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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위위원회를 위한 소녀들의 오리엔테이션  

소녀들이여, 일어서라! 는 제 55 차 여성 지위위원회에 참석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 (16-25 세) 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날 여성지위위원회의 역사와 그 기본원리에 대한 상호교류적인 워크샵이  

있었으며  그들이 소녀들의 권리에 연계시켰던 주제들에 리뷰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기술들을 훈련을 받았으며        유엔여성국 전무이사 미쉘 배첼렛 

어떻게 제 55 차 여성 지위위원회에서 소녀들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특별 강연자인 미쉘 배첼렛 여사 (전직 칠레 대통령,  UN 여성국 전무이사) 그리고 레이마 로베르타 그보위 

여사( 여성, 평화 그리고 보안 네트워크-아프리카 전무이사)는 소녀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행사는 2011 년 2 월 맨하탄의 페이스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http://www.girlsrights.org/Girls_Stand_Up.html. 

 

제 2목표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개발중인 지역의 초등교육의 등록자가 2000 년 83%에서 2008 년 89%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진행속도는 2015 년 목표치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학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 에게는 학교에  

머무르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소녀들에게 그 장애물들(조혼, 집안일들 그리고 학교의 위생설비 

부족) 은 많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남아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몇몇 사업들 : 교육비 면제,  교육기반 시설과 소재에 대한 투자,  

 전통적으로 소녀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소녀 교육에 대한 홍보 그리고 외떨어진 

지역과  농촌지역에 접근을 확대하는 것.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저희 수녀님들이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니셰프는  재료와 교사들이 제공되며 사업들이 시작된 지역에 많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몇몇에는 저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에 대한 장벽이 높은 분쟁지역을 포함한 몇 나라들은 유엔 

여아교육사업국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착수했습니다. 이 노력은 유엔, 정부들 그리고 시민사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www.ungei.org/whatisungei/index_215.html    

                                                                                                                     

인도에서의 유엔 여성국 

인도정부는 유엔 여성국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양해 각서 (새 성별법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주하거나 뒤에 남겨진 이들을 포함한 이 여성들은 빠르게 노동인구의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 프로젝트는 인도의 2 개 주와 목표 국가들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좀더 알기 위해 이 곳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http://www.unifem.org.in/press_release.html#GoI  

  

또한 우리의 유엔 SND와의 연계를 일깨워주는 www.sndatun.wordpress.com  

유엔 SND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me.php?#!/pages/SNDatUN/129202553794776?v=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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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엔 컨퍼런스 

매해 유엔 공공정보 부서는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해 비 정부기관들의 모임을  

개최합니다. 올 해의 주제는 “ 지속 가능한 사회들: 책임 있는 시민들”이며  

9 월 3 일 토요일부터 5 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매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유엔 공공정보 부서의 회의를 가지는 것은 많은 우리의 

 회원들이 체계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유엔이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2009 년 멕시코에서 노틀담 공동체는 3 일간의 유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수녀님들이 어떻게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점점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위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일찍 안다면 본에 있는 

수도공동체들의 숙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유럽 교사들 그리고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정의 평화 코오디네이터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 일하고 있는 다른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이 연대하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지구와 대기를 보존하는 구조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듬는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세부주제는 빈곤박멸의 맥락 안에서의 녹색경제, 투명한 행정, 그리고  풀뿌리 행동주의를 포함할 것입니다. 

좀 더 의 정보를 위해 여기를 방문하세요. 

http://www.stakeholderforum.org/fileadmin/files/64%20Invitation%20to%20NGOs.pdf or e-mail 

mjtsndngo@yahoo.com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방문자 

우리는 진 스토너 수녀님의 주도하에 나뮤르 노틀담 수녀님들과 협력하여 이곳   

UN NGO 에서 현재 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온 법률가 챤탈 메테나 이니온기 수녀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수녀님은 

이 곳에 여성 지위국을 위해 왔습니다. 수녀님은 저와 함께 맨하탄의 클라라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으며 저는 수녀님의 생활과 콩고에서의 사도직에 대해 흥미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Sr.조-앤 플로라, 챤탈 메테나 그리고 진 스토너( 나뮤르 노틀담) 

다가오는 행사들:                      

 

이주와 개발에 관한 자유 주제 토론,  

2011 년 5 월 19 일  뉴욕 

올해 스위스에서 열릴  국제 포럼의 작업에 

덧붙여 우리 이주 위원회 위원들은 2011 년 5 월 

17-18 일에 열릴 세계 시민의 날과 19 일의 

자유주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연합 

총장측과 유니세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중심의 개발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개발의 근원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합니다.   

 

 

 

 지속가능 개발위원회 
2011 년  5 월 2-13 일, 뉴욕 

 

많은 우리 관구들과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5 월의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형태를  위한 10 년 프로그램의 틀을  

검토할것입니다.  

좀더 충분한 정보를 위한다면 여기를 검색하십시오. 

http://www.un.org/esa/dsd/csd/csd_csd19.shtml  

 

만약 이 회의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름을  등록하고 

UN 입장권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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