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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R O P T I M I S T  I N T E R N A T I O N A L  O F  T H E  A M E R I C A S ,  I N C . ®  

살펴봅시다: 향후 원대한 목표에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최근 회의에서, SIA 국제 이사회는 향후 원대한 목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오십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꿈을 펼치기에 헌신하기로 재다짐하였습니다.  표창내역있는 조직의 드림 프로그램은 드림 잇, 비 잇: 

소녀들을 위한 장래 직업 지원 프로그램과 리브 유어 드림: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상®을 통하여 현재 20 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1-2031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맹 전체 클럽들이 

힘을 모으면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습니다.  SIA  국제 

이사회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추가로, 이사회는 향후 원대한 목표 성과에 이바지하는 클럽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클럽은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의 인정을 원했고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대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클럽 

프로젝트라면 다음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경제적 자립 능력 성취를 목적으로 교육의 접근성을 증가  

• 어려움을 직면한 여성과 소녀를 도움 

• 클럽 프로젝트 보고 링크를 사용하여 SIA 에 공유(링크는 20/21 클럽 회계연도에 발표)  

인정받을 수 있는 클럽 프로젝트의 (어려움에 부닥친 여성과 소녀를 도움을 전제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교육비 선사 

• 취업 교육 

• 교육에 연관되는 제품 증정 (노트북 컴퓨터, 교과서, 혹은 학교 왕복 교통비)  

인정받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미화 프로젝트 

•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운동 

• 교육과 관련 없는 물품 제공(명절 선물 등)  

소롭티미스트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봉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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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집합하기 위하여 드림 프로그램 사업이 기타 클럽 사업으로 보고되면 안 됩니다.  

자격 있는 프로젝트의 예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증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려운 재정의 벽을 허물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여 여학생이 걸림돌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난 원대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메이크업 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이크업 

지도는  개인적으로 만족이 있지만,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지는 못 합니다.  반대로 메이크업 수업을 

제공하여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로 충분히 해당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취업 능력을 

쌓고 경제적 역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보는 2020-2021 클럽 연도에 리전 콘퍼런스를 포함하여 수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질문은 

program@soroptimist.org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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