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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서포터즈 2기가 새롭게 출범하다

지난 1월 12일(일) 여성평화외교포럼(여.평외교포럼)은 1325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가졌다. 1325서포터즈 
1기 양봉현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기 지원자와 1기 대표, 사무
국 참가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참가자 소개, 이현숙 상임대표의 인사 및 ‘1325서포터즈
의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기 활동소개 및 안내, 2기 분과토의 및 팀 조직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현숙 상임대표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UN SCR 1325)”의 목적(전시, 전후에 

여성을 젠더폭력,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확대)을 설명한 후, 1325
서포터즈는 이를 널리 보급하고 이행을 촉진시킴으로서 UN SCR 1325의 기준이 국제평화표준으로 뿌리내
리게 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런 지원활동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으로 성장해 평화
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2기에는 22여명이 지원하여 참가 인원이 1기의 두 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참가자도 각 
대학을 대표하듯 다양한 대학에서 지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2기를 이끌어갈 팀장들로는 A팀의 이준
호 학생이, B팀의 지고은 학생이 선출되었다. 양 팀은 각자 팀 모임을 가지고 활동계획과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는 등, 이미 활동에 돌입,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2기는 매달 25일 유엔 오렌지데이 캠페인, 
1325친구들 1,325명 캠페인, 저명인사와의 데이트, 국제기구 방문 및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
게 될 것이다. 이들은 카페를 열고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제를 도입한 3차 정기총회

여성평화외교포럼은 지난 1월 16일(목) 오후 7시부터 제3차 정기총회(은덕문화원)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정관개정에 따른 공동대표 선출, 2014년 사업 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개정에서는 목적 및 사
업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조직을 상임이사제에서 공동대표제로 전환, 리더
십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이현숙선생(전 상임이사)과 이정옥교수(가톨릭대학 사회학과)가 공동대표
로 선출되었다. 두 대표는 오랫동안 평화,통일,국제 분야에 관여하고 봉사해온 전문가들로서 앞으로 단체
를 위해 3년 임기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포럼은 이들과 함께 공공외교역량 강화, UN SCR 1325보급과 
이행 촉진, 국제교류협력활동 분야의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삼열 박사와의 데이트를 즐기다

1325서포터즈 2기는 <저명인사와의 데이트> 첫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7일(금), “이삼열 유네스코 아태무
형유산센터 사무총장(본 포럼 고문)와의 데이트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활동에 헌신해온 선배들과의 
밀착 데이트를 통해 그들의 국제활동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청년세대들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의 서울 사무실(종로구 수성동 리마빌딩 907호)에서 오전 10시
에 시작된 이날 데이트에는 1325서포터즈 12명이 동행했다. 데이트는 참가자 소개, 이삼열 박사의 아태무
형유산센터 활동 소개 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오찬 시간까지 이어져 오후 1
시 30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학생들의 인터뷰는 이삼열 총장의 커리어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총
장은 그의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참가자들은 이박사가 유네스코에서 활동하게 된 계
기. 독일에서 봉사했던 광부들을 위한 상담활동, 최근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과정, 국
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정치적 역학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삼열 박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
제이해교육원 초대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으로 활동, 유네스코 3관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2기 청년외교살롱을 마치다

제2기 청년외교살롱이 지난 2월 18일–19일 양일에 걸쳐 종로2가 반쥴 복합문화공간 4층에서 진행되었다. 
“청년,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외교살롱에는 청년 41명(대학생 38명+고등학생 3명)이 참여해 
40명이 2일간의 과정을 수료했다. 외교살롱은 청년들에게 국제기구의 비젼과 역할, 글로벌 시민의 덕성을 
이해하고 국제기구 참여의 길을 안내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
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강사로는 김문환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조한덕 한국국제협력단 전략기획부장, 김효
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대외협력국장, 이현숙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
제기구 및 글로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참여해 청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가자들의 열
띤 질의에 응하며 현장감 넘치는 토론시간을 펼쳤다. 이틀간의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다자외교, 국제기구 
현장, 국제개발 정책, 젠더이슈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접하고 국제기구활동에 필요한 덕성과 역량을 배
우며 즐거워 했다. 사회자로는 나영희 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국장, 황금희 마이스토리돌 대표, 최광기 토
크컨설팅 대표가 참석해 진행을 흥미롭게 이끌었다. 또한 개강식과 수료식에는 신낙균이사장, 최영희 이사
가 참여해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특히 수료식에는 이기화 하피스트(반쥴 복합문화공간 대표)가 특별출
연, 아름다운 하프연주로 감동을 선물했다. 참가자들은 평가에서 기대이상의 만족감을 나타냈고 다음 3기 
외교살롱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이현숙 대표는 “신세대들은 이미 글로벌 시민이라며 시간을 잘 지키고 
국제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라며 그가 받은 인상을 요약했다. 포럼은 참가자들이 의자와 책상이 불편했고 방이 추웠다는 평가도 보여 
다음에는 보다 안락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을 숙제로 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325서포터즈 2기와 이
상옥 위원, 정혁찬팀장, 홍현경 간사의 치밀한 진행 위에서 따뜻하게 마무리 되었다.      

