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펠로우들이 습득하는 기술:

분쟁 해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중재

평화 및 분쟁 연구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오늘을 바꾸어가는
평화의 주역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로타리 평화 펠로우들은 커리어를 통해 세계평화 증
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은
사회 변화의 주역들입니다. 로타리 평화센터 프로그램
은 학업과 현장 실습,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 등을 통
해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평화 구축과 분쟁 해결의 촉
매제 역할을 할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합니다.

리더십

로타리

대중 연설

오늘 지원하세요
www.rotary.org/ko/peace-fellowships 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오늘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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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센터
펠로우십
리더들과 함께하기:
www.rotary.org/ko/peace-fellowships

펠로우십

지원 방법

매년 세계 각지의 유수 대학교에 설립된 평화센터에서
평화 및 안보 분야를 전공할 석사과정 및 전문 연수과
정 후보자들을 각각 50명까지 선발하여 펠로우십을 제
공합니다.

로타리 평화 펠로우는 국제적인 경쟁 심사를 거쳐 선발
됩니다.
1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에는 다음 경비가 포함됩니다:

• 등록금
• 숙박 및 식사
• 왕복 항공료
• 인턴십/현장 학습 경비

5
 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 검토 및 제출:
www.rotary.org/ko/peace-fellowships

2

가
 까운 로타리 지구에 연락하여 인터뷰를 포함한
심사 과정을 통해 후보로 추천. 지구는 7월 1일까
지 추천서를 재단에 제출

3

선
 정된 석사과정 펠로우는 이후 별도로 평화센터
소재 대학에 정식 입학 신청

평화센터 프로그램

로타리 평화센터
파트너 대학교
퀸즈랜드 대학교
호주
브래드포드 대학교
영국
국제 기독교 대학교
일본
웁살라 대학교
스웨덴
듀크 대학교-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소재)
미국

각 평화센터마다 평화 및 분쟁 해결 분야의 다양한 접근
법을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커리큘럼과 현장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합니다.

출라롱콘 대학교 (3개월 전문인 단기연수 프로그램)
태국

석사 학위 프로그램:

• 15~24개월 과정
• 맞춤 설계된 2~3개월간의 현장 실습
• 석사 논문

로타리 평화센터
동창들의 활약상
평화 펠로우 동창들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군대, 치
안, 교육, 인도주의 지원, 교화 활동, 국제 거버넌스 기
구 등의 다방면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단기연수 프로그램:

• 3개월 과정
• 전문 강사진과 학제적 접근에 기반한 집중 커리큘럼
• 국내외 현장 학습

7%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후보들을 환영합니다:

38%

• 석사과정: 학사 혹은 그에 준하는 학위 그리고 3년 이
상의 관련 분야 풀타임 업무 경력

• 전문 연수과정: 우수한 학력 그리고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풀타임 업무 경력
• 영어 구사력
• 석사과정: 제2 외국어 구사력 강력히 권장
• 우수한 지도자적 소양

“평화 펠로우로서 배운 분석력과 지식 덕분에
캄보디아 인구 수백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
된 계층들을 위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시니어 포지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패스 히앙(Path Heang)
로타리 평화 펠로우
퀸즈랜드 대학교
유니세프 캄보디아 현장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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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

고급 학위 과정

정부기관

연구/학계

기타

유엔 기관

교직

저널리즘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