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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2022-2023년도 클럽 캘린더 
 

2022년 9월 

1  SIA 정관 2022년도 개정안 관련 질의응답 게시 마감일 

5  본부 사무국 휴무(미국 노동절) 

15  선거구별 위원 후보 명단의 본부 제출 마감일(금년에 선거를 치르는 리전) 

15  기금조성위원회 위원 후보 명단의 본부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1  2022-2023년도 회비 미납 시 클럽 자격 박탈 

3   파운더스 데이 

25-26   SIA 이사회 회의(비대면 온라인) 

27   이번 연도에 연맹 이사 선거를 치르는 리전 산하의 클럽 임원진에게 공식 통지 발송  

29  연맹 이사 선출용 전자 투표 개시, 공식 투표 링크를 클럽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릴 예정 

 
2022년 11월 

15  리브 유어 드림 상 신청 마감/북미 신청용 포털 운영 마감 

15  미국 소재 클럽: (회계연도 기준일이 7/1-6/30인 클럽의 경우) 금일까지 Form 990를 IRS에 제출 완료 

24-25  본부 사무국 휴무(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29  나눔의 화요일 

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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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해관계자 참여도 증진 교육(비대면), 오후 6:00(미 동부 표준시) 

 
2022년 12월 

6  드림 잇, 비 잇 101 교육(비대면), 오후 7:00(미 동부 표준시) 

8  SIA 정관 2022년도 개정안에 대한 전자 투표 마감(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1:59) 

10  인권의 날: SI의 12월 10일 호소 

23-26  본부 사무국 휴무(크리스마스) 

30  본부 사무국 휴무(설 연휴 시작) 

 
2023년 1월 

2  본부 사무국 휴무(설 연휴) 

6  금년도에 연맹 이사를 선출하는 리전의 전자 투표 마감, 오후 11:59(미 동부 표준시)  

8  원대한 목표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 101(비대면), 오후 7:00(미 동부 표준시) 

16  본부 사무국 휴무(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 

 
2023년 2월 

1  신설 클럽을 위한 리브 유어 드림 상 기금조성 관련 서류를 본부에 제출 완료 

1  리브 유어 드림 상 클럽 전송양식을 지역구에 제출 완료(지역구 심사를 실시하는 리전의 경우) 

15  리브 유어 드림 상 클럽 전송양식을 리전에 제출 완료 

15  소롭티미스트여,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비대면), 오후 7:00(미 동부 표준시) 

20  본부 사무국 휴무(미국 대통령의 날) 

21-23   SIA 이사회 회의(비대면 온라인) 

23  클럽 임원진에게 2023-2024년도 차기 회장 투표 공지 

25  SIA 2023-2024년도 차기 회장 선출용 전자 투표 개시, 공식 투표 링크를 클럽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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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  소롭티미스트 클럽 보조금 신청 마감  

8  세계 여성의 날 티파티(비대면), 오후 7:00(미 동부 표준시) 

15  리브 유어 드림 상 리전 보고서 및 참가신청서를 본부에 제출 완료  

29  클럽 운영 2.0 교육(비대면), 오후 6:00(미 동부 표준시) 

 
2023년 4월 

28  2023-2024년도 차기 회장 전자 투표 마감(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1:59)  

 
2023년 5월 

17  리브 유어 드림 상 101 (비대면) 날짜 미확정 

29  본부 사무국 휴무(미국 현충일) 

31  2023년도 클럽 기부 및 파운더스 페니즈 기부로 인정받으려면 이날까지 본부에 기부를 완료해야 함 

 
2023년 6월 

1  클럽 드림 잇, 비 잇 온라인 클럽 보고서 제출 마감 

10  이 날짜 무렵에 SIA 본부에서 2023-2024년도 회비 안내문 발송 

22-23  리더십 라운드테이블(비대면), 오후 6:00(미 동부 표준시) 

24  소롭티미스트 리더십 펠로우 프로그램(비대면), 오후 1:00(미 동부 표준시) 

27-29   SIA 이사회 회의(비대면 온라인) 

30  원대한 목표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 온라인 보고서 제출 마감  

 
2023년 7월 

1  2023-2024년 회비, Form 200 — 신임 임원 정보를 본부에 제출 완료  

4  본부 사무국 휴무(미국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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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SIA 이사회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27-29  SI 총회, 아일랜드 더블린 

 
2023년 8월 

1  리브 유어 드림 상 온라인 참가신청 포털 개설 

1  2023-2024년도 회비 납부 연체 시 연체료 $100 부과 

1  차기 연맹 이사 및 기금조성위원회 위원 후보 명단 요청서를 클럽에 발송(단 차기 연맹 이사의 경우 

차년도에 선거를 실시하는 리전 내 클럽에만 발송, 기금조성위원회 위원의 경우 모든 클럽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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