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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II. 목표

 극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는 것
 지속적인 환경보호하기
 성의 동등함을 향상시키고, 여성에게 권위부여하기
 아이들의 자살률 감소시키기
 산모의 건강 증진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병들 극복하는 방안을 만들기
 일반적이고 최우선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개선시키는 것

III. 진행과정
IV. 2010년의 정상회담 되돌아보기
V.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직면한 어려운 면들

 GNI(전세계수입)의 0.7% 기금에 대한 논쟁

VI. 연관된 조직들
I. MDGs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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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1A : 하루에 생계비가 1$인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Target 1B :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률을 높인다.
직장인들마다의 GDP 성장률을 높인다. 

Target 1C : 기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기

5살 이하인 저체중 아이들이 늘어나고있는 실상
이다. 

1981~2009년까지의
동부,서부 아시아의 타
겟 1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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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1A : 환경에 관한 나라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지속가
능한 원리로 통합하기.
Target 2B : 201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① 숲으로 둘러싸인 땅의 비율을 늘리기
② 기후 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
③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④ 오존을 파괴하는 행위를 덜 하기 ..등등

 Target 3C : 2015년까지 기본적인 하수 처리 없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고갈되지 않게 하기.
Target 4D : 2020년 까지 빈민촌에 살고있는 1억명의 삶을
현저하게 개선시키는 것



산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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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3A: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도, 2015년까지 모든 수준
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① 남학생 대비 여학생들의 초중고 비율

② 비농업분야 임금 노동인구 중 여성비율

③ 여성의 고위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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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4A :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
아사망률의 2/3을 감소시키기

① 5세 미만 아동들의 사망률

② 생후 12~23개월 유아중 1회이상 홍역을 치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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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5A: 1990년 부터 2015년 사이에 산모 사망률
을 ¾ 감소시킨다.

Target 5B: 2015년까지 출산관련 보건혜택은 누구나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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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6A :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기

① 개발도상국 15-24세 남성 및 여성 중 HIV에 대
해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인구의 비율

② 감염 위험성이 있는 성관계시 콘돔 사용 비율

• Target 6B : 2010년까지 HIV/AIDS 치료를 필요로 하
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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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 2A :2015년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초등교과 과정을 완성할 수 있게
하기

① 불평등과 성별에 따른, 소득, 지역별 미
등록 아동 분포

② 남,여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실태





 Target 8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예측 가능하고 차
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①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좋은 관리법, 발전, 
그리고 빈곤률 감소를 포함한 공약

 Target8 B & C: 저개발국  내륙국  소규모 도서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
결

① LDC와 수출







http://blog.naver.com/thddlf30?Redirect=Log&logNo=140117353688&jumpingVid=C4EB5B39119F5801962FF3873717652534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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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thddlf30?Redirect=Lo

g&logNo=140117353688&jumpingVid=C4

EB5B39119F5801962FF3873717652534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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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Millennium_D

evelopment_Goals#Goal_1:_Eradicate_extr

eme_poverty_and_hunger

• Report of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