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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  

리브 유어 드림 상 보고서 양식 

왜 변경이 필요했나요? 

각 클럽이 디스트릭트나 리전으로 PDF 전송할 때 리전 위원장에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클럽이 

확인했다고 해도 PDF 보고서는 공백이거나 부분만 완성된 문서로 리전 위원장에게 전송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클럽의 기여를 정확히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완벽한 정보를 수렴한 후에 공로를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진행되고 있는 드림 잇, 비 잇과 빅 골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의 

온라인 보고 절차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클럽 전송 양식 수집이 더 이상 리전 위원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클럽은 SIA 본부로 온라인 보고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전 위원장은 각 클럽 보고서 사본을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제출 후에도 클럽이 

입력 정보를 편집할수 있는 원활한 작업 기능이 있습니다.  

본부와 리전 위원장은 우편,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전송된 PDF 보고서를 더 이상 수령하지 않습니다.  클럽이 

드림 상 실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보고를 완료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도 변경되었습니까? 

리브 유어 드림 상 보고 마감일은 여전합니다.   
 

디스트릭트가 있는 리전은 2 월 1 일 이고 디스트릭트가 없는 리전은 2 월 15 일 입니다.  리전이 제출해야 할 

마감일은 3 월 15 일입니다.    

보고 링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클럽 보고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form.jotform.com/liveyourdream/LYDAclubreportingform?language=ko  
 

*온라인 보고 페이지 상단을 보면 언어 선택 목록이 있습니다.   

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구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https://form.jotform.com/liveyourdream/LYDAclubreportingform?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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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리브 유어 드림 상 보고 링크는 SIA 웹사이트에서 클럽 자원  중 보고 자료에 올려져 있습니다.   영어 

아닌 다른 언어는 각 언어로 번역된 프로그램 자원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한 클럽 툴 킷에서 

언어대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Best For Women 뉴스레터와 소셜 미디어에 링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감일 임박 시에는 링크와 보고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나갑니다.     

보고서 양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클럽과 클럽 사업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상자 수, 상금, 추가 지원, 수상자 성명과 연락처 정보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식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므로 인터넷 연결과 컴퓨터가 필수입니다.  

1 위 수상자의 신청서와 추천서 2 부를 첨부하셔야 클럽 수상자가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상자의 신청서를 클럽 보고와 같이 업로드하셔야 하므로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 신청서는 

회원님 컴퓨터에 다운로드, 스캔, 혹은 이메일에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능숙하지 않다면요? 

테크놀로지 경험이 부족해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영상, 인쇄물, 교육 받은 리전 위원장의 

도움, 본부 프로그램 직원의 보조를 합하여 최대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메일에 파일 업로드하고 

웹사이트에서 이벤트 등록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클럽의 사업과 수상자 인적 사항 보고를 충분히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클럽의 리브 유어 드림 상 위원장으로서 온라인 보고와 제출이 불편하거나 컴퓨터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동료 클럽 회원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세요?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 리소스 웹 페이지에 각 언어로 올려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LYDAwards@soroptimist.org 로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program-resources/lyd-awards-club-resources/reporting/index.html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resources-and-information/translated-resources/korean/index.html#program
https://www.soroptimist.org/for-clubs-and-members/resources-and-information/translated-resources/korean/index.html#program
mailto:LYDAwards@soroptim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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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보고서 저장  

나중 작업을 위해 입력한 정보를 아무때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나중 작업을 위해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지 

않아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계정 생성 거절” 을 클릭하면 계정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링크를 복사하여 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페이지 하단에 있는 앞으로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본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입력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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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시다: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설명서를 숙독해 주십시오! 

벌써 하지 않으셨다면,  클럽 최고 수상자의 신청서와 추천서 2부를 다운로드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바랍니다.   

