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십 기회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 잇, 비 잇은 소롭티미스트 미주 국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롭티미스트는 

회원들이 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자원봉사를 펼치는 글로벌 여성단체입니다. 21개 국가 및 영토의 

소롭티미스트 회원 약 33,000명이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한 지역사회 및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여성 및 소녀들에게 교육 접근권을 제공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중고등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 잇, 비 잇은 참여자에게 커리어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목표: 여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역할 모델을 만나게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커리어 

목표를 추구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1. 더 많은 소녀들이 커리어 목표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도록 만들기   

2. 더 많은 소녀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주저하지 않고 세우도록 만들기 

3. 더 많은 소녀들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단을 갖추도록 만들기 

4. 더 많은 소녀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중요함을 깨닫도록 만들기  

5. 더 많은 소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는 커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6. 더 많은 소녀들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도록 만들기  

7. 더 많은 소녀들에게 커리어 역할 모델이 생기도록 만들기 

참여자들은 멘토링 세션 시리즈 또는 1일 행사를 통해 커리어 기회를 모색하고, 목표를 세워 

달성하며,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좌절 후에도 전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소녀들은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소롭티미스트 회원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존경받는 여성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 이들과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립니다.   

소롭티미스트 회원들은 커리어 목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관련 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통해 소녀들을 이끌기 위해 다른 지역사회 소속 회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녀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너무나도 할일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 

잇, 비 잇이야말로 소녀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가치있는 투자임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고: 우리 회원들은 우리 주 또는 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과 협력하는 데 따르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며 참여 여학생에게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 단체의 소녀들에게 드림 잇, 비 잇에 참여할 기회를 

선사하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정보 

소롭티미스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제    

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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