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경력에 빛나는 드림 프로그램(Dream Programs)이 큰 목표 촉진 프로젝트(Big Goal Accelerator Projects)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이끌 것입니다. 

성공 & 큰 목표(The Big Goal)

리브 유어 드림: 여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상  
(LIVE YOUR DREAM: EDUCATION AND TRAINING AWARDS FOR WOMEN)®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실현되어 여성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2021-2031년 사이에 약 30,000명의 여성들이 리브 유어 드림 상(Live Your Dream Award)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브 유어 드림 상(Live Your Dream Awards) 프로그램의 성공이 수상자들에게 가져오는 결과: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커리어 지원  
(DREAM IT, BE IT: CAREER SUPPORT FOR GIRLS)® 

큰 목표 촉진 프로젝트(BIG GOAL ACCELERATOR PROJECTS)

경제적 자립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직면한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다른 
클럽 및 리전의 활동은 큰 목표 촉진 프로젝트(Big Goal Accelerator Projects)의 큰 목표(Big Goals)로 간주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학금, 교육 관련 상, 연수 강습, 그리고 물품(노트북, 교과서 또는 통학 차량) 제공을 통해 여성 및 소녀들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2021-2031년 사이에 약 150,000 명의 여성 및 소녀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85%가 커리어 목표를 추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낌.

•  85%가 미래의 성공에 대해 자신감이  
더 생김.

•  80%가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할 
도구를 확보함.

•  85%가 개인적 가치와 커리어 목표를 
연결할 수 있음.

•  85%가 전문직의 롤 모델이 생김.
•  85%가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에 

편안함을 느낌.

•  80%가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함.

•  95%가 자존감이 상승했다고 언급함.

•  95%가 교육 학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계속 노력함.

•  95%가 부양가족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고 
언급함.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전 세계 오십만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큰 목표(Big Goal)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1-2031 큰 목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오십만 여성 및 소녀들의 꿈에 투자하기

교육 기회를 얻고 롤 모델이 생김으로써, 소녀들은 커리어 목표를 추구하고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2021-2031년 사이에 약 320,000 명의 소녀들이 드림 잇, 비 잇(Dream It, Be It)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드림 잇, 비 잇(Dream It, Be It) 프로그램의 성공이 참여자들에게 가져오는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