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양식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가능한 한 정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드림 잇, 비 잇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소롭티미스트/LiveYourDream.org 가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단지 하나의 답만 선택하십시오.

드림 잇, 비 잇 프로젝트에

매우

동

참석한 결과는…

동의

의

잘 모름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나는 나의 장래 성공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2. 나는 나의 장래 직업 목표를 더욱 추구하고자
한다.
3.

나는 나의 장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

4.

나는 실패의 좌절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

5. 나는 나의 가치를 장래에 가능한 나의 직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6. 나는 장래 나의 직업 포부를 도와주기 원하는 여성을
알게 되었다.
7.

나는 나의 직업적 이상형의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8. 나는 장래에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할
기회가 있었다.

9.

자신의 장래 성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그러한 장애를 극복할 방안을 배웠습니까?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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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공간에 그 방안을 적으십시오:
11. 실패의 좌절에서부터 벗어나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

2.

12. 드림 잇, 비 잇 교육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13. 다른 여학생들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에 표시하십시오.)
지역 소롭티미스트/LiveYourDream.org 회원으로부터 더 많은 개인 상담 지도를 받을 기회.
온라인으로 하는 개인 상담 지도(멘토링).
드림 잇, 비 잇 교육 과정을 이미 이수한 여학생들의 온라인 그룹 모임.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학자금을 받을 기회
그 외의 지원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15. 소롭티미스트/LiveYourDream.org 가 귀하의 응답 내용을 우리의 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자료에
인용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인용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이름이나 귀하의 신원 사항은 일절 밝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16. 소롭티미스트/LiveYourDream.org 가 앞으로 귀하에게 계속 연락하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귀하에게
연락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이면, 아래에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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