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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s of Change: Planting a Path to Peace

In 2004, Wangari Maathai becam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figure, the first black woman and the first 

인 물 . . .

environmentalist to receive the Nobel Peace Prize. 

In her acceptance speech, Maathai said, “I accept it 
on behalf of the people of Kenya and Africa, and 
indeed the world. 

I’m especially thoughtful of women and girls. 

I hope it will encourage them to raise their voices 
and take more space for leadership.”

When Maathai was born, education for women and 
girls was not encouraged in Kenya. 

But Maathai was extremely smart and was sent to 
school. 

She did so well in her studies that she earned a 
scholarship to attend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형용사적 용법

where she studied biological sciences. 
• , where: 바로 그곳에서

Then, she decided to return to Kenya and 
completed her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Nairobi in 1971. 

She was the first woman from East or Central Africa 
to earn a Ph.D. and to hold a professorship at her 
school. 

번역

2004년, Wangari Maathai는 노벨평화상을 수상
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최초의 환경운동가로, 국
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이 되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Maathai는 “저는 이 상을 
케냐와 아프리카, 그리고 전 세계를 대표해서 받습
니다. 

특별히 여성과 소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받는 이 상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목소리를 내
어 리더십을 더 발휘하게 될 자리를 차지하도록 용
기를 북돋아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Maathai가 태어났을 당시 케냐에서는 여성이나 소
녀들에 대한 교육이 장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Maathai는 매우 총명해서 학교에 입학했
다. 

그녀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미국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고, 그곳에서 생명과
학을 공부했다. 

그 이후 그녀는 케냐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1971
년 나이로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다. 

그녀는 동부와 중부 아프리카 전체에 걸쳐 박사 학
위를 받고 모교에 임용된 최초의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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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thai became involved in politics in 1976 when 
she joined 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Kenya. 

While speaking to people in rural communities, 
she discovered that the government had cleared 
large areas of forested land to make room for more 
commercial crop production. 

This change had a damaging effect on rural family 
life. 

People had no access to firewood, and streams were 
drying up or were polluted year by year.

Considering how enormous the issues were, 
Maathai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Plant trees. 

She knew that some of the problems women talked 
선 행 사 . . . .

about were connected to the land: “If you plant trees, 
you give them firewood. If you plant trees, you give 
them food.” 

On Earth Day in 1977, Maathai put her plan into 
action by planting seven trees. 

Later that year, she formed the Green Belt 
구 성 했 다 . .

Movement. 

The group started small, with only a handful of 
villagers gathering seeds and planting them. 

Eventually, the first groups of villagers trained other 
groups, and the next thirty years, more than thirty 
million trees were planted.

번역

Maathai는 1976년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Kenya에 가입했던 때에 정치에 입문하였다.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얘기하던 중 그녀는 정부가 
더 많은 상업 작물 생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해 넓은 숲 지대를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농가 생활에 손해를 입혔다. 

사람들은 장작을 구할 수 없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개울은 말라버리거나 오염되었다.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려해볼 때, 
Maathai는 단순한 해결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성들이 말한 몇몇 문제들이 토양과 연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다면 그들에게 
땔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
다면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1977년 지구의 날에 Maathai는 일곱 그루의 나무
를 심음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 해 말에, 그녀는 Green Belt Movement를 구
성했다.

이 단체는 소수의 마을 사람들이 씨앗을 모아 그것
을 심으며 작게 출범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첫 그룹이 다른 그룹을 훈련
시켰고, 그 이후 30년에 걸쳐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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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planting trees, Maathai created programs to 
educate Kenyan women in areas such as family 
planning and leadership development.

Six thousand tree nurseries were created and 
묘 목 장 . . .

operated by women. 

Most importantly, an enormous power shift 
occurred as women began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futures.

As the Green Belt Movement expanded, Maathai 
found herself increasingly at odds with the Kenyan 
government. 
at odds with: ~와 불화하여

She knew that it was mainly the government that 
강 조

destroyed the environment. 

