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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문 작성법 

For  
 

대표단 

 

많은 대회들은 각 대표단들에게 기조연설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기조연설

문이란 해당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책들과 같은 세부적인 

것들 작성하는 에세이입니다. 기조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국가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한다면, 기조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조연설문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대회들은 대회 한 달 전에 요구를 합니다. 이는 스태프

들이 (대회 운영진) 읽고 토론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

록 합니다. 혹여 참여하는 대회에서 기조연설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도, 자료조사를 정

리하고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조연설문을 작성하는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단들

은 자신들이 작성한 기조연설문을 첫 번째 연설에 사용합니다. 

 

기조연설문을 작성하는 법 

기조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특히 처음 참가하는 대표단들에게는 벅찬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기조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쉽

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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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문은 주로 1장에서 1장 반정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조연설문에는 간단

한 소개와 함께 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종합적인 견해가 포함되

어야 합니다. 잘 작성된 기조연설문은 단순히 사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의안을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많은 대회들이 기조연설문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구

하는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회들은 대표단들에게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는 생각

해 볼만한 질문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기조연설문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잘 작성된 기조연설문은: 

 

• 국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위원회와 의제에 대한 국가의 역사 

• 이 의제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 

• 의제에 관한 국가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에 대한 타당한 이유 

• 의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뒷받침할 통계자료 

• 의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 

• 해당 국가가 서명하거나 비준한 조약이나 결의안 

• 해당 국가가 지지하거나 반대한 UN의 조치 

• 해당 국가가 생각하기에 이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조치 

• 이 위원회의 결의안에서 해당 국가가 얻고자 하는 것 

• 다른 국가의 입장이 해당 국가의 입장에 미치는 영향 

 

 

기조연설문 작성 팁 

 

• 간결하게 유지해라.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려면, 꾸밈이 많은 단어를 사용하

는 것을 자제하고 복잡하지 않은 언어사용과 문장구조를 사용해라. 

• 공식적으로 만들어라. 국가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기조연설문을 위한 공식적인 

letter head를 만들어라. 현실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읽고 싶게 할 

것이다. 

• 정리해라. 한 아이디어나 제안마다 단락을 나누어라. 각 단락이 주제 문장으로 시

작될 수 있도록 작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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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를 밝혀라. 각주나 미주를 사용하여 통계나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밝혀라. 

참고문헌의 형식을 잘 모른다면, 해당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Modern Language 

Association (MLA)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라. 

• 읽고 또 읽어라. 기조연설문을 수정할 시간을 남겨 놓아라. 자신에게 기조연설문

의 구조는 이해가 되는지 묻고 철자와 문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 

• 연설! 연설! 대회에 가서 첫 연설(opening statement)을 하려고 하는가? 잘 작성된 

기조연설문은 굉장히 효과적인 연설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토론 중간에, 잘 작성

된 기조연설문은 또한 국가의 정책과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Let the bullets fly. 정보의 바다에서 제안서가 헤매지 않도록 주의하라. 연설을 하

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과 통계와 더불어 나열된 제안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러면, 토론하는 도중 그 것들을 잊어버려 찾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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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ua New Guinea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Nations 

 

201 East 42
nd 

street, 
suite 405 New York, 

NY 10017 
Tel) (201) 557-5001 Fax (201) 557-5009 

 

소형 무기의 불법 거래는 오랫동안 세계평화, 인권, 그리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

는 사회적인 위해 요소였습니다. 이는 1년에 적어도 500,000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 심각한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그리고 피지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에서는 대략 10명 중 1명이 소형 무기

류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의 소형 무기류(SALW)

의 급증은 부족간 전쟁,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분쟁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시민들에

게의 기초 권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부정

확한 규율을 수정하고, 지역별 규범 체제를 도입하며 협정들을 승인함으로써 소형 무기

류의 불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활발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큰 장애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0개가 넘

는 문화권과 820개의 언어 때문에, 중앙 정부는 주변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부족민들에

게 있어 외국 기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정부”나 “시민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 사회들에게 권력의 중앙화 및 이행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족들의 호전적인 특징은 분쟁과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

