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2020/2021 회계연도 전략 계획
비전
모든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자원과 기회를 갖춘다.

사명
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핵심 가치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는 아래의 가치관을 위해서 헌신한다.
•

남녀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들은 차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

•

자구 능력: 모든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여야 한다.

•

교육: 모든 여성과 소녀들은 교육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충만하고 생산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

다양성과 동료애: 각기 다른 배경과 관점을 지닌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이 향상하도록
노력한다.

원대한 목표(10~15년)
집단 영향력 증대

전략 결과(3~5년)
영향력
빈곤, 폭력, 청소년 임신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 및 소녀들의 삶에 우리 모두가 단합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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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리브 유어 드림 상이 미치는 영향력을 키운다.
2. 드림 잇, 비 잇이 미치는 영향력을 키운다.
3. 리브 유어 드림 상 참여도를 증진한다.
4. 드림 잇, 비 잇 참여도를 증진한다.
전략

a. 드림 프로그램 참여도를 증진한다.
b. 클럽 참여도 증진을 위해 도움과 자원을 제공한다.
c. 드림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입증해 보인다.
d. 여성과 소녀들이 드림 프로그램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참여하게 한다.
e. 리브 유어 드림 상 수상자에게 도움자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f.

드림 프로그램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g. 영향력 증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참여
회원과 서포터는 우리의 사명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가치를 찾는다.

목표
1. 우리 단체 내에서 참여 및 관계 형성을 질적으로 향상한다.
2. 클럽 신설을 확대한다.
3. 클럽 회원 수를 늘린다.
4. 우리 단체 내에서 실력 있는 지도자를 더 많이 키운다.
5. 지속 가능한 집단 영향력의 효과를 높인다.
전략

a. 회원들에게 알찬 경험을 선사한다.
b. 클럽 회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c. 클럽 신설에 도움을 제공한다.
d. 신설 클럽의 개발 및 이들 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제공을 돕는다.
e. 클럽 회원 모집을 위해 지원을 제공한다.
f.

회원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알린다.

g.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문화 및 언어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h. 회원 가입 종류 및 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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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원들이 우리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j.

회원과 클럽, 리전의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킨다.

k. SI 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l.

리더십 배양을 위해 도움을 제공한다.

m. 우리 단체의 우선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리전 간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n. 소롭티미스트 창설 100 주년 기념을 준비한다.
o. 100 주년 행사를 기획한다.
p. 운영상의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
q. 재정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r.

데이터 관리를 개선한다.

s. 참여도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인지도
SIA는 드림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알려진다.
목표

1. 소롭티미스트 글로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인다.
2. 지역사회에서 소롭티미스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클럽의 능력을 배양한다.
전략

a. 드림 프로그램 영향력이 더 잘 드러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b. 우리 단체 내에서 브랜드를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필란트로피 활동
기부자들의 모금액만으로 드림 프로그램의 재정을 완전히 충당한다.
목표

1. 매년 기부를 지속시킨다.
2. 고액 기부를 늘린다.
3. 후원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한다.
전략

a. 클럽과 회원 및 비회원들이 드림 프로그램에 기부하도록 독려한다.
b. 매년 기부자들을 유지시킨다.
c. 고액 기부 절차가 확립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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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부자들의 공로를 널리 인정한다.
e. 모금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적극 참고해 모금 계획을 수행한다.
f.

필란트로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한다.

미래
다가오는 세기에는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여성 및 소녀들을 돕는다.
목표

1. 2021-2031 년도 원대한 목표인 “50 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늘려 이들의 꿈에

투자한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클럽들의 적극적 지원을 늘린다.
2. 2021-2031 년도 원대한 목표인 "50 만 명의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꿈에

투자한다"에 대한 리전의 지원을 늘린다.
3. 다음번 원대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
4. 2021-2031 년도 원대한 목표인 “50 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늘려 이들의 꿈에
투자한다"를 클럽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하는 길을 모색한다.
전략

a. 우리 단체의 전략 방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클럽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b. 클럽의 활동이 우리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c. 클럽들이 활동 촛점을 2021-2031 원대한 목표로 전환한 경우 그 공로를 널리 인정한다.
d. 2021-2031 년도 원대한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을 널리 알린다.
e. 2021-2031 년도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리전이 기여하도록 힘을 북돋운다.
f.

리전이 도움자원 할당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 온라인 가상 프로그램 기회를 개발하고 테스트한다.
h.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신기술을 도입한다.

©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Inc.

페이지 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