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롭티미스트는 거의 100년 동안 불우한 여성과 소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깊은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글로벌 자원 봉사 

단체로서,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를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여성과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여성과 소녀들은 더 나은 고용 가능성과 빈곤의 순환을 

타파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성적 착취에 

덜 취약합니다. 그들은 건강관리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여성, 소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롭티미스트는 드림 프로그램-리브 유어 드림(Live 

Your Dream) 상과 드림 잇, 비 잇(Dream It, Be It)-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불우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의 50퍼센트가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이 

세계는 목표의 100퍼센트를 결코 실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들의 능력을 증가시킬 때,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반기문 UN 사무총장 

여성과 소녀들의 
꿈에 대한 투자

소롭티미스트

리브 유어 드림 상의 성공

교육 학위 또는 자격증을 얻은 
수혜자들은 보수가 많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72%
수혜자들은 자부심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j
97%

교육을 마친 수혜자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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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유어 드림 상의 수혜자들은 
교육 학위 또는 자격증을 받았거나 

계속 추구합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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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삶의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드림 잇, 비 잇 참여자



던은 수년 동안 집에서 성적 및 신체적 학대를 당한 후에 
가정 위탁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4살이 되었을 
때 매춘과 크랙 코카인에 손을 대었고, 이미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녀는 16살 때 여자 아이를 낳았고, 
몇 년 후에, 남동생의 어린 딸을 그녀의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던은 대학에 간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하루 종일 
일했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녀의 
자동차가 고장 났습니다. 던은 자동차가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좌절했습니다. 

다음날 밤에, 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선자로 선택되어 소롭티미스트 
리브 유어 드림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으므로,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던은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아동 복지 
보호소에 있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던을 만나보십시오: 

힘든 삶의 여정 후에 도움을  

되돌려줄 준비를 완료

충족되지 않은 필요
여성과 소녀들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별의 차이 때문에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드림 프로그램은 여성과 소녀들이 참된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영향은 엄청나지만, 불행한 진실은 우리의 영토 경계 내에 있는 약  

2천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회원과 클럽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온라인 

활동가 포털인 LiveYourDream.org를 통해서, 우리의 드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능력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에는 리브 유어 드림 상을 추가하기 위한 자금 확보, 드림 잇, 비 잇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클럽과 다른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두 프로그램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포함됩니다. 

2천만 명의 불우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롭티미스트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경험, 프로그램, 열정이 있습니다. 추가 투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꿈을 이루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 프로그램

1972년 이후, 우리의 리브 유어 드림 교육훈련상은 

30,000여 명의 여성들(대부분 싱글맘)에게 3천만 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가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중독, 

성매매의 생존자입니다. 매년, 약 1,500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상들을 통해서 거의 2백만 달러에 달하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리브 유어 드림 상의 기금 증가는 다수의 

소롭티미스트 회원과 후원자들이 수혜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그들이 계속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최신 프로그램인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취업 능력 지원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는, 

중등학교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녀들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녀들에게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직 역할 모델, 취업 

교육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소녀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소롭티미스트 클럽들은 소그룹 또는 

컨퍼런스 환경에서 소녀들과 제휴하여 활동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9,000명의 소녀가 드림 잇, 비 잇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배우는 한편,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