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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롭티미스트/LIVEYOURDREAM.ORG 자료 

 

마감일: 프로젝트 완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     프로젝트 일자:       
 

설명: 이 양식을 작성한 다음, 클럽에서 각각의 드림 잇, 비 잇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리전 

의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 클럽도 각각의 드림 잇, 비 잇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SIA의 웹 사이트상 온라인 양식을 통해 프로젝트 및 평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전 의장의 연락처는 지도부 

주소록(leadership directory)을 참조하십시오.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클럽만이 전송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클럽 활동 지원 내용은 참가 자원봉사자들이 보고해야 합니다.    

클럽 이름:       클럽 번호:         

제출자:       이름과 직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참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참가하는 방법, 또는,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지원으로 참가하는 클럽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받은 기금과 자원봉사 시간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 참가 클럽 -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한 클럽으로서 회의 방식이나 소규모 개인 지도 

방식으로 중등 교육 과정의 소녀들을 상대로 시행했고,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 교과 과정을 사용했으며, SIA 온라인 

양식을 통해 프로젝트 및 영향력에 관한 내용을 제출한 클럽입니다. 2개 이상의 클럽 공동으로 시행하여 그 프로그램 

시행 관리를 각각 같은 정도로 한 경우, 대표로 1개의 전송 양식 및 1개의 SIA 온라인 양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해도 프로그램을 시행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 지원 클럽 – 다른 참가 클럽을 지원하는 클럽으로서 재정적 지원, 현물 기부, 연사, 또는, 행정 

지원, 드림 잇, 비 잇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소녀들을 위한 추가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클럽입니다. 참여 클럽에서 SIA 

온라인 양식을 통해 프로젝트 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지원 클럽으로부터 받는 기금이나 그 외의 모든 지원 형태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우리 클럽은 드림 잇, 비 잇 교과 과정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했습니다(시행한 사항에 V 표시하십시오). 

         명의 소녀들에게 소그룹 멘토링 시행 

         명의 소녀들에게 컨퍼런스 시행  

         명의 소녀들에게 기타 활동 시행(구체적으로 기재):         

2. 우리 클럽은 SIA 온라인 양식을 통해 프로젝트 및 평가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예             아니요 

3. 우리 클럽은 다른 소롭티미스트 클럽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한 클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IA 웹 사이트의 드림 잇, 비 잇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드림 잇, 비 잇  

클럽 전송 양식 

https://jp.surveymonkey.com/r/dibi-k-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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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roptimist.org/members/translatedresources/korean.html#dream-it-be-i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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