                                                        2014-02-26 <여성평화외교포럼 미디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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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shtags, #BringBackOurGirls and #BringBackOurDaugthers 캠페인

          

           우리의 딸들을 무조건 그리고 즉각 돌려보내라!  

      나이지리아 정부는 딸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

지난 4월 14일 밤, 나이지리아 북동쪽의 한 마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Boko Haram에 의해 200명 이상의 여학
생들이 납치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괴한들은 12세-17세 사이의 여학생 200여명을 납치하고 기숙사에 
불을 질렀다. 이 어린 여학생들은 그들이 학교에 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공격대상이 되었다. 소수의 여학생들
만이 차에서 뛰어내려 집으로 도망을 쳤으나 납치된 여학생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어린 여학생들은 
‘신부감’으로 팔려가거나 나이지리아 국경에서 ‘성노예’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보고가 떠돌고 있다.

우리는 이 폭력적인 행위에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여학생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납치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린이들의 자유를 침범하고 학교를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여아도 납치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녀들은 폭력의 두려
움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여성과 여아들이 평화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여성과 여아들은 어떤 위협이나 박해나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 여성과 여아들은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한다. 분쟁지역이나 극단적 인 무장단체들이 활보
하는 곳에서는 여성과 여아들이 더 큰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다.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이 위협받으면 그들이 누구
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전 세계가 일어나 그들을 보호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세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들은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이다.  

우리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며 세계가 모든 힘을 모
아 안전하게 여학생들을 구출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이지리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특히 피
해여성들의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한국정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발표하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5월 23일(2014), 보도 자료를 내고,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 
유엔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 유엔 안보리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1325(UN SCR 1325)’를 채택한지 14년만의 
일이었다. 1325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세운 국가는 40여개에 이른다.  

한국정부의 국가행동계획수립은 지난 2012년 2월 27일, 국회가 1325국가행동계획수립촉구결의안(최영희의
원 발의)을 채택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범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으며 특히 본 포럼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헌신적인 협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1325 
국가행동계획에는 ▲향후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권교육 실시, ▲
국방·통일·외교분야 정책수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 ▲국제기구, 국제NGO등과 연대한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사전 
예방 협력,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에서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방·통일·외교분야 여성 정책에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통일·외교 정책 중 여성 관련 정책 수립 이행 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남북여성교류단체와
의 연례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1325행동계획이 수립되도록 2013년 1월부터 <1325네트워크>를 
조직, 여성계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동시에 정부와 민관협의체도 구성,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습
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은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해 1325네트워크는 성명서
(5/27)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아래 사항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①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한다. 특히, 보고체계 및 이행 평가 지표 개발, 모니
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325호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 조
정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③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북한과 정치군사적 협상, 경제협력, 사
회문화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우리포럼에서는 강윤희 교수(여성-평화-안보 분과 위원장)가 본 포럼을 대표해 1325네트워크와 민관협의
체에 참석해 왔다. 민관협의체는 정부 측에서 8인, 여성단체와 학계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25wf@naver.com 

청년들, 김영희 전 대사와 데이트하다

   