래를 제거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파푸아 뉴기니가 소형 무기류의 사용

을 제지하기 위한 제법 구체적인 법적 체제를 설립하였지만, 규제들을 다양한 지리적, 문

화적 배경에 실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형 무기류의 급증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써, 파푸아 뉴기니 정부는 불법 소형 

무기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규범을 이행하였습니다. 기초적인 규범인 

The Firearms Act 1996은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래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이

행이 필요한 제작, 수입, 재환송, 이송, 그리고 다른 분야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Firearms 

act CH No 310은 국내에서의 불법 무기류 제작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의 소형 무기 제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개인의 소형 무기 소지를 금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소형 무기류가 분배 이후 추적될 수 있도록 소형 무기류

의 등록번호를 전산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또한 UNDP, 

Austral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뉴질랜드 정부의 도움을 받아 2005년에 



 

Global Classrooms: Seoul 2020 | 기조연설문 작성법  5 

 

Global Classrooms: Seoul 2020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Guns Control Committee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불법 소형 무기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얻기 위하여 널리 탐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정책과 계획의 이행 후, 정부는 범죄율 

감소를 예상했으며 특히 총기 사용률의 감소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면에서 규

제들과 프로그램들은 최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UNOMB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Bougainville)이 16년의 피로 물든 내전 이후 총기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책들을 정한 Bougainville 사례와 다르게, 국내 법들의 이행은 다양한 인구와 지

리적인 환경 때문에 방해 받았습니다. 비록 소형 무기류의 압수 및 파기는 효과적이었지

만, 태평양 지역에서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래가 만연한 것을 볼 때 불법 소형 무기류의 

유통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소형 무기류의 불법 유포에는 면역이지 않기 때문에, 파푸아 뉴

기니는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하여 지역적 노력들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호주정부와의 쌍방 협력부터 주변국인 피지, 뉴질랜드, 통가와 다른 국가들과

의 다각적인 협력에 이르기 까지 파푸아 뉴기니는 최대한의 능력을 통합하여 넓은 범위

의 활동들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The Pacific Islands Chief of Police (PCPC)

의 회원국으로써, 파푸아 뉴기니는 Pacific Transnational Crime Coordination Center를 설립하

는데 참여하여 Nadi 법적 체제에 이행시켰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적절한 협정들과 

UNSCR 1325 같은 결의안들을 적용시켰습니다. UNSCR 1325 Women, Peace, and Security는 소

형 무기류의 여성과 소녀 등의 최고 취약 층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불법 소형 무기류

의 완벽한 제거를 위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파푸아 뉴기니와 

Pacific Islands Group Forum (PIF)의 회원국들이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래를 해결하고자 하

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국제적인 계획과 규제를 더욱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 사

회로부터 인적 자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래는 인권을 침해, 부상, 사망, 그리고 개발 계획의 방해를 

초래하는 강력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소형 무기류의 증가가 매우 집중적이고 급

격함에 따라,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법의 

강한 이행과 NGO 및 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실행 계획들의 활발한 이행은 소형 무기류

의 불법 거래를 제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UN 결의안 1373의 비

준, Nabi 법규 체제의 이행과 PIF 및 PIPC에 참여하는 다양한 일들을 시행함으로써 남부 

고산지대에서 가장 취약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가 목표

를 이루는데 있어 자원의 제한 및 다른 문제점들을 지니게 됨에 따라, 기술적이고 경제

적인 면에서의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소형 무기류의 불법 거래

를 근절시키기 위한 추후의 활동들에 참여할 국가적인 위치를 단언합니다. 



 

Global Classrooms: Seoul 2020 | 기조연설문 작성법  6 

 

Global Classrooms: Seoul 2020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파푸아 뉴기니는 7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Kofi Annan의 1999년 9월에 안보리에

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 기조 연설문을 마칩니다. 

“세계가 더 이상 현저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행해지는 것에 대한 침묵을 지

키고 있지 않는 시대에 있어, 유엔은 소형 무기의 공급과 소비의 면모를 모두 검토할 의

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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