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Making the World Better for Future Generations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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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의 설립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 비전을 중심
삼고, 인류의 삶과 내면을 평화롭게 재구성할 가치를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종교를 중심삼고
정치·경제·교육·언론·예술·가정·여성·청년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분야에서 평화로운
삶의 양식을 제시하며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As the founders of the Sunhak Peace Prize, Rev.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Moon, proposed the reconstruction of the value of human life and inner peace, centering
on the peace vision of “One family under God.” In particular, they presented models for
a peaceful life centered on religion through vast areas ranging from politics, economy,
education, media, art, family, women, and youth, thereby setting their sights on preparing a
peaceful future for the glob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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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에 이처럼 성황을 이뤄주신데 대해 열렬한 환영의 말
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상 및 귀빈 여러
분, 그리고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평화에 대한 온 인류의 염원이 더욱 절실해져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
국 서울에서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정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립 70주년이자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세계사적
흐름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값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미래의 평화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업적으로 제1회 선학
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된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과 모다두구 비제이 굽타
박사님께 깊은 존경과 함께 뜨거운 축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만 선학평화상은 고 문선명 총재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
고 그 유지를 선양하기 위해 영부인이신 한학자여사님의 제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일찍부터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공생(共生), 공영(共榮), 공의
(共義)의 신념으로 범 인류공동체 건설에 평생을 바쳐 오신 분입니다. 이 평화의 비전
은 인류는 연속적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한 가족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전제
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평화의 개념을 현재와 과거에 가두지 않고 미래로까지 확장시켜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가 왜 미래세대의 평화
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도덕적 책임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기까지 평화의 핵심 이슈는 ‘전쟁과 폭력의 극복’이었습니다. 그 동안 전쟁
의 잿더미 속에서 국제연맹(LN)과 국제연합(UN)을 차례로 탄생시켜 왔으며, 오늘날
UN은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재해
와 각종 질병,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 등에서 오는 전 지구적인 환
경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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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며 무한 경쟁을 하는 동안 인류공동체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지구는 심각하게 오염·파괴되었으며, 이제 그 피해를 미래세대가 고스
란히 떠안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포용하려는 선학평화상의 웅대한 비전은 세계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평화는 곧 새로운 ‘문명’입니다. 인류가 20세기까지 쌓아올린 문명의 한계와 적폐
를 넘어 평화로운 미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 시대가 요구하
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세대는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인종과
국경과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서 범 인류애에 기본한 평화 문명을 모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선학평화상은 새로운 세기를 향한 새로운 평화의 큰 밑그림을 그려가고자 합니
다. ‘인류는 한 가족,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이라는 기치 아래 인류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 문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도덕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 위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용기 있는
의인(義人)들을 계속 발굴하여 고무 격려해 나갈 것입니다.
중대한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은 이 자리에서 오늘 선학평화상이 뿌린 평화의 씨
앗은 앞으로 종교와 인종과 국가와 문화를 뛰어넘어 미래의 새로운 평화문명으로 힘
차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앞길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

홍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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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Address

Dear esteemed guests,
I offer you a very passionate welcome to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Ceremony, and sincerely thank all of you for this wonderful turnout. I especially
extend my deep gratitude to those delegates and VIPs who have come from all
across the world to attend the ceremony today, and I would especially like to thank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Mr. Eui Hwa Chung who is representing
Korea.
In a time when the desire for humanity’s peac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erative, I feel it very significant that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Ceremony is being held here in Seoul, Korea. Even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us makes this
event all the more meaningful.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onvey my deep respect and warm
congratulations to the two individuals whose dedication and achievements for future
peace has earned them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namely His Excellency
Anote Tong, the President of Kiribati, and Dr. Modadugu Vijay Gupta, a fisheries
scientist of India.
As you all know the Sunhak Peace Prize was established by Dr. Hak Ja Han
Moon, the wife of the late Rev. Sun Myung Moon, to honor his ideology and
accomplishments. From early on, Rev. Moon, based on his “One global family”
peace vision of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devoted his life for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community. This vision of peace is
rooted from a very basic premise that the human race is one family continui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refore, it does not confine the concept of peace to just the present or the past,
but extends it well into the future to open new horizons of peace. This also serves to
awaken our moral responsibility as to the reason why we need to prepare peace for
future generations.
Until the past century the key issues of peace were “overcoming war and violence.”
From the ashes of war, the League of Nations (LN) and the United Nations (UN)
were established one after the next, and today, the UN is committed in its du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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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another World War from happening. However, entering the 21st century,
other catastrophes more terrifying than war are threatening humanity. These are
namely natural disasters and various diseases, and in particular global environmental
disaster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and energy depletion.
As the present generation pursues growth and development in an endless
competition, the Earth our eternal home, is continuously being polluted and
destroyed, and has now reached such a serious condition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surely shoulder the weight of this damage. In the wake of this dire crisis, the Sunhak
Peace Prize’s grand vision which endeavors to embrace all of humanity, proposes a
new horizon of peace.
Peace is a new “civilization.” In order to go beyond the limits of civilizations that
humanity had constructed until the 20th century, and live a truly happy lifestyle
we need to create a new culture that meets the needs of the new era. The present
generation has been given a historical calling for it to let go of its greed and
selfishness, and transcend race, nation, ideals, and religion in order to create a
peaceful civilization based on love for humanity.
In this new century, the Sunhak Peace Prize endeavors to sketch a new picture
of peace. Under the banner “One Global Family, Making the World Better for
Future Generations,” we will strive to resolve humanity’s conflicts and lead a
new civilization of peace. We will continue to search globally for and encourage
righteous and courageous people that practice the value of peace demanded in this
new age on top of moral legitimacy and logical rationality.
Responding to the call of history the Sunhak Peace Prize is sowing seeds of peace
which will go beyond religion, race, country, and culture and continue to spread the
new civilization of peace. I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encouragement in
this new path set before us. Thank you.
28 August 2015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man,

