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회원을 스폰서 하는 것은 단지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폰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역할이 수반됩니다:

� 모집자
� 주인 (손님을 섬기는)
� 멘토르

모집자
신입회원은 클럽의 활력소입니다. 이들을

귀 클럽에 입회시켜 새로운 재능, 아이디어

및 열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속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발굴하십시오.

협회에 관한 귀하의 열정과 지식을 함께

나누십시오. 지방 및 국제적인 라이온들의

활동상을 알리십시오. 다음 사항을

홍보하십시오...

� 라이온지의 기사

� 라이온들의 활동상을 실은 신문기사

� 라이온 혹은 라이온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스폰서
국 제 협 회

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

국제협회는 자랑스런 역사를 지닌 강력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소속 지역사회를 위해
시간과 관심을 쏟은 헌신적인 클럽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가 강력한 단체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라이온 전원이 신입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이들을 입회 시켜야 합니다.



이들의 관심을 끄는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라이온들의 활동상을 강조하거나 귀

클럽이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십시오.

귀 클럽, 클럽활동 또는 방침에 관한 무슨

질문이든지 답하십시오.

귀 클럽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하십시오.

초대할 시, 행사장 입구에서 이들을 환영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라이온들에게 소개

시키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적인 정보망의

형성, 새로운 스킬 습득, 타인을 돕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포함,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십시오.

주인(손님을 섬기는)
잠정회원이 환영을 받으며 회원이 되어 이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주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회의에 초대하십시오. 이들과 동행하도록

배려하십시오.

� 회의에서 환영 받도록 확인하십시오. 타

라이온 들에게 소개 시키고 열정적인 회원

옆에 앉도록 하십시오.

� 회의를 하기 전에 클럽임원과 상의하여 잠정

회원을 특히 환영해주도록 배려하십시오.

� 회의 시 토론에 참여하도록 시도하십시오.

클럽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는 클럽활동에

동참시키 십시오.

잠정회원이 가입하면 입회식을 계획하십시오.

신입회원을 입회시킬 때마다 회원 키상을 위한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입회원을 입회 (2, 5, 10, 15, 20,

25, 50, 75,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and 500 명) 시킬 때 상을 받습니다.

멘토르
잠정회원이 입회하였다고 해서 스폰서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지속적인 회원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직 만나지 못한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소개

시키고 그룹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배려하십시오.

� 회의에 동반하십시오. 항시 연락을 취하

십시오.

�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확인하십시오.

� 이들을 고무시켜주며 충고자 역할을 하십

시오 .

� 라이온스 멘토링 프로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고려해 보십시오. 따라서 신입회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스폰서 한 회원이 적극적이며 라이온스

모토에 입각하여 활동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모토:

우리는 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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