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문의 관리하기
(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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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org 에서 ‘내
로타리’에 로그인해 로타리
업무 > 지구 관리로
이동하세요.

문의 조회,
관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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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의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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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종류/상태별로 보거나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역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지구총재와 회원증강 위원장은 후보
이름을 클릭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 회원일 경우 표시되는 정보:
1. 로타리에 대해 알게 된 계기
2. 로타리 프로그램 참가 여부와 해당
프로그램

추천 회원일 경우 표시되는 정보:
1. 회원 후보에 대한 상세 정보
2. 추천자 정보

이적/전력 회원일 경우 표시되는
정보:
1. 현 클럽 및 역임한 직책
2. 전 클럽 및 지구

현직 임원은 누구나 가입 문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차기/직전
임원은 문의 내역을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면 상태 관리하기를 클릭한 후 상태
변경하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조치를 선택하세요.
클럽에 배정하려면 드롭다운 메뉴로 해당 클럽을 선택하세요.
배정하는 후보에 대한 추천 메시지나 클럽/지구 리더들을
위한 코멘트를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태에 따라
코멘트가 필수항목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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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의를 배정받지 않기로
선택한 클럽은 이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상태를 선택하면
해당 문의가 관리 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삭제된 문의
내역은 종료된 문의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번 단계 참조).

클럽이 배정받은 후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재배정을 위해 지구에 환원됩니다.

상태 변경 내역 섹션에는 진행 중인 문의에 대한 진척 상황과
클럽, 지구 또는 로타리 직원이 남긴 코멘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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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문의 내역을 확인하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혹은 아래 보고서 보기를 클릭해 가입
문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모두 조회하세요.

보고서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2 가지 보고서가 제시됩니다:



가입 문의 보고서 — 진행 중 및 종료된 문의와 관련
데이터가 문의별로 나열된 보고서
가입 문의 개요 — 문의자가 로타리에 대해 알게 된
계기, 진척 상황, 성별과 연령 분포, 연락/배정/가입에
소요된 평균 시간 등이 표시된 보고서

온라인 가입 문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가입 문의 활용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궁금한 점은 membershipdevelopment@rotary.org 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