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빌빌빌    게이츠게이츠게이츠게이츠, , , , 극빈극빈극빈극빈    퇴치에퇴치에퇴치에퇴치에    있어있어있어있어    목표와목표와목표와목표와    측정의측정의측정의측정의    중요성중요성중요성중요성    강조강조강조강조     -- 5 번째 연례 편지는 미국 교육의 성공사례와 에티오피아의 태아 건강관리 등을 아우르며, 향후 15 년 동안 극빈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 제시   시애틀, 2013 년 1 월 31 일 /PRNewswire/ --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공동의장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5 번째 연례 편지 를 통해 전 세계 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정확한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멀티미디어 자산: http://www.multivu.com/mnr/49396-bill-melinda-gates-foundation-fifth-annual-letter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0130/MM50698 )  게이츠는 "이 주제가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알지만, 영향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면서 “빈곤층의 삶은 지난 15 년 동안 가장 빠르게 향상됐다”고 적었다.   편지는 미국 학교들의 놀라운 성과와 에티오피아의 공중보건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전 세계 수백 만 빈곤층의 삶을 바꿔 놓았다고 했다. 



변화의 핵심적인 이유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알맞은 측정법을 인식하려는 세계의 헌신이다.   이는 대외원조의 경우 더 확실히 드러난다. 게이츠는 편지에서 “역사적으로 원조는 투자된 총 금액으로만 논의됐다. 이제는 유아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에 보다 냉철하게 원조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에이즈 환자의 치료와 방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확한 목표와 측정이 원조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조 프로그램의 성공을 증명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제공한다. 이는 한 정부가 세금을 다른 정부에게 주는 것이 아닌, 한 지역사회가 다른 사회의 빈곤을 함께 해결하는 모습인 것이다”고 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빠듯한 예산 가운데서도 목표 설정 및 측정을 거듭 강조했다.  게이츠는 명확한 목표와 그 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척도가 마련될 경우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를 지목한다. MDG 는 2015 년까지 세계 극빈곤층을 위해 최초로 시도되는 8 개의 구체적인 목표이다. 게이츠는 “우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에 대한 성과는 놀랍다” 면서 “가난을 절반으로 줄이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두 배로 높이려는 MDG 의 목표는 기한보다 이르게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게이츠는 세계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2030 년을 향한 희망 을 공유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세상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그는 효율적인 개발과 빈곤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편지는 소아마비 퇴치, 영아 사망률 감소, 피임기구 확산, 미국 교육 향상 등 2013 년 재단의 기타 주요 우선순위들을 나열한다. 또한 게이츠는 게이츠 백신 혁신 상(Gates Vaccine Innovation Award) 의 두  번째 수상자로, 백신 조달 시스템을 점검해 어린이의 예방접종의 어려움을 해소한 빌리지리치(VillageReach) 의 현장요원 마가리다 맷신(Margarida Matsinhe)를 지목했다.   편지 전문: www.gatesfoundation.org/annualletter.  고해상도 사진 및 방송수준의 비디오 장면: www.thenewsmarket.com/gatesfoundation  문의:  이메일: media@gatesfoundation.org  전화: +1-206-709-3400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문의:   앰버 제디스(Amber Zeddies), Amber.Zeddies@gatesfoundation.org; 또는 media@gatesfoundation.org, +1-206-709-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