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타리 평화 펠로우 후보자 모집
지금 신청하세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지역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평화 구축과 사회 안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등록비와 생활비가 전액 지원되는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은 차세대 리더들에게 학업과 현장 경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타리 평화 펠로우는 개인적, 학업적, 직업적 성취을 토대로 국제적인 심사를 통해 매년 100
명까지 선정됩니다. 펠로우들은 전 세계 7 개 주요 대학에 위치한 로타리 평화 센터 중 한 곳에서
평화 및 분쟁 연구 석사 학위 또는 전문인 단기 연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1200 명 이상의
프로그램 동창들이 100 여 개국에서 정부, 비정부기구, 사회적 기업, 군대, 사법기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사 프로그램
▪

전세계 유수한 5 개의 파트너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15~24 개월간의 석사 과정을 이수한다.

▪

매년 평화와 개발 관련 분야에서 공부할 50 명의 펠로우가 선발되며, 각 대학교는 연구와
강의 등이 융합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스스로 설계한 2~3 개월 동안의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전 경험을 얻는다.

▪

펠로우들은 동료와 선배, 국제적인 리더들, 그리고 로타리안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전문인 단기 연수 프로그램
▪

태국 방콕에 소재한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3 개월 동안 전문인 단기 연수 과정을 이수한다.

▪

사회 변화의 첨병에 서 있는 기존 전문인들에게 평화 부문의 집중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매년 50 명의 펠로우가 선발되며, 전 단계를 마치면 수료증이 수여된다.

▪

8 주 동안의 집중 강의와 초청 연사의 연설에 이어 최고 3 주 동안의 현장 학습을 하게 된다.

자격: 자격 퀴즈를 풀어보세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학사 학위(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 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영어 외의 언어를 구사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우수한 학력 및 5 년 이상의 관련 분야 업무 경력

▪

능숙한 영어 구사력

▪

뛰어난 리더십 스킬

2020-21 년도 신청 마감일은 2019 년 5 월 31 일입니다. 첫 단계로 신청자 체크리스트 동영상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신청 과정을 알아보세요.
문의처: rotarypeacecenters@rotar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