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국가위원회 연차총회

월

일 개최

5 월 10 일 36 개 선진국 유니세프 대표가 참석하는 제 55 차 유니세프국가위원회 연차총회(55th
Annual Meeting of National Committees for UNICEF)가 그랜드서울 힐튼에서 개최됐다.
10 일 오전 연차총회 개막식에는 앤서니 레이크(Anthony Lake) 유니세프 신임총재를 비롯한
36 개국 선진국 유니세프회장과 사무총장 등 1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회를 축하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발전을 격려하는 뜻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리해 환영인사를 전했다.
또한 5 월 1 일 부임해 첫 해외 공식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레이크 총재는 개막식 연설에서 한국
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성장과 발 전을 치하했으며, 정운찬 총리는 G20
을 개최하는 선진국으로서 국제 적인 책임을 다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ODA (공
적개발원조금) 증액을 약속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유니세프연차총회는 유니세프의 민간부문 재원을 담당하는 선진국 36 개 국가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부문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로
이번 총회에는 유니세프 아이티사무소 대표 프랑스와즈 그룰루스(Francoise Gruloos)등 유니세
프 주요인사와 함께 인구사회학자 한스 로슬링(Hans Rosling,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 교수, 갭
마인더 창시자) 가 참석해 강연을 한다.
한편 레이크 총재는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한국 방문은 제게 최고의 첫 번째 임무 입니다. 최근
한국이 보여준 유니세프에 대한 헌신적인 공헌과 빈곤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 습니다. 한국인들은 전세계의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도와 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 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레이크 총재는 방한 동안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난 후, 동경에
들러 일본 황실과 정부 수상 및 관계자, 민간공공 기부단체 대표들과 함께 아동 권리와 국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6.25 직후 남한을 도왔던 유니세프와 한국은 한국전쟁 후부터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1994 년
부터 전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사랑을 유니세프로 되갚고 있는 한국은 2009
년 유니세프의 19 번 째 공여국이 됐고, 개인기부 규모는 국가위원회 중 10 위에 올랐다.
문의: 유니세프한 국위원회 홍보부 채정아 미디어팀장 02.735.2315/ com@unic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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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차 UNICEF 국가위원회 연차총회
55th Annual Meeting of National Committees for UNICEF
2010 년 5 월 9 일(일) ~12 일(수), 그랜드 힐튼 서울

5 월 9 일(일)

19.00–21.30 환영 리셉션 - 컨벤션센터 3 층, 다이아몬드 홀


환영사 : 현승종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Anthony Lake 유니세프 총재 인사말



Aldo Farina Award 및 퇴임 회장/사무총장 시상

5 월 10 일(월)

09.00–09.05

컨벤션센터 3 층, 에머랄드 홀 B

환영사 :

Véronique Lönnerblad 유니세프국가위원회 Standing Group(SG)
의장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
09.05–09.15

개회사 : Anthony Lake 유니세프 총재

09.15–09.30

환영사 : 정운찬 대한민국 국무총리

09.30–09.45

회의 개요 : Véronique Lönnerblad 유니세프국가위원회 SG 의장
 제 54 차 연차총회 보고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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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 차 연차총회 안건 채택
09:45-10:30

2015 년의 유니세프 :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을 향하여
-Anthony Lake, 유니세프 총재

10.30–11.00

휴식

11.00–13.00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니세프의 기회
– Hans Rosling 교수 (GapMinder 개발자)

13.00 – 14.30

점심 식사

14.30–15.30

유니세프 후원 사례 :

- Kjersti Fløgstad, 기금모금 Think Tank 공동회장
(유니세프노르웨이국가위원회 사무총장)

- Tim Hunter, 유니세프 Private Fundraising and Partnerships(PFP)
Division 국장(기금모금 담당)

15.30–16.00

휴식

16.00–17.00

유니세프의 아이티 사업
– Francoise Gruloos, 유니세프 아이티사무소 대표

17.00–17.30

유니세프국가위원회의 성과 - Véronique Lönnerblad


2009 년도 국가위원회 성과



국가위원회 활동 영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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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5

Standing Group 선거 안내
– Carolyn Hardy, SG 간사(유니세프 PFP 부국장-국가위원회 담당)

19.0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최 만찬 및 공연
- 다이아몬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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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11 일(화)

09.00–10.00

에머랄드 홀 B

긴급구호 시 유니세프의 활동
– Hilde F. Johnson, 유니세프 부총재

10.00–11.00

One-country Approach
- Afshan Khan, 유니세프 Public Sector Alliances and Resource
Mobilization Office 국장
- Carolyn Hardy, 유니세프 PFP 부국장(국가위원회 담당)

11.00–11.30

휴식

11.30–12.15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채택 20 년 이후 – 중요 성과 및 향후 과제
-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Chair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2.15–13.00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아동권리 주요 과제

– Anupama Rao Singh,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소장
13.00–14.00

점심 식사

14.00–14.30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장하기
-코펜하겐 어린이기후포럼 참가 한국대표 어린이 발표(손연수,
최인영)

14.30–15.15

북한에서의 유니세프 사업: 도전적인 환경에서의 변화 창출
-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Bijaya Rajbhandari 유니세프북한사무소 대표
15.15–15.45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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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45

캄보디아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의 활동
- Richard Bridle, 유니세프캄보디아사무소 대표 및 현지시찰 참가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16.45–17.00

Standing Group 선거 결과 발표
– Carolyn Hardy, SG 간사

18.00

서울시 주최 만찬장으로 버스 출발

19.00

서울시 주최 만찬 - 신라호텔 영빈관 에머랄드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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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12 일(수)

에머랄드 홀 B

09.00–10.30

협력합의서(Cooperation Agreement; CA) Update
– Steen Anderson, 유니세프 덴마크위원회 사무총장

-

David Bull, 유니세프영국위원회 사무총장

-

Philip O’Brien, 유니세프 PFP 국장

09.30–13.00

국가위원회 이사장(Chairs) 회의 및 사무총장 회의

13.00–14.00

점심 식사

14.00–15.00

이사장/사무총장 회의 내용 본회의 보고

15.00–15.30

휴식

15.30–16.00

2011 년 유니세프국가위원회 연차총회 장소 발표
- Elsbeth Müller, 유니세프스위스국가위원회 사무총장

16.00–17.00

정리 회의


우수 유니세프국가위원회 시상 - Véronique Lönnerblad



폐회사 :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

결론
- Philip O’Brien, 유니세프 PFP 국장

19:00

자유시간 : 야시장 관광 프로그램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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