1325서포터즈는 지난 4월 25일, 반쥴 복합문화공간에서 김영희 전 세르비아 대사를 모시고 데이트를 즐겼
다. 서포터즈 13명이 참석한 이날 데이트는 김영희 대사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응대로 시종일관 따뜻한 분
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김 대사는 이 데이트를 ‘소크라테스 카페’로 진행하자며 자신의 모두말씀을 생략하
고 처음부터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데이트를 이어갔다. 모두발언이 생략된 데이트는 처음 다소 익숙하지 
않아 했으나 이내 참가자들은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은 때로 날카롭고 때로 경쾌했다. 코소보와 크
림반도 이슈의 연관성은?, 바람직한 한미일 관계는?, 외교분야 참여의 직접적 동기와 계기는?, 3차 대전의 
가능성과 그 지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실질적 기여 가능성은?, 외교관 이전의 다양한 경험이 
외교관 업무수행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외무고시출신이 아닌 민간 분야 진출자로서 겪은 애로는?, 연
애와 결혼은?, 선진국 대사들에게서 배울 점은?, 등등의 질문이 저녁 식사자리까지 이어졌다. 박은정 학생
이 카페에 올린 참가후기가 그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

“반쥴 4층에서 진행되었던 김영희 전 세르비아 대사님과의 데이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명인사와의 데이트>에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기에 이번 데이트가 더욱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처음 대사님을 뵈었을 때, '카리스
마 있는 현대여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닮고 싶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희 전 대사님께서는 원래 '소크라테스 까페'로 진행하고 싶어하셨고, 그래서 대사님의 강연보다 질의응답이 주가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우
리 1325 서포터즈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하신 분과 오랜 시간동안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해주시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여성평화외교포럼에서 마련해주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하기 민망하고, 뭔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325 서포터즈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ㅎㅎ 그렇게 한 번 용기를 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질문드리는 것이 쑥쓰럽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코소보 사태'와 '크림반도 이슈'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둘 다 '미국'과 '러시아(소련)'의 패권싸움이 연관되어 더욱 큰 이슈가 
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되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알지 못했던 깊숙한 내막들도 함께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님께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질문까지도 스스럼없이 답해주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데이트가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0^

매우 값진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희 1325 서포터즈가 Boton(꽃봉오리)에서 '누구보다 값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장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성평화외교포럼 사무국 선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데이트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유
익한 시간이어서 그런지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이라 아쉽기도 했습니다.ㅠ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저명인사와의 데이트>는 미래 세대들이 글로벌한 경험을 가진 선배 세대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고, 선배세대들은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325서포터
즈는 일찍이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세계무형유산 발굴 및 보전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삼열 UNESCO 세계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도 데이트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저명인사
와의 데이트>는 <현자와의 데이트> 로 바꾸어 진행될 예정이다.  

문국현 대표, 김영희 전 대사,  포럼 가족이 되다

  

지난 3월, 포럼 이사회는 특별한 가족을 새로 맞이했다. 우리사회 ‘혁신의 리더십’ 으로 잘 알려진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와 ‘제3호 여성대사’로 널리 알려진 김영희 전 세르비아대사가 이사회에 새로 참여하게 된 
것. 문국현 신임이사는 일찍이 유한킴벌리 대표로서 회사를 우리사회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정
치에 입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한솔섬유대표사장으로 취임, 인
간중심의 경영혁신운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위해 활약하고 있
다. 김영희 전 대사는 일찍이 외교관의 꿈을 키우던 중 독일에 취업 입국, 병원생활과 학업을 병행하여 끝
내는 독일 쾰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독일전문가로 한국 외교부에 입문, 마침내는 세
르비아 대사로 임명되어 외교관의 꿈을 이룬 화제의 인물이다. 지금은 외교, 통일 분야의 글쓰기와 강연으
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새 이사들의 이런 면면은 이들의 참여로 포럼의 공공외교 
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외의 기대를 갖게 한다.

                

최다현 인턴,  주 유엔 한국대표부 인턴이 되다
지난 세계여성의 날(3월 8일) 아침, 본 포럼의 인턴으로 활동해온 최다현 학생(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 3
학년)이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 인턴십 합격했습니다~“라는 메일이었다.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Summer 
session II의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세계여성의 날“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낭보였다. 그
는 본 포럼의 추천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인턴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최다현 학생은 2013년부터 우리 포럼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다현 학생은 우수한 학업성적, 영어, 
불어를 구사하는 어학능력에다 인턴십 활동을 통해 그의 성실한 품성과 창의성, 주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우리 포럼은 그가 주 유엔 한국대표부 인턴십에 응모할 때 이런 능력과 봉사정신을 토대로 안심하고 추천
할 수 있었다.



현재 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다현 학생은 2013년 9월, 교환학생으로 출국, 미국 캘
리포니아 대학(U.C. Davis)에서 수학 중이다. 첫 학기를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보낸 그는 UC 
에서 진행하는 Washington program(학술적 인턴십프로그램)에도 선발되어 3월부터는 그의 교환학생 마
지막 쿼터를 캘리포니아가 아닌 Washington DC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귀국하는 대로 다시 본 포럼의 
인턴으로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래는 그의 이메일.

