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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열기

기고하기

공유하기

시청하기

• 클럽 회원, 친구, 가족과 함께 세계
소아마비의 날을 기념하는 지역사회
행사를 기획하세요. 지역 미디어, 정
부 인사 및 기타 리더들을 초빙해 로
타리를 소개하세요. 행사 개최 및 모
금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 페
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세계 소아마비의 날과 소아마비 퇴
치를 위한 우리 클럽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신문사를 비롯한 언
론 매체에 소개하세요. 세계 소아
마비의 날 행사를 지역 잡지 또는
소식지의 '일정' 섹션에 수록되게
하세요.

• 소셜미디어에 세계 소아마비의 날
툴킷의 샘플 포스트를 게시하세요.

• 10월 24일에 개최되는 국제로타리
온라인 글로벌 업데이트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통
해 행사 소식을 공유하세요.

• 로타리 폴리오플러스 기금을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하세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이 모든 모금액의 2배를
상응 기부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모은 세계 소아마비의 날 모금 행사
는 '내 로타리'에 소개됩니다.

• 소아마비 퇴치의 중요성에 관한 글
을 지역 언론 매체의 오피니언란에
기고하거나 편집장에게 보내세요.

•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EndPolio
Now를 팔로우하고, endpolio.org
의 세계 소아마비의 날 페이지를 방
문해 최근 소식을 확인하세요.

• 정부 관료에게 소아마비 퇴치 노력
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
신을 발송하세요.

• endpolio.org의 자원 센터에서 동
영상과 마케팅 자원을 다운로드해
공유하세요.

• 우리 클럽이 참여한 행사를 등록하
고 전 세계 로타리 가족과 함께하
세요.

• #EndPolio 및 #WorldPolioDay
해시태그를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서 벌어지는 글로벌한 대화에 참여
하세요.

• 로타리 브랜드 센터에서 '실천에 나
서는 사람들'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제작해 클럽의 소아마비 퇴치 활동
을 홍보하세요. (브랜드 센터에 로그
인한 다음, 메뉴의 '광고' 위로 마우
스를 가져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한
후 왼쪽의 옵션에서 다시 '소아마비
퇴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 페이스북의 온라인 글로벌 업데이트
페이지에 댓글을 남기고 주변 사람
들에게도 시청을 권유하세요.
• 10월 14일까지 세계 소아마비의 날
행사를 등록해 프로그램 안내를 먼
저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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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아이디어
•대면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이 개인
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합니다. 친구나 동료들에게 걷
기 또는 자전거로 가는 거리만큼 소아마비 퇴치에 상응 기부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로타리 브랜드 센터에서 End Polio Now 배경화면을 다운로
드해 온라인 모임에 사용합니다. (로그인한 후 '자료'를 선택
하고 '클럽 자원'에서 '보기'를 선택하면 배경화면을 다운받
을 수 있습니다.)

•10월 24일에 온라인 파티를 개최해 친구 및 클럽 회원들과
국제로타리 온라인 글로벌 업데이트 또는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로타리의 노력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세계 소아마비의 날에 소아마비를 주제로 클럽 정기모임을
개최합니다. 소아마비 생존자나 소아마비 발병 국가의 클럽
회원을 온라인 모임의 연사로 초빙합니다. 소아마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
다. 클럽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에 이 특별 모임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세계 소아마비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계시는지 꼭 알려주
세요! 클럽이 참여한 행사를 등록해 소아마비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전 세계 로타리 가족과 공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