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행동 계획의 추진력       
(크리스티나 가랏치 유엔 사무차장과의 인터뷰) 

【뉴욕 IDN＝라메슈.쟈우라】 

비정부조직(NGO)과 학자 대표들이 한국의 남동부에 위치하고있는 경주에서           

6 월 1 일부터  3 일간에 걸쳐 개최하였던 제 66 회 유엔홍보국(DPI)/NGO 회의               

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제 4 의 목표(모든 사람들에게 포섭적, 더우기 

공평하고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촉진하는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는그로벌한 교육행동의 의제(경주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후,어떠한 진전이 있었을까? 또한,2015 년 9 월에 국제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이행된지 2 년째인 금년,젊은이들의 집단이 수행을한 

역활은 무엇이었을까?  1 월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신 유엔 사무총장과 

메네지멘트팀이 취임되었으나 그런속에서 금년에도 유엔홍보국(DPI)/NGO 회의는 

개최 되는것일까? 홍보담당의 유엔사무차장이라는 직책은 어떠한것일까? 

이런것들은 인터내셔널 프레스 신디케이트(INPS)의 기간모체인 IDN 의 라메슈 

쟈우라 기자겸 편집장이 유엔홍보국대표를 역임하는 크리스티나 가랏치 유엔                   

사무차장(홍보담당)에게 물어본 질문내용이다. 인터뷰의 전문은 이하와같다. 

 

Cristina Gallach, UN Under-Secretary-General for Communic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at a press 

conference in Gyeongju, South Korea on June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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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 7 개월전인 2016 년 6 월 1 일 한국경주에서 열린제 66 회 

유엔홍보국/NGO 회의에서 비정부조직(NGO)와 학자들의 대표들이 그로벌한 

교육행동 의제를 채택하였 습니다. 그이후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작년의 경주회의는 유엔의 시민사회로의 관여라고하는 관점에서 획기적인 

회의였습니다. NGO 뿐만이 아니라 학자와 학생 젊은이들의 그룹까지도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2030 년 의제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위에 교육이 수행하는 결정적이 역활에 대하여 인식이 높아져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유엔홍보국은 이의제를 어떻게 전진 시킬것인가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활성화                   

시키기위하여 회의의 폐막이후 경주행동계획을 광범위하게 유엔의 각부국과 

NGO 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이후, 많은 NGO가 각각의 입장에서 행동계획과 광범위한 2030 년 의제를 

이행하기위하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에관한 의식을 

고조시키기위하여 각종이벤트와 판넬 토론이 열리고있습니다.또한, 「세계의 

Participants applauding adoption of the Global Education Action Plan by the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onference, Gyeongju. 

資料：Katsuhiro Asagiri | INPS Japan 



시민을 위한 국제교육의 날」의 창설을 위하여 몇몇 NGO 가 실행위원회 를 

조직하였습니다. 

Q:유엔홍보국/NGO 회의의 역사로서는 처음으로 젊은이들이「젊은이들의 선언」을 

책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때 귀하는「수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엔과 협력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의식을 갖고있다는증거이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7 개월간에 양자의 파트너쉽은 어느정도 강해졌습니까? 

A:유엔과 젊은이들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고 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달성에 불가결한 추진력 이기도하고 우리들은 젊은이들의  

에네르기와 정열을 현장에서 실제로의 전진과 변화로 연결시키는 기회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엔홍보국은 경주회의 이후 그로벌한 문제에 관하여 젊은이들과 NGO 의 젊은 

그룹을 얼마나 관여하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유엔과 시민사회파트너 쌍방에 대하여 

자문기관이 될수있는 NGO 젊은이 실행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유엔은 젊은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출까… 의식을 높이고 관여관계를 

촉진시키기위하여 거의 매주 세계각지에서 젊은이들 관련의 이벤트등의 활동을 

열고있고 기후변동이나 공해,임금평등,성적폭력,기아와 빈곤의 박멸등등 보다더 

절박한 그로벌적인 문제로의 해결책을 찾아내려하고 있습니다. 

또한,신유엔사무총장의 청소년문제 특사의 선정 프로세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특사는 젊은이를 대표로하여 

세계적인 변호활동을 선도하고 있는것 입니다. 

현재,아후마드 아르헨다위씨의 임기가 

끝난상태이기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신속히 차기 청소년문제 특사를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갈것을 자신의 임무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2 년째(＝２０１７년）와 그이후에 

있어서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역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현재 세계에는 15-24 세의 젊은이들이 

12 억명이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수는 

역사상 최대가되어 있습니다. 이숫자는 

Ahmad Alhendawi,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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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후에도 늘어나기만 할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의 리더 이기도하고 인류의 장래를 만들어 

나가는 위에 실로 중요한 역활을 

해나갈것입니다. 

세계에는 젊은이들이 보다더 그로벌한문제와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가능한 문제에                

관심을 갖어왔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해나갈 

크고 작은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있습니다.그리고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나라와 지역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혁신적인 프로잭트와 아이디어를 착수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후 우리들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의제를 실행하는 최전선에 서게하기위하여 

젊은이들과 젊은이들의 단체와 관여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Q:2017 년은새로운 사무총장의 취임과 새로운 매네지멘트팀의 발족으로 막을 

열었습니다.그러면 유엔홍보국 NGO 회의가 금년중으로 열리게되는 겁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회의장은 어디로 되는것입니까? 

A:금년은 유엔홍보국/NGO 회의를 열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는 2018 년에 

개최하게될 옵션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다른방법으로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팀과 

협력하여 유엔 홍보국에의한 NGO 와의 협동이 사무총장의 실질적인 우선사항과 

잘협조가 될수있도록 해보려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Q:유엔홍보국장 으로써의 귀하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유엔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일반에게 알리려고 하는의미로서 임기중에 직면한 과제와 성취시킨                    

일들로는 어떤 것들이있습니까? 또한 귀하의 다음의 케리어에 있어서 여기에서의 

경험은 어느정도 유익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A:유엔에서 홍보담당 사무차장으로서 일을해왔던것은 대단히 결실이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유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그로벌팀을 이끄는기회를 얻었었으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수백이상의 각기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라디오와 포스터 

테레비라고하는 전통적인것들로부터 소셜메디어와같은 새로운 것들까지 무수의 

매체를 이용하여 뉴스와 정보를 받아드리는 세계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유엔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가 라고하는 점이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지만 동시에 또, 유엔홍보국의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것도 인식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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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파트너 쉽」이 마법과 같은 언어가 되는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부나 

NGO,민간부문,활동가등 유엔이 제시하는 문제의 해결에 노력할 용의가있는 

모든사람들과 진솔한 파트너쉽을 함께할수가 있다면 국경과 서로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국가, 세대를 넘어서 활동을 전개할수가 있게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여 하여온 모든일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발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로서는 유엔 홍보국이 최근  2년동안 취급하여왔던 

문제들의 깊이와 넓이는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인상적이었던것은 유

엔가맹국,메디아,시민사회,기업등 세계의 어느곳에서도 유엔과 협력을하는것에 실

로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입니다. 유엔은 보다나은 세계를 향하여 활

동하려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선택에 가치가있는 파트너이고 보다더 동원력이 있는

 진실한 의미로써 그러한 모든사람들의 목소리를 집약할수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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