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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킨  

여성 지도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 중 10%  미만이 여성들입니다. 제 66차 유엔 정기 총회 중 중요한 

모임에서 각국의 여성 대표들과 다른 정치지도자들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성 대통령들 중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해 강고한 권고를 한 사람들은 브라질의 

대통령 딜마 로세프(Dilma Rousseff),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Hilary Rodham                                                                             

Clinton),  EU 외교담당 고위 대표 캐서린 애쉬튼( Catherine Ashton                                       유엔 여성들/힐러리 더피 

그리고 양성 평등을 위한 유엔 법인체 대표 이사 미쉘 바첼렛(Michelle Bachelet) 이었습니다. 

그 여성들과 관련된 선언문과 웹사이트 문서는 http://j.mp/WomLeader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소녀들 

소녀들을 위한 워킹그룹(The Working Group on Girls, WGG) 은 소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지위와 

권리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녀들과 협력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WGG 는 장애가 있는 소녀들에 대한 

문헌들을  점검하는데 착수하였으며 그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기 위한  방도를 찾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소녀들을 위한 옹호 

활동에 대한 WGG의 노력은 제 66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어린이들의 권리를 위한 결의에 대한 주목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WGG 는 주류 사회에 속하기 위한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세프의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WGG는 장애를 가진 소녀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더욱 폭력과 강간 그리고 에이즈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에 그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WGG 는  장애를 가진 소녀들의 잠재된 리더쉽이 우리와 함께 동반하며 소녀들이 그들의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목표와 열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제 유엔 공동체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도와주도록 

조성하였습니다.  

WGG는 그들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 

소녀들의  참여를 위한 체계를 증대시키는데 애씁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독일 노틀담 수녀들 

9월 3일부터 5일까지 NGO들을 위한 유엔 공보국의 연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구에 대한 우리의 돌봄을 증진시키는  방식들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노틀담 수녀들, 학교 노틀담 수녀들(School Sisters of Notre 

Dame) 나뮤르 노틀담 수녀들을 포함한  다른 NGO의 2,600여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NGO들은  6월의 

리오(RIO) 컨퍼런스를 위해  정기총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할 

 

 

http://j.mp/WomLeaders
http://flic.kr/s/aHsjw6ryVk


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등으로 연결된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결의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전후로 메리 조 수녀와 진 스토너 수녀(나뮤르)는  

단체들과 그들의 자매수녀들에게 정책변화에 대한 유엔옹호 

작업들을 알리기 위해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케터링, 코스펠트 그리고 로마에서 수녀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고무되었으며 우리 수녀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도직에 대해 

좀더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케터링에서의 작별 인사                                              코스펠트에서의 대화                                             모원에서  유엔 소개  

 

목표 7. 환경 지속가능성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1990년 이후 17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직 8억 8천 4백만 사람들은 식수를 얻을 수 없으며  26억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세계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2010년 목표를 놓쳤습니다. 비록 2억 명이 나아진 물과 위생시설 그리고 좀 더 덜 붐비는 

집을 가지게 되었지만  슬럼지역의 발전은 도시빈민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 졌습니까? 오존 파괴물질의 대폭적 감소와 브라질, 버키나 파소, 스리랑카에서의 워터 

프로젝트 그리고 키르기스탄과 같은 곳에 적당한 위생훈련 확대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엔 개발 프로그램과 지구 

환경기금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대략 탄자니아의 므완자 북쪽 지역의 8천 4백가구에 제공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정부들과 협력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오염물질을 관찰하는 수질감독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을 도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더 찾아보세요. http://www.un.org/Pubs/CyberSchoolBus/  , www.un.org/millenniumgoals. 

 

Open Ended working Group on Aging                                          

8월   1일부터 4일까지 유엔 회원국과 NGO들 간에 고령화에 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NGO 위원회는  고령자의 인권 선언에 헌신적이었으며  

대표부를 방문하는 것으로써 옹호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으세요. 

http://tinyurl.com/3sjff6v   
http://tinyurl.com/3rzrpmr  

http://www.ngocoa-ny.org/  
UN SNDs blog: www.sndatun.wordpress.com  

UN SNDs 페이스북 페이지:  http://tinyurl.com/3ccyg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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