“다른  UC계열의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고 워싱턴 DC에 밀집해 있는 Think tanks나 research 기관, 혹은 다양한 NGO들 중 선택해 
인턴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세미나 수업도 병행할 수 있구요! UC에서 졸업할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교환학생인 제가 선발될 수 있을지 살짝 걱정했었는데, 좋은 소식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고 박영숙 이사장 추모비 제막식이 열리다

지난 5월 16일과 17일에 본 포럼의 초대 이사장이셨던 고 박영숙 선생님의 1주기 추모식과 추모비 제막
식이 있었다. <박영숙의 선물>을 주제로 여성 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추모식에는 200여명이 모여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며 우리와 미래 세대에 전하는 고인의 철학적, 실천적 메시지와 유업을 나누고 후학들도 이에 동참
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추모비 제막식은 17일 오전 10시,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다. 

“엄정했으나 뜨거운 사랑,
한 생을 오롯이 
이 땅의 여성과 생명을 섬기고,
시대와 역사의 마디마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새로운 꿈이 
되어준 당신.
오늘 여기
희망의 숲을 물려주시니
그 은성한 그늘 아래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 모여 
존경과 우정으로 마주합니다.“

  

 삼가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 아들딸들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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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아일랜드�대사관을�방문하다.

지난� 8월� 22일� 1325서포터즈와�포럼의�특별�초청을�받은�대학생� 8명은�아일랜드�대사관을�방문하

고� 앙헬� 오도노휴(Aingeal� O’Donoghue)� 대사와� 아일랜드-영국� 평화과정(peace� process)에� 대한�

간담회를�가가졌다.�

�  

앙헬� 대사는� 간략하게� 북아일랜드� 분쟁의� 역사를� 설명하고� 이후� 평화협상이� 이뤄진� 과정,� 여성들의� 평화노력

을� 설명했다.� 12세기� 말� 부터� 영국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1921년에� 독립했으나� 영국� 신교도를� 집중� 이주시

켰던� 북아일랜드를� 영국령으로� 남겨둠으로써� 아일랜드계� 구교도와� 영국계� 신교도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969년부터� 본격화된� 양측의� 유혈충돌로� 30년� 동안� 3,7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분쟁종식을� 위한� 평

화협상이� 시작되고� 마침내� 1988년� 성금요일협정(Good� Friday� Agreement)이� 체결되면서� 북아일랜드사태는�

평화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영국여왕이� 아일랜드를� 국빈방문하고� 2004년� 봄에� 아일랜드� 대통

령이� 런던을� 방문하면서� 양측은� 평화와� 협력의� 길을� 다져가고� 있다.� 그는� 평화협상을� 가능케했던� 요소로�▪
오랜� 인내와� 끈질긴� 노력,� ▪강력하고� 용기� 있는� 지도력,� ▪진솔한� 대화와� 신뢰구축,�▪외부� 중재자들의� 기
여,�▪타협과� 균형� 잡힌� 협상� 성과물� 등을� 꼽았다.� 여성들의� 역할로는� 북아이랜드� 여성연맹의� 탁월했던� 평화
적� 기여와� 역할을� 소개하고� 아일랜드� 평화를� 앞당긴� 노벨평화상� 수상자� 여성들,� 시민사회,� 지역공동체들의� 기

여,� 메리로빈슨� 대통령과� 매리� 매칼리스� 대통령의� 역할� 등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과� 유

사한� 역사를� 가진� 북아일랜드� 평화과정의� 구체적� 경험을� 배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남북갈등� 해

결의� 관점에서� 질문을� 주고� 받았다.� 앙헬� 대사는� 통일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생각을� 묻는� 열정을� 보였으며�

아일랜드� 1325국가행동계획� 자료도� 친절하게� 준비해주었다.� 아일랜드의� 평화과정은� 한국이�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로운�통일의�길을� 여는데�많은� 시사점을�던져주고�있음을�확인하는�자리였다.� � � � �

� � � �

         여성, 청년들, 공공외교로 평화의 새 길을 내다



▶�WPS� 포럼을�개최� :� “독일통일과�한국통일�대박론”�

2014년� 6월� 12일에� 열린� 5차� WPS� Forum은� 전승� 4개국의� 분할� 통치로� 주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 했던� 독

