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10 % 기부를 돕는 

 
10 가지 이유 

아, 알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더욱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SIA 

조직이 내미는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개 국가와 영토에 거주하는 2천만명의 여성들이 

드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또한, 교육은 좋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과 

자신을 돌보는데 힘을 

보태닙다. 이것이 불우한 

여성을 돕는 #1 방법이라고 

연구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10% 기부 전액이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에 100% 

사용됩니다.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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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된 10% 금액은 드림 

프로그램 확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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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다 같이 클럽 드림 

사업 및 글로벌 드림 프로그램에 

열중하면 –한팀이 되어서 –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불우 여성들을 계속해서 

도우십시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성 금액의 90%는 클럽 사업에 

사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클럽 드림 사업은 어떻게 지원… 

 

클럽 드림 사업에 

사용하십시요!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재분배입니다.   

• 현지에서 조성한 모금액의 90%는 클럽 드림 프로그램에 활용하시고 

• 나머지 10%를 클럽 기빙(Club Giving)에 기부하시면 세계 클럽들의 힘에 덧붙여서 부강한         

영향력을 만듭니다.  

 

우리 클럽은 더 이상 모금활동할 수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성과 소녀들이 제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연합된 우리 조직을 외부 잠재 

기부자들에게 소개할 때 호소력이 더욱 

있습니다. 

21개 국가와 영토에서 드림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은 소롭티미스트는 

그 브랜드의 우위를  확고하게 됩니다.     

 

드림 프로그램에 힘쓸 때 각 클럽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1972 년 시작 후 글로벌 드림 프로그램은 6 만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변화를 선물하였습니다.   

리브 유어 드림 상 수여자들 중 97%가 자녀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림 잇, 비 잇 참여자들 중 90%가 미래의 성공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각 클럽의 최소 10% 기부가 도울수 있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을 함께 꿈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통계를 살펴 보십시다! 

 

설득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10%를 기부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5월 31일 까지 온라인 기부를 하시고  

10% 기부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십시요! 

  

10%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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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know! So, 

if we ALL 

focus on our 

local and 

global Dream 

Programs—if 

we WORK AS 

ONE—we can 

make an even 

bigger 

differenc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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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question! 

We reach more women 

and girls with the help 

they need most—

PURSUING EDUCATION 

We can present a united 

and appealing front to 

potential funders outside 

the membership 

We unify the Soroptimist 

brand by being 

recognized for the Dream 

Programs across our 20 

countries and territories. 

꼭 리브 유어 드림 상 말하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