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 평화센터의 역사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에
역량 부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오늘의 일꾼들의
능력 강화
로타리 평화 펠로우는 자신의 지역사회와 국제 지역사
회에서 평화와 협력,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리더들이
다. 펠로우들은 커리어를 통해 전세계에 중요하고 긍
적적인 영향을 미칠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된다.

2002년 로타리재단은 평화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로타리
평화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전세계 유수 대학과 파트너
십을 맺었다. 그리하여 국제 관계, 지속적인 개발, 평화
연구 그리고 분쟁 해결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로
타리 평화 펠로우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는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에도 로타리 평화 센터를 창설
하여, 평화와 분쟁 해결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 중진들을
위한 3개월 전문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로타리 평화 센터 프로그램은 전세계 로타리안들과 로
타리 지구, 개인 기부자 및 재단들의 폭넓은 후원으로 운
영되고 있다.

오늘 지원하세요!
www.rotary.org/ko/peace-fellowships 에서 프
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뉴스테러인
‘Peace in Action’ 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원
하세요.
facebook.com/rotarycenters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3698 USA
www.rotary.org

084-KO—(814)

로타리
평화 센터

펠로우십
리더들과 함께하기
www.rotary.org/ko/peace-fellowships

펠로우십

지원 방법

로타리 평화 펠로우는 매년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커리어 개발을 꾀하려
는 후보자들을 최고 100명까지 선발한다. 매년 로타리
평화 센터는 독창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현장 환경 속
에서 평화와 분쟁 해결에 관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로타리 평화 펠로우는 국제적인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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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통해 모든 지원 절차와 단계를 검토한다:
온
www.rotary.org/ko/peace-fellowships

퀸즐랜드 대학교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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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로타리클럽에 연락하여 후보 추천을 요청한
지
다. 인근 클럽은 www.rotary.org/ko/search/
club-finder 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미 지구로부
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클럽 추천이 필요없다.

브래드포드 대학교
영국

 타리클럽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혹은 지구 담당
로
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구 인터뷰 마감일을 확인
하고 인터뷰에 응한다.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을 신
청하려면 지구 인터뷰가 필수이다. 지구에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지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
월에서 6월 사이이다. 지구 추천을 받은 지원서는
7월 1일까지 국제로타리에 제출되어야 한다.

웁살라 대학교
스웨덴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된다:

• 등록금
• 기숙사비
• 왕복 항공료
• 인턴십/현장 학습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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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지원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프로그램 지원자는 학사 학위(혹은 이에 준
하는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전문인 연수 프로그램 신청자는 우수한 학교 성적과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 석사학위 프로그램 지원자는 제 2 외국어를 구사하
여야 한다(강력 권고 사항).
•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라야 한다.

로타리 평화센터
파트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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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로 선정되면, 해당자는 펠로우십 수령과는
펠
상관없이 학교측으로부터 별도의 입학 허가를 받
아야 한다.

국제 기독교 대학교
일본

듀크 대학교-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소재)
미국
출라롱콘 대학교 (3개월 전문인 단기 연수 프로그램)
태국

로타리 평화센터
동창들의 활약상
7%

38%
“로타리 평화 펠로우로서 연마한 지식과 경험,
유럽에서의 문화적 체험 등을 통해 나는 용기
를 얻었고, 조국 파키스탄으로 돌아와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해 전력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마리아 사이푸딘 에펜디(Maria Saifuddin Effendi)
2006-08로타리 평화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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