일의� 통일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인가란� 기획으로� 개최되었다.� 주� 독일� 공사

를� 역임한� 김영희� 전� 대사는� 독일� 통일은� 종합� 예술품이라� 명명하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동독과� 서독이라는�

지형적,� 이념적� 분리는� 전후� 독일이� 처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동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행

동력,� 그리고� 서독� 정치가들의� 현실� 감각� 및� 독일� 통일정책� 결정은� 하나의� 독일이라는� 미래를� 보다� 가속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분단되었다는� 사실� 외에� 독일과의� 공통분모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독일� 통일� 그� 자체가� 우리의� 통일�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독일� 통일� 과정,� 그들이� 겪었던� 문제

점과�해결과정이�한국�통일에�시사점이�있다며�토론을�이끌어�갔다.� 발제의�새로운�관점과�문제제기가�주목을�

끌고� 전체� 토론이� 뜨거워지고� 심화되면서� 토론이� 밤� 10시경까지� 계속되자� 참가자들은� 9월� 18일에� 2차� 포럼

을�가지기로�하고�포럼을�서둘러�마감했다.�

▶� <1325� 친구들>이�되다

여평외교는� 안보리결의안� 1325(SCR� 1325)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325친구들’� 1,325명을�

조직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분쟁지역� 여성들을� 성폭력,�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평화,안

보� 분야�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에� 필요

한� 이행� 사항을� 정부들과�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1325친구들’� 캠페인은� 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1325를� 이해하고� 이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참가비는� 분쟁경험지

역� 여성들이� 일하는� <네팔여성기술교육센터>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1325친구들’� 명단은� 동판에� 새겨져�

보관되며� 유엔여성(UN� Women)에� 보고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1,325명이� 되는� 동시에� 켐페인은� 종료된다.�

지금까지�참여한�분들께�감사드리며�많은�분들의�참여를�기다린다.� �

참가비: 성인 1만원, 청년 5,000원, 

참가비 사용처: 분쟁경험지역인 네팔의 여성자활센터(네팔여성기술교육센터) 지원 예정

8월 현재 참가자: 신낙균, 이연숙, 이선종, 유지나, 최영희, 이정옥, 이현숙, 문국현, 김영희. 

             이명숙, 고경심, 이정은, 이혜정, 강경희, 나영희, 박옥희, 정영애, 조선영,

                 손정미, 기현경, 차재영, 김동순, 황금희. 민경자, 홍미영, 최순영, 최현자,

                 이정자, 신필균, 양정호, 조미정, 이은숙, 정  윤, 이상옥, 김우경, 김자경,

                 정신아, 김지석, 이루다, 이루리, 정교용,  



▶� ATT를� 비준한�정부가� 40개국에�달하다.

2013년� 6월� 3일,� 유엔� 회원국들이� 무기거래조약(� Arms� Trade� Treaty:� 이하� ATT)에� 대한� 서명

(signature)을� 시작한지� 1년� 만에� 40개국이� ATT� 비준(ratification)까지� 마치는� 발전을� 보이고� 있

다.� 50개국이�비준하고� 90일이�경과하면�무기거래조약은�국제법으로서�효력을�발생하게�된다.� 국제

무기거래를� 규제하여� 분쟁과� 무장� 성폭력� 방지에� 기여할� ATT는� 세계� 여성� 및� 시민사회의� 제안과�

많은� 국가들의� 노력으로� 2013년� 4월� 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정부들의� 서

명을� 받아� 현재는� 50개국이상의� 나라로부터� 비준을� 받는� 과정에� 있다.� 아래는� 지난� 6월�

WCC(World� Council� of� Church)에서�보내온�서한의�일부다.� � � � � �

�

Dear� Friends,

-� 생략� -

Ten� countries� were� slated� to� ratify� the� treaty� on� Tuesday� 3� June,� raising� the� total� to� 42� ratifications� just�

one� year� after� the� agreement� was� opened� for� signatures.�� When� 50� countries� ratify,� the� long-awaited�

treaty� comes� into� effect.

Zambia,� Australia� and� Jamaica� were� among� the� governments� scheduled� to� ratify� the� ATT� on� 3� June� in� a�

ceremony�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Ecumenical� campaigners� have� been� in� contact� with� them� and�

more� than� 20� other� governments� to� encourage� this� and� earlier� steps.

