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감상 후 시청자들과의 대화 요령
시청자들이 로타리가 제작한 가상현실(VR) 동영상을 본 후, 이들을 참여토록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VR 뷰어와 헤드폰을 벗는 것을 도와 주세요.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본 소감을
물어보고 이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실천’을 요청해 보세요.

기부 요청하기
로타리 초점분야를 위한 기부를 요청한다면, 다음 코멘트를 활용해 시청자에게 직접 기부나
온라인 기부(rotary.org/donate)를 권유하세요:


방금 보신대로 로타리안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 혹은 먼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로타리재단은 기부자의 기부금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봉사 프로젝트에
투입합니다.



방금 보신 로타리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지 않은신가요?



귀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기부가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기부를 요청한다면, 다음 코멘트를 활용해 시청자에게 직접 기부나 온라인
기부(endpolio.org/donate)를 권유하세요:


로타리는 지난 30 년이 넘게 소아마비 퇴치에 헌신해 왔으며, 이제 세상에서 소아마비를
영원히 몰아낼 날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기부하시겠습니까?



귀하의 기부는 로타리와 그 파트너 단체들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한 어린이가 평생동안 소아마비 걱정없이 살아가는 데에는 3 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상응기부 덕분에 귀하의 기부는 3 배의 효과를 발휘해 소아마비
퇴치를 더욱 앞당기게 됩니다.



귀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기부가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를 요청한다면, 다음 코멘트를 활용해 보세요:


방금 보신대로 로타리안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 혹은 먼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기금은 클럽이나 귀하와 같은 개인들의 기부로
충당됩니다.



우리 로타리클럽은 [초점분야 혹은 기타 사회적 대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금하는 기금은 [프로젝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초점분야 혹은 기타 사회적 대의]을/를 위해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귀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기부가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요청하기


방금 보신대로 로타리안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 혹은 먼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시 지역]에서도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사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시킨다].



저희는 이같은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날짜]에 시간을 내어 이
봉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클럽 참여 권유하기


로타리는 전세계에 120 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로타리가 전세계 지역사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활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역명]의 [클럽명]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클럽 활동과 친교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개인적 혹은 직업적 인맥을 쌓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럽 활동, 친교 활동, 자원봉사 활동의 구체적 사례를 제공한다]



[클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원하면 웹사이트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