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는 과정입니다.
함께 구축해 나갑시다.

국경없는 중재자(Mediators Beyond Borders International)       
와 협력하기:  

로타리 가족을 위한 가이드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들



다양한 전문 분야의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팀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남미, 태평양 지역 등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예방 및 해결
• 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현지 능력 향상
• 지역사회 간의 화해

MBBI의 훈련된 중재자들은 평화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
은 사람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전문적인 중재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사회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원적인 실무자들이 평화와 
다음 사항들이 갖는 연관 관계를 널
리 알리기도 합니다:

• 경제

• 교육

• 환경

• 보건 

• 인도주의적 원조

• 테크놀로지

MBBI는 로타리 봉사의 파트너로서 로타리클럽, 로타랙트
클럽, 로타리 동창들과 협력하여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파트너십은 로타리 가족
을 국내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연결

시켜 줍니다

국경없는 중재자(MBBI)의 사명은 평화를 위해 현지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중

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Past RI President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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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BI와 로타리 활동

MBBI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클럽과 지구에 폭력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로타리안과 로타랙터들이 평화 대화 진행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로타리 동창들을 프로젝트 리더 및 연락 담당자로 활용한다.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사회 평가를 지원한다. (참조: 

이는 로타리 글로벌 보조금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임) 

•로타리 가족을 전세계 평화구축 네트워크 및 자원과 연결시켜 준다.

여성이 참여한 평화 구축 과정을 위한 합의는 최소한 15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35퍼센트나 더 높습니다. (출처: 국제평화연구소)

로타리클럽은 직업연수팀과 MBBI의 독특한 국제연수원(ITI)을 후원하는 글로벌 
보조금을 통해 여성의 중재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로타리 가족은 ITI의 증거 기반 프로그램 확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MBBI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할 때, 먼저 파트너의 평화구축 목표를 어떻
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연락처: ripartner@mediatorsbeyondborders.org

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없이는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유엔 개발 프로그램)

로타리안은 평화와 개발 간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로타리클럽은 MBBI와 파트너가 되어 콜롬비아, 케냐, 시에라 리온에서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도자 육성, 생활 개선, 화합 장려 등을 통해 평화
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ITI Minsk, 2017 ITI Minsk, 2017

https://mediatorsbeyondborders.org/what-we-do/women-in-mediation/
mailto:ripartner%40mediatorsbeyondborders.org?subject=
http://mediatorsbeyondborders.org/what-we-do/projects/colombia/
http://mediatorsbeyondborders.org/what-we-do/projects/kenya/
http://mediatorsbeyondborders.org/what-we-do/projects/sierra-leone/


영향력

영감을 줍니다
로타리 가족은 지역사회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결된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번영하는 지역사회입니다. 

MBBI와 함께 연결되고, 안전한, 더욱 번영하는 세상을, 한 번에 한 곳씩 만들어 
갑시다.

전세계 지역사회를 이어줍니다.
www.mediatorsbeyondborders.org

MBBI와 로타리 가족은 오늘 생명을 구하고,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폭력적인 분쟁
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국경없는 중재자와 국제로타리는 평화구축 및 중재를 위한 봉사 파트너입니다. MBBI는 등록된 자선 단체로 국제로타리 및 
로타리재단과 별개의 독립 단체입니다.

전세계 MBBI 

MBBI 회원 MBBI-로타리 협력 분야 

https://mediatorsbeyondborders.org/
http://www.mediatorsbeyondborder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