기총재),
박남수(전총재),
김종을(전총재),
이항구(전총재),
이정현(차기총재)/ARC

Zone 9, 10A 지도자
Zone 9,10A 지도자 상견례:
(4) 지도자 상견례
(5) 1 년 회원증강 개혁 스케줄
발표
(6) 참가 인원: 20 명

04/09/2014

400,000 원
$388.35 (미화)

평가/벤치마크

F.2 18 개 지구총재 회원증강
세미나(로타리협의회)
(1)각 지구의 회원증강 및 유지계획

RI 이사, RC, RRFC,

반기별 회합

RPIC 그리고 18 개
지구총재

현황 체크
(2)최신정보 전달
(3)의욕적으로 회원증강 및
유지계획을 시행하도록 18 개 지구의
총재들에게 동기부여
경비지원항목:회합실대여, 유인물,
다과, 식사, 교통비, 주차비

F.3 3 개년 회원증강 및 유지 워크숍:
(1)18 개 지구 회원증강위원회 위원장

RI 이사, RC, ARC,

4 차례의

호스트 지구임원

예비 회합

RC 및 그룹세션 트레이너

2 차례의

연수
(2)도전 및 문제 확인
(3)지도자 및 로타리안들에게
회원증강 및 유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
(4)제 1 차 워크숍에서 학습한
개념들을 적용
경비지원항목:회합실대여, 다과, 식사,
교통비, 주차비
F.4 3 개년 회원증강 및 유지 워크숍:
(1)18 개 지구회원증강위원회 위원장

계획을 위한

연수

회합

(2)도전 및 문제확인
(3)지도자 및 로타리안들에게
회원증강 및 유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
(4)제 1 차 워크숍에서 학습한
개념들을 적용
경비지원항목:회합실대여, 다과, 식사,
교통비, 주차비
F.5 3 개년 회원증강 및 유지 워크숍:
(1)18 개 지구회원증강위원회 위원장
연수
(2)도전 및 문제확인
(3)지도자 및 로타리안들에게
회원증강 및 유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

18 개 지구 회원증강

(23/08/2014)

위원장, 지구총재

4,500,000 원

특별대표,

연간 2 차례

지구확대위원장:총

워크숍

로타리안 150 명

식비:
$4,368.93 (미화)
임명패:
1,500,000 원
$1,456.31 (미화)

(4)제 1 차 워크숍에서 학습한
개념들을 적용

책자 및 현수막:
2,000,000 원

(총재특별대표 워크숍)

$1,941.75 (미화)

(5)특별대표를 많이 임명(약
150명)하여 그들에게 클럽창립을 위한
팁 제공
(6) 책임감 부여위해 임명패 수여
(7) 클럽 창립에 대한 보고 유도 및
어드바이스, 자료 제공
(8)특별대표들 간의 정보교환

사전준비연수회:
300,000 원
$291.26(미화)

경비지원항목:회합실대여, 다과, 식사,
교통비, 주차비
F.6 클럽창립의 알파에서 오메가:
특별대표들을 한 워크숍

목표

책임자

목표 이행
날짜

예산

G. 한국 로타리안 수 증가
G.1

국제로타리 및 한국 로타리

Zone 9,10A 지도자

현황 및 달성 목표 발표

회원증강 워크숍

7,000,000 원



지도자를 위한 동기 부여

참석 인원: 200 명

$6,796.12 (미화)



최다 회원 영입 지구, 최다





19/06/2014

식비 및 다과:

클럽 창립 지구 사례 심층

책자, 현수막:

발표

1,500,000 원

포상 제도 발표

$1,456.31 (미화)
장소 사용비:
1,000,000 원

평가/벤치마크

$970.87 (미화)
G.2



지구별 클럽임원들에게 회원
유지 증강 동기 부여,
신생클럽 창립유도



각클럽 성공사례 발표



로타리 홍보 촉진(RPIC)



로타리 재단기여



클럽별 수상 계획 발표



회원유지/증강 목표 달성을

2014-15 년 한국 로타리

12/07/2014

(등록비로 충당)

13/12/2014

식비 및 다과:

협의회
참석 인원: 1300 여명

위한 팁 제공
G.3



임원의 역할 분담 인식



전반기 목표 달성 점검



지도자를 위한 에너지 재충전,
재무장



중간 성공 사례 발표 및 표창



목표 달성된 지구는 제 2 차

2차 Zone 9,10A 지도자
회원증강 워크숍

10,500,000 원

참석 인원: 300 여명

$10,194.17 (미화)
책자 및 현수막:

목표 부여

1,500,000 원
$1,456.31(미화)
장소사용비:
1,000,000 원
$970.87 (미화)

G.4

신생창립된 많은 e-club의

한국로타리 e-club 성화를

실태파악 및 운영방법 연구

위한 간담회



상호 정보 제공

참석 인원: 100 여명



e-club의 미래 비전 예측



성공 사례 발표



15/01/2015

식비 및 다과:
3,000,000 원
$2,912.62 (미화)
책자 및 현수막:
1,000,000 원

$970.87 (미화)
준비모임:
500,000 원
$485.44 (미화)
G.5



성과보고

한국로타리 지도자 미팅



화룡점정

참석 인원: 30 명



차기년도를 위한 성공 사례

로타리 연도

900,000 원

말

$8,737.86(미화)

발표자 지정


시상을 받을 수 있는 팁제공



현 총재들에게 감사표시



차기 년도 계획 수립 지침
확보
RC 부담:
$29,126.21 (미화)

(프로젝트 리드가 제공한 환율)
1 달러(미화)=.00974693 원

총 요청 금액:

36,600,000 원
$35,637.78(미화)

Zone 9,10A 회원증강 목표수립에 대하여
2014-17 년도 RC 이재윤

1) RI에서 정한 3개년 계획이 2012~15년인 3년간이므로 일단은 2014~15년 1년간의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2)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집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많은 회원의 탈회로 회원증강이 매우 어려웠고 30명 미만의 약체클럽이 30%이상이 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3) 다행히 한국의 차기 총재들은 회원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원증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간은 9,000명 이상의 회원증강목표를 세웠으며, 총재특별대표 임명도 130명 이상을 했습니다.
임기 시작까지는 15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이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부 모두가 노력하여야겠고 금년에는 실제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5) 한국의 지도부에서도 회원증강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I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