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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및 위생 전공 장학금
개요
유네스코-IHE의 18개월 이학석사 학위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지역 후보자들 중에서 로타리안들이 인터뷰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스폰서 로타리안들은 유학 기간 내내 장학생과 연락을 취하게 되며, 장학생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함께 협력하여 본국에서 수자원 관련 활동을 펼치게 된다. 네덜란드 현지 로타리안들은 학업 기간 동안 장학생을 문화
이벤트 및 로타리 관련 행사에 참여시킨다.

전략적 파트너
유네스코-IHE 수자원 교육 센터는 세계 최대의 물 분야 전문 대학원으로, 유엔 산하에서
유일하게 이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관련 박사학위를 장려하는 교육기관이다.

유학 지역
장학생들은 네덜란드 델프트에 위치한 유네스코-IHE 캠퍼스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수자원 관련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참가 자격
장학생 후보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에 위치한 인증 클럽 및 지구를 통해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주요 사항
유네스코-IHE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이 거주 국가의 로타리클럽에 연락을 취한다. 이 장학금은 이미 유네스코-IHE
에 입학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변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자 하는 수자원 및 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있으면 먼저 유네스코-IHE에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장학생은 네덜란드 델프트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도시 상수 및 위생(Urban Water and Sanitation), 수자원 관리(Water
Management), 수자원 과학 및 엔지니어링(Water Science and Engineering) 등 3개 이학석사 과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장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전세계 클럽 및 지구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경쟁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로타리재단은 커리어를 통해 물과
위생 분야의 글로벌적인 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장학금 액수 및 장학생 수
제한된 수의 장학생이 선발되며, 장학금은 유네스코-IHE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 절차
유네스코-IHE의 해당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이 지역 로타리클럽 또는 지구에 스폰서 요청을 위해 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한다.
스폰서 요청을 받은 클럽/지구는 신청서를 포함해 장학금 규약 및 조건을 검토한다.
클럽과 지구는 장학생 후보자에 대한 스폰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후보자를 인터뷰한다.
스폰서 클럽/지구는 후보자의 학업 시작 연도의 6월 15일까지 완전히 작성한 신청서를 로타리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재단이 후보자의 신청서를 검토한다.
로타리재단은 커리어를 통해 물과 위생 분야의 글로벌적인 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후보자들을 예산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스폰서는 장학생이 프로그램 첫해를 마친 후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완수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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