“It� is� critical� that� African� states� ratify� the� Arms� Trade� Treaty� the� way� Zambia� is� to� do� today,”� said� Joseph�

Dube� of� the� WCC’s� Ecumenical� Campaign� for� a� Strong� and� Effective� Arms� Trade� Treaty.

“African� governments,� civil� society� groups� and� churches� worked� hard� to� make� this� treaty� strong.�� We� call�

on� them� to� ratify� it� now,”� continued� Dube,� who� is� based� in� South� Africa.

Treaties� related� to� armaments� usually� wait� years� to� be� ratified.�� The� speed� of� action� on� the� ATT� is� a� sign�

of� the� broad� political� will� behind� this� historic� treaty,� according� to� Control� Arms,� the� civil� society� coalition�

which� includes� the�WCC.

- 생략 -



▶�새일꾼,� 박주희�간사

지난� 6월부터� 우리� 포럼에서� 인턴으로� 활동해온� 박주희(34)씨가� 7월부터� 포럼� 간사로� 활동하게� 되

었다.� 이화여대� 물리학과를�졸업한� 박주희님은�이화여대�자연과학대학�학생회장,� 대학생연합�향기문

화�동아리� UCPC� 회장으로�활동했으며�졸업�후에는�수학�강사로�활동하며�외무고시를�준비해�왔다.�

박� 간사의� 참여로� 포럼의� 공공외교분과와� 1325서포터즈분과(청년분과)가� 보다� 활력있게� 진행될� 것

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

� � � � � � � �

▶�여성계�소식

국립여성사전시관�상설전시관에�고� 박영숙,� 이우정�선생�유물이�전시되다�

� � � � �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9월� 1일� 국립여성사전시관을� 기존의�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고양시(정부고양시지

방합동청사)로� 이전하면서�상설�전시관을�개관하며�함께�개관특별전도�연다.�

“과거를� 담아�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개관하는� 상설전시관은� � 연대기존과�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특히� � 테마존

은� 1)우리동네� 엄마들,� 2)도시로� 간� 언니들,� 3)20세기� 용감한� 할머니들,� 4)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로�

구성되는데� ‘20세기� 용감한� 할머니들’� 존에는�고� 이우정� 의원과� 고� 박영숙� 의원(본� 포럼의� 초대� 이사장)의� 유

물이�전시될�예정이다.

특별전의�주제는� “북촌에서�온� 편지:� 여권통문”이다.� 여권통문(⼥權通⽂)은� 「여학교�설시통문」의� 다른� 이름으로�

1898년� 9월� 1일� 양반집� 부인들이� 주축이� 되어� 여학교를� 설립하면서� <여학교� 설시통문>을� 발표,� 여성의� 권

리를�사회에� 선언한�것.� 이� 선언문에는� 근대�여권운동의� 3대� 요소인� ‘참정권’·‘직업권’·‘교육권’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근대여권운동의� 시발로� 간주되고� 있다.� 여권통문� 발표날인� 9월� 1일에� 개

관하는�이번�전시는� 2014년� 1월� 말까지�열린다.�  

- 1325wf@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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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의 멋진 성탄선물;

- 마침내 UN 무기거래조약이 국제법으로 우뚝 서다 -

� � �

� � � � � � � � � �무기거래와 젠더폭력의 연관성을 인정한 최초의 무기조약  � � � � � �

© AFP/Getty Images

오는 12월 24일이면 유엔과 정부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10여 년 간 함께 노력해온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이 마침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으로 우뚝 서게 된

다. 이 법은 ‘무기거래와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최초의 무기조

약’(칠레)으로써 ‘이번 성탄절의 가장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자마이카). 

지난 9월 이 운동을 주도해왔던 Control Arms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건 언제나 흥분되는 일입니다. 특히 세계 무기거래를 바꾸는 일을 했다면 그 흥
분은 더 크겠지요. 마침내 지난 9월 25일에 8개국이 추가로 무기거래조약(ATT)을 비준(ratification)함에 

         여성, 청년들, 공공외교로 평화의 새 길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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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50개국 이상이 조약을 비준하는 과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조약은 50개국 비준 후 
90일이 경과되는 12월 24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하게 됩니다.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네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 ATT가 국제법으로서 발
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콘트롤 암스(Control Arms)에서는 온라인 갤러리 "50인이 
50개국을 축하합니다."를 열었습니다. 이 사진첩에는 50인의 사진과 인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50인들은 
시민사회단체부터, 정부, UN에 이르기까지 무기거래 조약이 비준되도록 힘을 보태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출해 주시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한, 오스카상 후보로 올랐던 디몬 하운스, 
소년병 출신의 에릭 나이라기라등 여럿 인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게시하고자 합니다.

