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를 입은 분들께 쉘터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다

쉘터박스와 로타리 



쉘터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재해 
이후 회복하고 집을 복건할 수 있도록 쉘터, 
필수 품목,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쉘터박스는 파트너와 함께 재해의 영향을 받은 
분들과 협력하여 각 공동체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 내역을 조정합니다.

현재, 전 세계 1억 1300만여 명이 재해 및 분쟁으로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전해 듣는 재해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모든 재해가 피해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지구 상에 재해를 당해 갈 곳 없이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쉘터박스가 
탄생했습니다. 열대 저기압부터 분쟁까지, 모든 재해는 
상이합니다. 

쉘터박스 구호품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쉘터박스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재해를 당한 가정에 미래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행동 툴킷

쉘터박스 및 로타리 활동

행동 툴킷에서 지역 로타리 클럽과 쉘터박스 간의 
파트너십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쉘터박스의 교육 자료를 소속 클럽의 의사소통, 목표설정, 
다양한 활동 계획 및 실행에 활용하세요.

쉘터박스가 로타리와 함께 재난 구호 활동을 
하면 쉘터박스의 기술적 전문성과 로타리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민 가정이 빨리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필수 도구와 지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 라이의 영향을 받는 동안 
필리핀 쉘터박스 오퍼레이션 팀은 세부 로타리 
클럽과 협력하여 집을 잃은 분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두 단체의 공동 지원을 통해 적절한 전문가들과 
소통, 태풍이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구호 활동에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 지역 
인맥을 연결하는 데 있어 로타리의 
능력은 놀랄 만합니다. 매번 해당 정부 
최고위층과 즉각 연락이 닿았습니다.
쉘터박스 비상 대응 관리자, 데이브 레이볼드

 
당사 파트너인 세부 로타리 클럽, 
필리핀 내 더 광범위한 로타리 클럽 
및 Humanity & Inclusion 덕분에 
당사는 즉각적인 여파로부터 10만 명 
이상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제 로타리 파트너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전 세계 재해 지역 주민을 직접 
연결하여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재민 가정 

지원 기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읽어보세요.  

www.shelterbox.org/ 
action-toolkit



쉘터박스와 국제 로타리 클럽은 재난 구호 사업 파트너입니다.  
쉘터박스는 독립된 자선 단체로 국제 로타리 및 로타리 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입니다.

쉘터박스는 2000년 로타리 클럽 프로젝트 파트너로 시작한 이후 전 세계 로타리 
클럽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인 국제 재해 구호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쉘터박스 국제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로타리 회원으로서, 이들은 많은 지역 사회 행사와 
강연에 자신의 시간 등 자원을 지원합니다.

영감  
쉘터박스는 로타리 파트너로서, 신규 회원 유치를 도울 뿐 아니라,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높혀 지역 사회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파트너십으로 다가갔던 지역 사회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그들의 희망과 강인한 재건 

의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들 
지역 사회의 인식 제고 및 모금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지역 정보 및 연락처를 재난 

대처침에 제공 또는 소개하고, 물자운송을 지원함으로써 재해 지역에 꼭 필요한 연결 고리가 
되어 주는 등, 많은 것을 잃어 버린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살고 계신 지역 사회와 세계를  
연결하세요.

www.shelterbox.org  또는 이메일(rotaryrequest@shelterbox.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