 

1 부: 클럽 이름과 고유 번호  

1. 클럽 이름과 고유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클럽 번호를 모르십니까? 검색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에 영어로 클럽 이름을 기입하면 클럽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리전을 선택하십시오. 

3.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페이지 하단에서 “저장” 혹은 “다음으로”를 클릭하여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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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클럽이 수여한 리브 유어 드림 상 수상자가 몇 명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를 선택하십시오.  

15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대단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클럽에게 축하합니다!). 

지원금이나 지출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미화로 환산하여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환율 계산기를 사용하여 미화로 기입해 주십시오.  설명서에 환율 계산기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 프로그램 실행에 클럽이 소비한 전체 금액을 기입할 때 수상금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페이지 하단에서 “저장” 혹은 “다음으로”를 클릭하여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https://www.bankrate.com/investing/currency-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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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수상자 및 또는 과거 수상자에게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까?   

다음 페이지는 올해와 지난해에 클럽이 수상금 외에 추가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라고 답변했으면 후속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상자에 숫자 대답이 요구됩니다.   

“예”라고 답변했으면 각 해당 지원에 부응하는 수혜자 수를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실행한 지원이 

아니면 텍스트 상자에 0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기타 지원이 없었으면 Not Applicable 

혹은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답변했으면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저장” 혹은 “다음으로”를 클릭하여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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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수상자 정보 

수상자 페이지는 각 수상자에게 수여한 상금과 수상자의 연락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식 처음에 입력한 수상자 수와 일치하는 텍스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 명의 장학금 수혜자를 

보고했으면 5 개 텍스트 상자가 출력되어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1등”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팁:  

• 2번 주소와 3번 주소는 필수가 아니므로 공백으로 남겨도 됩니다.   

• 국가 국제 전화 코드를 확실히 알기 위해 여기서 찾아 보십시오. 

• 전화번호를 기입할 때 점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수상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No Email”을 입력해 주십시오. 

신청서와 추천서를 업로드 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상자에 파일을 드래그하여 드롭할 수 있습니다. 

• “파일 검색”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화면이 나타나면, 저장한 파일을 검색하고, 더블 클릭을 

하거나 한 번 클릭을 하여 하이라이트한 후 파일을 “오픈”하십시오.  

*신청서와 함께 추천서 2 부도 업로드 하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 추천서가 빠진 신청서는 리전과 

연맹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클럽의 1 등 수상자에게 해당하는 파일이라면 다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보고 양식 사본과 1 등 수상자의 자료는 리전 리브 유어 드림 상 위원장에게 이메일 

발송되어 리전 심사에 포함될 겁니다.      

https://countryco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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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수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수상자가 

있으면 “추가 수상자 1”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적절한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추가 

수상자는 신청서와 추천서 업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저장” 혹은 “다음으로”를 클릭하여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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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 확인 및 서명 

거의 다 됬습니다! 이제 몇 개의 문장에 확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상금을 수상자에게 전달하지 못 했다고요?  

•  최대한 신속히 보내십시오 - 시상식이나 다른 적절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중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보고 제출 마감일이 임박하여 상금을 전달했다고 텍스트 상자에 표기해야 한다면 꼭 

상금을 전달할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 

수상자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4개의 문장을 확인하고, 문장의 내용이 진실이고 동의한다는 뜻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요구되는 나머지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 서명란 아무 곳에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름을 그리면 됩니다. 

• 날짜를 타이프하여 삽입하는 대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달력 아이콘에서 오늘 날짜를 클릭하면 

작성 날자로 자동 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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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완료되면 입력한 답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하단에 “저장 아니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정보를 

저장할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후에 검토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답변 검토”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입력한 모든 답변을 훓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 사항을 기재하실수 

있습니다.   
 

 
 

 

검토에 만족하면 문서 끝으로 스크롤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출한 

보고서가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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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리브 유어 드림 상 온라인 클럽 보고를 완료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LYDAwards@soroptimist.org 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mailto:LYDAwards@soroptim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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