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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니콜 시먼스(Nicole Simmons) 회원관리 담당 이사와 함께 하는 

소롭티미스트 회원관리 

오늘의 주요 주제: 클럽 평가 사용하기 

소롭티미스트에 관한 얘기를 처음 여러분이 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이 되었을 때, 동료 간의 우정을 쌓고 같은 마음을 가진 여성들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았다는 것에 여러분은 아마도 상당히 희망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감정은 시들기 시작했고 클럽의 분위기는 진부하고 무미건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만 반복하는 활동의 단조로움, 이미 한물간 전통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클럽 분위기는 결국 회원들을 즐겁지 않은 클럽 생활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서 클럽 평가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신선한 새 바람이 클럽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20 대, 30 대, 40 대 등등일 때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지나간 그때와 같은 사람입니까? 한편, 여러분의 클럽에 관해서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클럽은 지난 5 년, 10 년, 15 년 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점점 

진화하듯이,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입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의 회원도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려는 희망찬 기대감과 열정을 계속 

지니기 원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연례 클럽 평가는 “연례 건강 진찰”같이 클럽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회원을 위한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클럽에 관하여 잠시 생각하면서 아래의 상태가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회원의 활동이 줄어들었는가? 

 클럽 회의가 맥없고 진부한가? 

 자신의 클럽이 구습에 묶여 있고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가?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가?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걸쳐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삶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자원봉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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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을 진정 모집하려는 열의가 있는가?  

 항상 같은 몇몇 회원만이 모든 일을 다 하는가? 

이러한 자체 평가 결과는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게 하고 그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가 클럽 회원 

대부분이 클럽이 하는 프로젝트가 소롭티미스트 사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클럽은 현재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되짚어봄으로써, 클럽은 기존 회원의 의욕을 유지하고 새로운 회원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연례 자체 평가는 클럽에 하나의 틀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그 틀이라 함은 모든 회원이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창안하고, 팀워크를 이루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회원의 열의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기를 “글쎄, 그 말은 정말 옳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답은 우리의 웹사이트인 www.soroptimist.org 에서 클럽 

평가 견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럽은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을 견본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클럽 형편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의 문화로 이미 정착되어 오랜 

기간의 관행에 도전하는 질문을 피하지 말고 포함하도록 하며 그러한 질문은 회의 일정 그리고 회원 

자격을 직책, 종사 직업,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선입견 등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클럽 자체 평가를 시행하여 그 나타난 결과를 보십시오. 그런 다음, 저의 이메일 

주소 nicole@soroptimist.org 로 결과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럽이 잘 돼 가는 것은 언제나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클럽 자체 평가를 하여서 마치 인체에 아무런 병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이 클럽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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