Dr. Il Sik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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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상자 선정 발표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평화상은 미래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
이 현 세대의 책임이라는 믿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상의 첫 시상은 이러한 평화비
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기후변화’ 와 ‘식량위기’ 문제의 해결에 주목하
였습니다. 이에 제1회 선학평화상의 수상자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과 ‘미래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혁신적
인 물고기 양식기술을 개발하며 청색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
사’를 공동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공론
화하여 전 지구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
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헌신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희망적이고도 건설적인 비전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노테 통 대통령은 전 국토가 수몰 위기에 처한 키리바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
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아
노테 통 대통령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한 지구 및 대기 오염으로부터 해양을 지
키기 위해 자국 연안을 완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도덕적 결단을 내렸으며, ‘존엄한
이주(Migration With Dignity)’ 프로그램을 통해 30년 이내에 수몰될 운명에 처한 자
국 국민의 인권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재앙을 해결·예방하기 위해 아노테 통 대통령처럼 솔선
수범하여 희생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지도자는 드뭅니다. 본 선학평화상위원회는 “기
후변화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는 도덕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는 아노테 통 대통령의 노력과 호소를 적극 지지
찬동합니다.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전 생애에 걸쳐 미래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물고기 양식기술
을 개발하여 청색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발한 양식기술은 동남아시아와 아
프리카의 수많은 빈민층에게 자립·자활이라는 기적을 일구어내었습니다. 특히 여성
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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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타 박사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분쟁지역까지 찾아가 헌신적으로 지역맞춤형
양식 어종을 개발하면서 청색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저비용으로 동물성단백질
공급이 가능한 물고기양식은 미래 식량위기의 해법으로 크게 부상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굽타 박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민층에게 일방적인 원조를 해주기보다는 물
고기를 기르고 잡는 법을 보급하여 자립·자활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양식 기술을 교육하여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
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 세상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뜨
거운 인류애와 생명존중 정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인류의
미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빈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굽타 박사의 헌신적인 봉사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매회 시상에서 인류 공동의 운명을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끌
‘미래 평화 아젠다’ 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회 시상에서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미래
평화 아젠다는 ‘기후변화’ 와 ‘식량위기’ 입니다. 지난 세기 세계평화의 주된 과제는 사
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극복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식
량위기로 인한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전
지구적인 위기로 증폭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 본 위원회는 21세기 인류 평화의 주된 과제로 기후변화와 식량문제에 주목하여, 이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지혜를 주체적으로 모색하고 행동하는 것을 미래 평화 아젠
다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류공동체는 도덕적 정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선학평화상이 제시하는 열린 비전과 행동의 변
화는 21세기 평화 문명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

홍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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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eate Announcement Statement