무기거래 조약이 발효되는 것은 무기 거래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입니다. (#chance2change 
캠페인)  우리는 이 조약이 조약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
다.“

여성평화외교포럼은 2012년 창립 직후부터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①유엔이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하

고, ②정부들이 이에 서명하고, ③이후 비준 과정을 거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 결과 11

월 현재 122개국이 서명하고 54개국이 비준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게 되었다.  

�

아래는�여러분과�함께� ATT� 국제법�탄생을�위해�걸어온�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시민과�함께�우리의�힘으로�새� 역사를�만들었습니다� !

2012년 1차 캠페인

04.21.     여성평화외교포럼의 WCC 무기거래조약 채택 캠페인 참여 결정

05.04.     ATT위원회 구성: 이삼열, 강윤희, 정혁찬, 장철영, 조우혜, 이현숙

05.04.     여성부장관면담: 이현숙, 이계경.

05.29-31.  ATT 국제회의 참석: 이현숙(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06.01-30.  ATT 참여 청원서 서명(105명) 캠페인 및 유엔과 한국외교통상부 제출

06.15.     ‘여성의 권리와 성 평등을 보장하는 무기거래조약’ 문건(WILPF) 번역 배포

06.27.     UN ATT 채택 참여촉구 외교통상부 김성한 차관 면담(이삼열, 이현숙, 변진홍, 

           엠네스티 대표 2인)        

06.29.     ATT 관련 차관면담기사 여성신문보도

07.25.     코리아헤럴드 보도: ‘Women’s group calls for arms trade limits’ 

07.27.     UN 무기거래조약 협상 실패

11.08.     UN ATT 재협상 날짜 합의-->2013.03.18.-28.

2013년 2차 캠페인

02.27.      ATT 2차 협상 참여 촉구서한 발송: 외교통상부장관 

03.01.      ‘젠더 & 무기거래조약’ 문건 여성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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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무기거래조약을 !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이 포함된 무기거래조약을 !

             -포괄적인 기준, 범위, 이행조건을 담은 무기거래조약을 ! 

03.         온라인 글로벌캠페인:<글로벌우레소리,Global Thunderclap>캠페인/프레시안

04.02.(현지) 유엔 총회: 무기거래조약 채택(찬성154개국, 3개국반대(이란,북한,시리아)

            기권23개국(러시아, 중국, 등)

04.03.      UN ATT 채택 환영성명 발표

05.09.      ATT 서명(signature) 촉구서한 발송: 외교통상부 장관

06.03.      UN ATT 서명식 거행: 한국정부 등 76개국 참여

2013년 6월 3일 유엔에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서명식이 열렸다. © Amnesty 
International

07.07.       ATT 비준(ratification) 참여 촉구서한 발송: 외교부 장관 

10.31.       ATT 비준촉구 대중 캠페인 메일 발송

2014년 

10.          50개국 비준 달성(90일 후 국제법적 효력 발생)

11.11.       현재 122개국 서명, 54개국 비준

12.24.       ATT 국제법으로 발효 (링크첨부)

▶ 1325서포터즈, UN 성폭력 근절 16일간 오렌지데이 캠페인을 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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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의 가을 속 운영위원회 MT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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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토), 운영위원회 MT가 신낙균 이사장 가평 시골집에서 열렸다. 운영위원 및 실무자 등 

10명이 참석한 이번 엠티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잠시 가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며 상호간의 친근

한 만남 속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2015년을 내다보며‘(이현숙) 그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평외교포럼의 지난 3년은 2012년의 창립과 UN무기거래조

약 채택 캠페인 론칭, 2013년의 공공외교 훈련 청년프로그램(청년외교살롱)과 1325보급을 위한 1325

청년서포터즈 프로그램 개발, 2014년의 지식인여성들 WPS(여성-평화-안보)포럼 공동개최 모색 등 창

립초기에 사무행정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모색하고 개발했던 시기로 정리되었다. 

