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9 Spruce Street  | Philadelphia, PA 19103  |  215-893-9000  | siahq@soroptimist.org  |  Soroptimist.org  |   LiveYourDream.org 

©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소롭티미스트 드림 프로그램 
 

 “자구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여성과 소녀들에게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성이 그들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다면 자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는 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갖추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구 능력과 경제적 자구 능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성이 그들 자신의 경제와 

삶의 행복을 자기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여성은 경제적인 자구 능력이 있습니다. 즉 여성이 

자신의 삶과 자기 가족의 삶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들 자신의 자생 의식과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이거나 공개적인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관리하는 힘이 있다면 그 여성은 사회적 자구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은 

여성과 소녀들이 성공하고 건실하게 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소롭티미스트 드림 프로그램, 즉, 리브 유어 드림 상과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은 여성과 소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에 전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리브 유어 드림: 여성 교육 훈련 상 

1972 년 이래로 소롭티미스트는 리브 유어 드림 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여성에게 자구 

능력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리브 유어 드림 상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경제적인 뒷받침을 일차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여성에게 자신의 학력, 기능 그리고 

취업 전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은 대개 빈곤, 가정 폭력,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엄청난 난관을 극복한 여성입니다. 그들 수상자는 그들이 받은 상금을 더 높은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자 진학하기 위한 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용도는 교재 구입비, 육아비 

그리고 통학비 등까지도 포함합니다.  

2015-2016 클럽 연도에 이 리브 유어 드림 상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많은 성공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럽의 수가 1,014 개에서 1,037 개로 증가(2%). 전체 클럽 중 81% 참여. 

사회경제적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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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 리전에서는 100%가 참여. 

 1,355 명의 여성이 이 상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로 62 명이 증가(5%).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은 전년 대비로서 131,152 달러 증가(7%) 한 190 만 달러. 

우리는 또한 리브 유어 드림 상의 전 수상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극히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자의 96%가 자신이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모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응답자의 95%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보고. 

 응답자의 94%가 이미 학위/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현재 취득 과정에 있다고 보고. 

 학위/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81%가 급여 수준이 더 높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보고.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전적으로 SIA 의 헌신적인 회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던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여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프로그램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클럽에 이러한 결과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입니다. 참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고 추가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여성에게 상금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전 

프로그램 의장, 리브 유어 드림 상 리전 의장 그리 SIA 본부 프로그램 담당자가 여러분의 시작을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이미 참여한 클럽에도 시상의 횟수를 더욱 늘리고 이 상의 영향력을 

높여서 수상자에게 추가로 개인 상담 지도,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육아 지원 그리고 수상자 자신이 클럽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 지원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단 영향력 구축을 위한 상금 이외의 지원 방법(Beyond A Cash Award to build Collective Impact)을 

참조하셔서 상금 이외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자료로서 리브 유어 드림 상 클럽 참여 자료 종합(Live Your Dream Awards Club Participation 

Toolkit)을 참조하시면 이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의 클럽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하는 데 필요한 작성 서류로서 단 한 가지의 단순한 양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 소녀들을 위한 장래 취업 지원 

지난 2년 동안, 소롭티미스트는 소녀들이 장래에 자신의 자구 능력을 갖추도록 리브 유어 드림 상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자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의 제 42 차 2 년 주기 밴쿠버 총회에서 소롭티미스트는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장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녀들에게 장래에 그들이 강건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은 

자신의 장래 성공을 가로막는 난관에 부닥친 중등 교육 과정에 있는 소녀들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녀들이 장래에 자신의 직업 이상형으로 여기는 전문 직업인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며 

직업 교육과 그들의 장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 개 국가와 영토에 있는 

소롭티미스트 클럽은 소녀들과 함께 제휴하여 소규모 그룹 형태나 대규모 총회 형식으로 소녀들이 

원하고 있고 그들의 장래 성공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의 주제는 장래 취업 

기회, 목표의 설정과 성취, 성공을 위한 난관 극복 그리고 좌절과 실패 후,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rogram/ProgramDocs/lyd-awards/korean/toolkit-k.pdf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rogram/ProgramDocs/lyd-awards/korean/toolkit-k.pdf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rogram/ProgramDocs/lyd-awards/korean/toolkit-k.pdf


소롭티미스트 드림 프로그램 

 

©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2016 년 9 월.  3 / 3 페이지 

드림 잇, 비 잇은 실시 첫 해부터 수많은 성공 사례를 거두었습니다. 

 408개 클럽에서 총 443개의 드림 잇, 비 잇 프로젝트를 주최했습니다.  

 432개 클럽(34%)에서는 프로젝트를 주최하거나 다른 클럽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드림 잇, 비 잇에 참여했습니다. 

 8,634 명의 소녀들이 드림 잇, 비 잇에 참여했습니다. 

 115명의 신규 회원이 클럽 및 리전 전송 양식으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드림 잇, 

비 잇을 통해 소롭티미스트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드림 잇, 비 잇 참여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접수했습니다. 

 참여자의 90%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87%가 커리어 목표를 추구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80%가 성공을 달성하는 데 존재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림 잇, 비 

잇을 통해 제공받았다고 말합니다. 

 참여자의 87%가 커리어 역할모델을 소개받았습니다. 

 참여자의 86%가 달성 가능한 미래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획 수립 툴킷, 클럽 프로젝트 지침, 커리큘럼 세션 스크립트 7개, 클럽 평가 지침을 비롯해 클럽에서 

드림 잇, 비 잇을 주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SIA는 소녀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실시하는 클럽들 및 드림 잇, 비 잇에 참여하기 위해 소녀들과 더욱 긴밀히 

활동하고자 하는 클럽들을 더욱 독려하고 있습니다. 참여 클럽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이름과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SIA에 평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전 프로그램 의장, 드림 잇, 비 

잇 의장, 또는 SIA 본부 프로그램 담당자 모두가 여러분의 문의에 언제나 기꺼이 응답할 것이며 필요한 

지원도 할 것입니다.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rogram/ProgramDocs/career-guidance-girls/korean/club-planning-toolkit-k.pdf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rogram/ProgramDocs/career-guidance-girls/korean/dibi-club-project-guide-k.pdf
http://www.soroptimist.org/members/translatedresources/korean.html#dream-it-be-it-k
http://www.soroptimist.org/members/program/ProgramDocs/career-guidance-girls/korean/dibi-club-evaluation-guide-k.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