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연수 팀 (VTT: Vocational Training Teams)
직업 연수 팀(VTT)은 자신의 직업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현지 주민이나 전문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전문직 종사자
그룹을 지칭한다. 미래 비전의 지구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그리고 패키지 보조금 등 모두가
VTT를 스폰서할 수 있지만, 그 요구 조건들은 각기 다르다.
직업 연수 팀으로 인한 혜택
직업 연수 팀은 1965년부터 실시해왔던 연구단교환(GSE) 프로그램에 이어 직업 연수에 대한 로타리재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해외 전문직 활동을 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GSE 프로그램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VTT의 취지이다. VTT 단원들의 실
제 활동들은 팀마다 다르지만, 아동 심장병 환자 수술 및 치료, 아동 조기 교육에 대한 최선의 사례 공유, 농부들에게 최신 관개 기술 설
명 등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 연수 팀이 해외에서 활동하였다. VTT 는 호스트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 보조금 직업 연수 팀

패키지 보조금 직업 연수 팀

요구 조건: 지구 보조금 직업 연수 팀은 선의와 평화 증진, 보건 향
상, 교육 지원 그리고 기아 경감 등과 같이 재단 사명 증진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요구 조건: 모든 패키지 보조금은 1개 이상의 초점 분야 활동 영역
을 설정하여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지 전문
인들과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로타리재단의 전략적 파트너와
공동으로 실시된다. 로타리안들은 해당 연수를 위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로타리안/비로타리안 참가자를 선발하여 직업 연수 팀
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머시십 전략 파트너와의 직업 연수 팀은 생
명을 구하는 수술을 집도하거나 보건 전문인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의료 전문인들로 팀을 구성된다.

팀 구성: 연령 제한없이 로타리안과 비로타리안으로 구성되는 직
업 연수 팀을 구성한다.
중점 분야 및 방문 기간: 스폰서들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지구는
실제 연수 활동을 현지 문화 및 사회 활동과 연계시킬 것인지의 여
부를 비롯해 파트너 지구와의 상호 교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산: 스폰서들이 결정

글로벌 보조금 직업 연수 팀
요구 조건: 글로벌 보조금 직업 연수 팀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초점
분야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팀 단원들이나 수혜 지역사
회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 영향력이 측정가능해야 하며 지속적이
어야 한다. 직업 연수 팀은 2개 국가의 클럽 또는 지구에 의해 스
폰서되어야 한다. 글로벌 보조금은 1개 이상의 직업 연수 팀을 지
원할 수 있다.
팀 구성: 팀 단원은 최소한 해당 초점 분야에서의 전문직 활동이나
경험이 2년 이상되는 로타리안과 비로타리안이어야 한다. 팀 단장
은 해당 초점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제 경험과 로타리 지식이 풍부
한 로타리안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재단이 승인하는 경
우 비로타리안도 단장이 될 수 있다. 팀 단원들의 연령 제한은 없다.

팀 구성: 팀 단장이 반드시 로타리안이어야 하는 것 이외에는 글로
벌 보조금 직업 연수 팀과 거의 유사하다.
예산: 로타리재단과 전략 파트너가 연수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국제 파트너 물색
재단은 직업 연수 팀 파견이나 호스트를 위한 파트너 지구를 알선
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재단은 로타리안들에게 프로젝트링크나
링크드인의 지구 보조금 VTT 포럼, 그리고 matchinggrants.org/
global를 통해 파트너 지구를 물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로타리 회합이나 프로젝트 박람회를 통해서도 파트너 지구를
물색할 수 있다.

방문 기간: 스폰서들이 결정
예산: 최소한 미화 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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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연수 팀 프로그램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고 있다. 다음은 지구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그리고 패키지 보조금 등을 통해 호스트 지역사
회의 웰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직업 연수 팀의 성공 사례들이다.
지구 보조금 직업 연수 팀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제6200지구와 제9600지구는 양 지구 모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대처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 연수 팀
을 교환하였다.
제9800지구는 동티모르의 모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진으로 구성된 직업 연수 팀을 파견하여 조산원들을 훈련시켰다.
제2770지구는 의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직업 연수 팀을 캘리포니아로 파견하여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연수 받도록 하였다.
제5960지구는 제4855지구(아르헨티나)의 직업 연수 팀을 호스트하고, 이들에게 모자 보건, 질병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절차와 활동
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동 지구의 글로벌 보조금으로 아르헨티나에 제공할 의료 장비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였다.

글로벌 보조금 직업 연수 팀은 1개 이상의 초점 분야 활동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340지구(캘리포니아)는 우간다의 한 지역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글로벌 보조금의 일환으로 직업 연수 팀을 2차례나 파견하였다.
직업 연수 팀은 주민들이 가족별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 저축 그리고 투자 등과 같은 재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업 연수
팀은 또한 깨끗한 식수 시스템을 위한 기초 작업을 비롯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학교 컴퓨터 실험실 개축 등을 지원하였는데 이
모든 활동들이 정부로 하여금 마이크로크레디트에 참여하는 2개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제5170지구의 글로벌 보조금은 2명의 로타리안들과 6명의 캘리포니아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연수 팀을 구성하여 라이베리아
의 보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연수를 실시하였다. 팀 단원들은 라이베리아 보건 전문가들에게 HIV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들이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을 전수해 주었다. 현지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HIV에 감염된 산모와 아동들에게 영양식
을 공급해 주었으며, 이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남아프리카의 제9400지구 직업 연수 팀과 미국, 코네티컷, 제7980지구 직업 연수 팀은 이혼 가정 및 저학력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보
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동들에 대한 조기 교육에 관한 최선의 방법들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패키지 보조금 직업 연수 팀은 로타리안들과 재단 전략 파트너가 함께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이지리아의 제9110지구는 모자 보건 초점 분야의 전략 파트너인 아가칸 대학교가 제공하는 패키지 보조금을 통해 직업 연수 팀을 스
폰서하였다. 의사인 팀 단장과 3명의 간호학 교수로 구성된 나이지리아의 직업 연수 팀은 아가칸 대학교 간호학 및 조산학과 교수진들
에게 학습 효과 증진 방안과 교육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는 연구 방법, 해부 모델 사용, 학습 시뮬레이션 그리고
몸짓이나 표정을 통한 학생들의 태도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팀 단원들은 로타리재단이 스폰서한 보건소에서 환자들
을 치료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펼치는 Mpigi Health Center에서 모자 보건과 건강 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직업 연수 팀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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