2015년을 내다보는 부문에서는 먼저 2015년이 가지는 몇 가지 역사적 모멘텀을 살펴보았다. 2015년

은 ①UN SCR 1325 채택 15주년 ②한반도 해방과 분단 70주년,  ③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가 열리

고 북경선언 및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 ④MDGs(새천년개발목표) 달성기한이 끝

나는 해이며 Post-2015 개발목표 설정의 해(SDGs) 등이 겹치는 시기임을 함께 확인하며 여평외교는 

그 연장선에서 2015년에 국제교류연대활동을 강화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내부 구성원들의 상

호친밀성과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 달에 한번 학습 및 이슈토론의 시간을 갖자는 데 의견

을 함께 했다. 

    이밖에도 각 위원들이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슈들을 소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써 최근 한국사회 전반의 가치 지향과 정책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경위원(방송인)은 현

재 남북관계의 현안과 전망을, 문경란위원(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준비과정과 딜

레마를, 정영애위원(여성학자)은 국제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낮은 성평등 지수 등, 여성계의 최

근 흐름을, 신낙균이사장(전 의원)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과정과 그 한계 및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인지예산 이슈를, 차옥숭교수는 최근 출판한 저서, <예루살램 성지∙전장>에 대한 소개와 이스라엘, 팔

레스타인 문제를, 이정은위원(철학교수)과 이혜정위원(철학교수)은 한국사회 인문학열풍과 대학 내 철학

의 위상 후퇴 현상, 최다현 인턴의 한국유엔대표부 인턴활동 보고 등, 각각 의견을 나누며 지지와 연대

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날 모임은 참가자 각자의 자발적 봉사와 콜라보로 이뤄졌다. 신이사장은 장소와 오찬을, 이상옥위

원은 회의와 오찬준비를, 정영애위원, 김현경위원, 박주희 간사는 자동차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

다. 심한 감기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열어주신 신낙균이사장님, 세심하게 회의를 준비해주신 이상옥위

원님, 거침없이 배려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김현경위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 전정희 의원실과 WPS 포럼을 개최하다
지난 9월 22일(월), ‘젠더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과 한국통일 대박론’을 주제로 한 WPS(여성-평화-안

보)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특별히 전정희 의원실과 본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김영희 전 대사의 주제발제, 박건영 교수의 논평, 그리고 전체토론(사회: 정영애교수)으로 진행되었다. 

전문직 여성 토론회로 모인 이모임에서는 독일통일의 교훈, 한국통일대박론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현안

으로 최근 정부가 조직한 통일준비위원회의 낮은 여성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젠더관점에서의 접근

이 과제로 남겨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정희 의원, 최영희 전 의원, 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경

심, 이정은, 이혜정, 양경숙, 민경자, 신필균, 김정희, 이금숙, 이정자, 문경란, 차옥숭, 김은주, 오혜란, 

장철영, 차경애, 박주희, 김유진, 임형찬, 황영훈, 김근형, 이해인, 법열, 황선정, 이상호, 전정희, 김영희, 

박건영, 정영애, 최영희, 이정옥, 이현숙,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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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서포터즈 2기 수료식
2014년 1월 12일, 발대식에서 16명이 출발한 1325 서포터즈 2기가 2014년도 활동을 모두 마치
고 12월 21일 1325서포터즈 활동을 마감하며 12명이 수료하였다
수료식은 2014년 한해의 활동을  ppt로 돌아보며, 학업과 알르바이트 또는 그 외 많은 활동을 
함께 하느라 동분서주... 바빴던 모습들이었지만, 모두들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하며 감사하였
다. 축하말씀을 하신 이정옥공동대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인지하
고 캠페인을 벌여 온 만큼 이 분야에서는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미흡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1325가 목표를 달성하는 날 여러분들의 작은 시작들이 빛
을 보는 날이 있으리라“하시며 그 의미를 되새겨주시며 감사와 축하와 격려말씀을 하셨다. 

1기 서포터즈 양봉현팀장이 방문하여 모두들 반가워하며 함께 뒤풀이 저녁을 나누다.

▶ 1325 새 친구들 
 
김진옥, 장필화, 이상화, 이계경, 김애실, 박혜란, 이배용, 이영옥, 박은경, 이삼열, 
손덕수, 김우경, 김자경, 김지석, 유근숙, 이루다, 이루리, 이은숙, 이진산, 이진흥, 
정교용, 정신아, 정  윤, 장우주, 장필화, 이상화, 양서영, 이남주, 양하영, 양길승, 
이혜경,

- 1325wf@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