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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  

2022-2024년도 리전 홍보의장 교육 요약  

 

2022-2024 리전 홍보 의장직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카말리 브룩스(Kamali Brooks) 글로벌 마케팅 및 개발 담당 부이사, kamali@soroptimist.org 

교육 영상: https://youtu.be/8sTrYQ7NXFA  

교육 목표 

• 훌륭한 리더십 자질의 예 

•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끄는 요령 

• 리전 홍보 의장으로서의 리더십 발휘 

• 우리 리전팀과 타 리전 의장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방법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브랜드 전사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결국 조직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됨.  

• 회원 수 증대 

• 비회원과의 소통 촉진  

• 더 많은 기부자 확보   

• 드림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력 증대 

훌륭한 리더가 지닌 중요한 자질 

• 열정: 소롭티미스트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에 헌신함.  

•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며, 타인의 말을 경청함. 

• 협업: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침, 전문지식을 적극 구함.  

• 지지: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임을 사람들이 인식함. 

• 문제 해결: 걸림돌을 극복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함. 

• 역할 모델: 솔선수범형 리더십을 발휘함. 

 

 

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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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리더십 

변화란 결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늘 일어나기 마련임. 때문에 늘 

변화에 발맞춰 성장하고 적응하며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변화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회원들을 이끄는 방법 

변화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회원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원도 있음. 특정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데 

익숙해져서 오로지 그 방식만 고수하는 회원도 있음. 하지만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마땅히 존재하기 

마련이며, 변화는 결국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이사회와 본부 직원은 철저한 조사를 거치고 

숱한 요인을 고려한 끝에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이같은 변화를 단행한 것임. 변화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회원들을 이끄는 방법. 성공적인 변화를 모두가 다음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성을 이해함. 

• 비전을 공유함.  

• 최종 목표를 파악함. 

• 변화를 실행할 도구와 자원을 충실히 갖춤. 

리전 홍보 의장이 갖출 리더십 

주된 책임: 
 

• 클럽들이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글로벌 소롭티미스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임. 

• 홍보 도구를 홍보하고, 브랜드 일관성을 장려하며, 리전 및 클럽 활동을 지원해 클럽들이 

소롭티미스트 인지도를 높이는 능력을 배양시킴.  
 

클럽들이 다음과 같은 SIA의 브랜드 및 인지도 제고 전략을 실천하도록 장려: 

• 드림 프로그램: 드림 프로그램과 원대한 목표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들을 홍보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임. 

• 시각적 정체성: 홍보 자료 제작 시 SIA의 시각적 정체성, 즉 로고를 통일성 있게 적용함.  

우리 활동에 부합하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원대한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드림 

프로그램을 확장, 제공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강력하고 인정받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구축해 나갈 것임. 

• 인지도 및 브랜딩 도구: SIA가 제작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드리는 홍보 키트, 템플릿, 샘플 

브로셔, 브랜딩 도구 이용하기. 

• 소셜미디어 공유: 클럽 SNS에 소개된 드림 프로그램과 클럽 프로젝트 및 SIA 뉴스 포스팅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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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있는 스토리: SIA의 ‘내 스토리 널리 알리기’ 양식을 이용해 회원으로서의 활동 경험, 수상 

사례, 기부자 사례, 클럽 프로젝트 성과 등을 알려 주셔서 우리가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기.  

클럽의 동기 부여 

클럽들을 이끄는 역할을 할 때 약간의 동기 부여만으로도 클럽들이 합심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크나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긍정적 자세: 긍정적인 자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킴. 자발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미치기.   

• 클럽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 기억하기!  

• 성취에 대한 포상: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 표시하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활동, 위원회 활동, 

행사 조직 등에 함몰될 경우, 그 일이 가져다 주는 크고 작은 성취를 자칫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됨. 또한 클럽이 훌륭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역할도 함! 

•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유: 큰 변화를 실천하기를 두려워 하거나, 아이디어가 막힌 클럽이 있을 수도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다른 클럽들의 성공 사례를 알려 주는 것이 효과적임. 리전 페이스북에 

클럽들의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올려 널릴 알리기. 클럽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서, 사명 관련 

포스팅을 보면 널리 공유할 것! 그러면 우리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됨.  

협업적 리더십—타 중점부문 의장과의 협업  

 

홍보 의장이 우리 단체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클럽들을 지원하고 있다면, 다른 부문의 의장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클럽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전 회원 각자가 SIA가 내세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나름대로 중요한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팀워크를 발휘해 활동하면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음. 이럴 때 팀워크가 없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도움자료 

변화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중한 임무를 띤 브랜드 전사로 활약하는 데 도움될 자료입니다! 

o 리전 홍보 의장 웹페이지: 직무설명서, 교육 자료 및 기타 도움자료: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region-chair-resources/public-awareness-

chairs.html 

 

o 전략 계획: 사명, 비전, 핵심 가치관, 전략 성과: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

members/federation-information/strategic-pl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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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지도 및 브랜딩 도구: SIA의 인지도 및 브랜딩 관련 각종 자료, 특히 브랜딩 및 스타일 가이드와 

소셜 미디어 지침 및 홍보 자료를 숙지해서 클럽 지도에 적극 활용: https://www.soroptimist.org/for-

clubs-and-members/federation-information/recognition-and-branding-tool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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