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OPTIMIST
원대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우리의 집단 영향력 증대를 자축합시다!

지난 8년간의 자랑스런 성과: 회계연도 2011/2012—2019/2020
연간 580명 증가한 여성들에게 수여

1,200명에서 49% 증가한 1,700명이 수상함
실제: 회계연도 2011/2012 1,189명 ==> 2019/2020 1,770명)

리브 유어
드림 상 ®

연간 120만 달러 증가한 상금 총액

154만 달러에서 83% 증가한 280만 달러 (실제: 회계연도 2011/2012
1,538,074달러 ==> 2019/2020 2,815,272달러

2015/2016년도에 프로그램 출범 이후 73,727명의 소녀들이
참가함

드림 잇, 비 잇®

서밋상 수상—어소시에이션 경영자 협회에서 수여하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

연간 모금액이 210,000 달러 증가함
160만 달러에서 13% 증가한 180만 달러 (실제: 회계연도
2011/2012 1,605,808달러 ==> 2019/2020 1,1814,989달러)
연간 기금 및 고액 기부를 통해 회계연도 2019/2020에
570,000달러 증가 모금 총액 35% 증가
160만 달러 ==> 217만 달러 (전체: 2,174,792달러,
연간: 1,814,989달러, 고액 기부 합계: 360,000달러)

모금 활동

우량 대기업 후원사 최초 참여 –
토리드 / 토리드재단

20개국 및 영토에 총 27,692명 회원

회계연도 2011/2012 이후 회원 수 24% 감소 (실제: 회계연도
2011/2012 36,295명 ==> 2019/2020 27,692명)

회원 모집 및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회원 1,120명에게 재난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2020/2021 회비 대납 지원
신입 회원의 30%(734명)가 드림 프로그램에 끌려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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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 인원 159,000명 돌파

(실제: 회계연도 2011/2012 1,235명 ==> 2019/2020 159,0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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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1년도를 준비합시다!
집단 영향력 증대라는 성공을 토대로 드디어 새로운 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원대한 목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와 클럽, 그리고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2021-2031년도에 대비해
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꿈에
투자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담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회원 모집 및 유지

프로그램

리브 유어 드림 상을 늘리고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을
주최함으로써 클럽이
도울 여성 및 소녀의 수를
늘립니다.

대외인지도

화기애애하면서
존중과 예의가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해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 이탈을 막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클럽의 영향력을 키워
대외인지도를 높입니다.

Y
모금 활동
통일된 브랜드의 드림 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재원 조달
을 확대합니다.

미래

2021-2031년도 원대한 목표인
‘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꿈에
투자한다’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힘을 북돋습니다.

SIA의 원대한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federation-information/sias-big-goal/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