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실한 리전이 되기 위한 지침 
리전 지도자로 하여금 SIA의 전략적 방향을 따르고  

기구의 집단 영향력 증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리전 실무 지침 
 

지도부 지원 지침 
• *리전에는 총재와 선출된 차기 총재가 있다. 리전은 선출된 지도부를 위하여 모든 직책을 제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기금조성, 회원관리 그리고 대중인식 의장 등을 포함한 임명직의 직책에 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본부 자료]  

• 총재와 선출된 차기 총재는 총재단 회의에 이미 같이 참석하였다. (짝수해에는 총회 현장 참석, 다음의 
2년 주기 총회에는 총재 참석. 홀수해에는 총재와 차기 총재가 같이 참석) [본부 자료] 

• 리전은 회원의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중 연설, 갈등 해소, 팀 구축 등, 과업 
중심이 아님.) 

 
재정 지원 지침 

• *리전은 재정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다. 리전은 리전의 회원의 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리전의 재정적 자산/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평가하도록 한다.   

• 리전은 SIA 규정에 따라서 SIA로 연간 재정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본부 자료] 
• 리전은 예산을 가지며 본부로 그 예산서를 이미 발송하였다. (통상 총회를 위한 리전 소집에서) [본부 
자료] 

 
프로그램/사명 지원 지침 (전략적 계획의 영향 및 자선사업 부분) 

• 리전은 리브 유어 드림: 여성 교육 훈련 상 프로그램(종전 여성 기회의 상)의 참여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매년 참여 클럽의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본부 자료] 

• 리전은 드림 잇, 비 잇: 여자아이들을 위한 장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럽의 매년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본부 자료] 

• 클럽 기부에 참여하는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참여 클럽의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본부 자료] 
• 파운더즈 페니즈에 참여하는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매년 참여 클럽의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본부 
자료] 

 
회원관리 지원 지침 (전략적 계획의 접촉 유지 및 표창 부분) 

• 회원모집 행사를 개최하는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매년 행사 개최 클럽의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 리전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회원 모집을 위한 경연 대회나 시상식을 개최한다.  
• 매년 리전/지역 회의에 최소한 1회 이상 참석하는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그렇게 참석하는 클럽의 
매년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 리전은 본부에서 보내온 소개 양식을 클럽으로 때에 늦지 않게 발송하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 책임 규정이 있다.  

• 리전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그러한 클럽의 매년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 리전은 소롭티미스트 클럽 이메일을 사용하고 각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고하는 클럽을 100% 
유지하거나 그러한 클럽의 매년 증가 숫자를 보여준다. [본부 자료]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는 주요 기준. 리전에 총재, 또는, 선출된 차기 총재로 봉사할 사람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SIA 이사회는 그러한 리전의 앞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즉시 개시할 
것이다.  
 
나머지 기준에 관해서는, 일 년 동안의 변칙 적용 사례를 이전에 있었던 흐름과 비교 검토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