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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팔로우하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유튜브

Soroptimist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는 자선 기부금을 통해서 
자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501(c)(3) 단체입니다.

이 팜플렛에 사진이 게재된 여성과 소녀들은 소롭티미스트의 
드림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려면 

LiveYourDream.org를 방문하십시오.

힘을 
      합치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꿈을비전

[suh-rop-tuh-mist]

사명

Soroptimist

여성과 소녀들에게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명사.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3개 
국가 및 영토의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여성들의 최선의 삶.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은 여성들이 최선의 삶을 살고 다른 
여성들이 최선의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롭티미스트 회원들은 지역 클럽에 소속되고, 
해당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주요 활동을 

결정합니다. 회원들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여성들에게 유방 X선 검사를 제공하고, 
소녀들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려주고, 

성매매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지역 프로젝트에서 자원 봉사를 합니다. 

 
또한 회원들은 글로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계를 초월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소롭티미스트는 힘을 합쳐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세계를 지원합니다.  

 
소롭티미스트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단체로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 단체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Soroptimist.org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를

꿈을 이루는 삶

소롭티미스트

초월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 

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을 받은 
여성과 소녀들은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롭티미스트의 Live Your Dream: Education 
and Training Awards for Women(꿈 이루기: 
여성 교육훈련상)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한 1,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매년 약 170만 달러의 교육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상의 수혜자들은 현금 
보조금을 사용하여 추가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것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입 잠재력이 증가하고, 
자부심이 강화되고, 자녀들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롭티미스트의 최신 프로그램인 Dream It, Be It: 
Career Support for Girls(꿈을 찾고 성취: 소녀 
취업 지원)는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LiveYourDream.org를 운영하며, 이 
웹사이트는 오프라인 
자원봉사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http://www.Soroptim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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