Maathai became an outspoken supporter for 
environmental policy reform.

She also held seminars to encourage citizens to 
hold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책 임 있 는

managing natural resources.

Her first conflict came in 1989 when Maathai openly 
protested against a $200 million, sixty-story building 
in Nairobi’s Uhuru Park that was to be used for 
government offices. 

Maathai’s campaign was so successful that the 
building was never constructed.

번역

나무를 심는 동시에 Maathai는 가족계획, 리더십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케냐 여성들을 교육할 프
로그램을 만들었다. 

6천개의 묘목장이 만들어졌고 여성에 의해 운영되
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에 따라 엄청난 힘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Green Belt Movement가 확대됨에 따라, 
Maathai는 자신이 점차 케냐 정부와 대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환경을 파괴한 주범이 정부라는 것을 알았
다. 

Maathai는 환경 정책 개혁을 위해 거침없이 소신
을 밝히는 지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또한 시민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천연자원을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그녀의 최초의 갈등은 1989년, 그녀가 정부 사무
실로 사용될 나이로비 우후루 공원의 2억 달러짜리 
60층의 빌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시위를 했을 
때 발생했다. 

Maathai의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 빌딩은 
건설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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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2002 elections, the first free and democratic 
elections held in nearly twenty-five years, the 
political climate in Kenya took a turn for the 

c o n d i t i o n

better.
• take a turn for the better[worse] :차차 나아지다[나빠지다]

Government leaders began listening more 
seriously to issues affecting women and, in turn, 
진 지 하 게 문제 (선행사 )

allowed women to participate more in policy 
decisions. 

Given this new climate, the Green Belt Movement 
established a program in 2003 called Women for 

선 행 사 . . . .

Change with the goal of giving women, especially 
young girls, a new sense of empowerment 

권 한 부 영 . . .

through education. 

Under the new government, Maathai was appointed 
Deputy Minister of the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Wildlife. 

She started out planting trees and found herself in 
the front line of fighting for the democratic 
movement in her country.

Maathai toured the world while speaking out 
순 회 했 다 . . .

against environmental problems and poverty. 

번역

거의 25년여 만에 치러진 최초의 자유 민주 선거인 
2002년 선거 이후, 케냐의 정치적 분위기는 차차 
나아졌다. 

정치 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을 좀 더 심각하게 듣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여성
들이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3년에 
Green Belt Movement는 여성들에게, 특히 어린 
소녀들에게 교육을 통해 새로운 권한 의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Women for change라는 프로그
램을 만들었다. 

새 정부 하에서 Maathai는 환경, 천연자원 및 야생 
동물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나무 심기를 시작하였고, 조국의 민주 운동
을 위해 싸우는 전선에 서게 되었다.  

Maathai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환경 문제와 빈곤
에 대해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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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he never lost focus on her native Kenya. 
태 어 난 . .

She was known to speak the truth whether it was 
about the environment or politics: “In the course of 
history, there comes a time when humanity is 
called to shift to a new level of consciousness to 
reach a higher moral ground. 

A time when we have to give hope to each other. 
That time is now.”

Although Maathai faced incredible challenges in 
직면했다 . . d i f fi c u l t t a s k

her life, she beat them  and was eventually 
challenges

recognized for her efforts. 

Passing away in 2011, her achievements are sure 
to reach across the globe because the fight to 

알 려 지 다

protect the environment concerns the citizens of all 
관 계 되 다

countries.

번역

그러나 그녀는 조국인 케냐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환경에 관한 것이든 정치에 관한 것이든 진
실을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더 높은 도덕적 기반에 도달하기 위해 의식의 새로
운 단계로 돌아서야 할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시기 말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Maathai는 일생 동안 놀라운 도전들과 마주했지
만, 그녀는 그것을 이겨냈고, 마침내 그녀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는 2011년 세상을 떠났고 환경 보호를 위한 
투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
에, 그녀의 업적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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