Good afternoon. The Sunhak Peace Prize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belief that
it is this generation’s responsibility to create a peaceful civilization for future
generations. With this vision in mind,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which I
chair, focused on the pressing need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o
lay the groundwork for lasting peace. To that end, we have selected His Excellency
Anote Tong, President of Kiribati, for his efforts at the forefront of the climate crisis,
and Dr. Modadugu Vijay Gupta of India, for developing innovative fish farming
methods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future food crisis and for inspiring the Blue
Revolution. They are the first laureates of the Sunhak Peace Prize.
His Excellency Anote Tong, President of Kiribati, has been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e serious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s leading the search for a global
solution. With his country’s survival under threat, President Tong is presenting an
optimistic and constructive vision dedicated to future generations.
An island nation located in the Pacific, Kiribati is a country on the verge of being
submerged under water due to rising sea levels. President Tong is drawing the
attention of and is playing a central role in gather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ek solutions to actively cope with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lso, President Tong has designated a part of Kiribati’s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Pacific Ocean as a marine protected area to safeguard it from pollution caused by
human greed. Through the “Migration With Dignity”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he is investing significant energy into defending the human rights of his citizens
fated to leave their homes, which will be submerged within the next 30 years.
It is rare that a leader takes the initiative to prevent and address a global catastrophe
such as climate change by making sacrifices.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strongly supports the efforts and appeals of President Tong who stated that “In order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crisis, the people of today must endure the patience
and sacrifices of making moral decisions for future generations.”
Throughout his life, Dr. Modadugu Vijay Gupta has been addressing the future
food crisis by developing aquaculture methods that benefit small-scale farmers. The
methods he has developed have helped countless people in poverty in Southeast
Asia and Africa achieve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In particular, he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social status and right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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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camp in war-torn conflict areas and ignoring threats to his own life,
Dr. Gupta has devoted himself to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quaculture
methods/technologies using agriculture wastes and by-products along with
innovative implementation practices that benefit small-scale farmers. As a food
resource providing low-cost, high-quality animal protein, aquaculture has become
a possible solution to the future food crisis. In addition, rather than giving fish to
the poor, Dr. Gupta taught them how to fish, paving a way for them to achieve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By doing this he has paved the way for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particularly among Southeast Asian and African
women, whom he actively taught aquaculture to, greatly improving their social
status and rights.
His efforts are based on his love for humanity and his spirit of respect for the lives
of those suffering from poverty and hunger.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salutes Dr. Gupta’s dedication and service to addressing the food crisis facing
humankind and giving the poor a sense of hope.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wishes to present “future peace agenda”
with every prize presentation as thematic focuses, that will help lead the human
community towards peace. For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the Committee
proposes the future peace agenda “climate change” and “food resource” as its
thematic focus. The main challenge to world peace in the past century were conflicts
and war. However, in the 21st century, catastrophes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food crisis are constantly occurring throughout the world. Unless these problems
are solved, they threaten the survival of humanity. Indeed,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are the greatest challenges to world peace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we feel that actively seeking for solutions to these crises should be our top priority
future peace agenda.
Now, drastic action based on moral legitimacy and rationality is needed from the
human community. It is our hope that this broad vision will help us move one step
closer to realizing a 21st century civilization of peace. Thank you.
8 June 2015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man,

Dr. Il Sik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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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동수상자 Inaugural Dual Laureate

아노테 통

1952. 6.11. 키리바시 라인제도 패닝섬 출생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주요경력

1978 - 1980

남태평양경제협력기구(SPEC) 프로젝트 책임자

1983 - 1992

아톨연구재단(USP) 소장

1994 - 1996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1996 - 2003

국회의원

2003 - 2007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당선

2007 - 2011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재선

2012 - 현재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3선

수상경력

2008

데이비드 스톤상 수상 <뉴앵글랜드 아쿠아리움>

2009

빛나는 옥색 대수장 수상 <대만 총통 수여>
명예메달 수상 <위안 국회의장 수여>

2012

피터 벤츨리 해양상 수상 <블루프론티어 캠페인>
힐러리상 <힐러리 국제리더십 연구소>

Anote Tong

Born on 11 June 1952, Fanning Island, Line Islands, Kiribati
University of Canterbu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iribati
Professional Background
1978 - 1980

Project Officer, South Pacific Bureau for Economic Cooperation (SPEC)

1983 - 1992

Director, Atoll Research and Development Unit, USP

1994 - 1996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1996 - 2003

Member of Parliament (Boutokaan Te Koaua party)

2003 - 2007

Elected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iribati

2007 - 2011

Re-elected for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iribati

2012 - Present Serving third term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iribati
Major Awards
2008

David B. Stone Award <New England Aquarium Foundation>

2009

Brilliant Jade with Grand Cordon <President of Taiwan>
Medal of Honour <Speaker of the Legislative Yuan>

2012

Peter Benchley Ocean Award <Blue Frontier Campaign>
Hillary Award <Hill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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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Peace

사진 UN Photo / Guilherme Costa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만드는 글로벌 리더
A Global Leader Creating Peace
at the Forefront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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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기후위기의

아노테 통(Anote Tong·

심각성을

63) 키리바시 대통령은 세계

국제사회에

가 직면한 막대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

공론화

며 전 지구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도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해수면 상
승으로 평균해면보다 낮은 고
도를 가지고 있는 환태평양 군
소도서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
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데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키리바시공
화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33개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811㎢ 면
적에 인구는 10만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국이며, 평균 해발 고도가 낮은 탓에 해
수면 상승으로 2050년이면 전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희생적으로

아노테 통 대통령은 환태평양 지역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의 보고로 보호될 수

해양생태계

있도록 하는 해양 보호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2006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보호에 앞장

온전히 보존된 산호수역인 피닉스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보존협회(CI)에서 ‘피닉
스제도 보호구역(PIPA)’을 설정해 발표했다. 2010년 피닉스제도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인류의 소중한 보물이다. 나아가 그는
태평양 23개국 도서 국가의 협력체인 ‘태평양해양경관 관리협의회’ 구성을 주도하며
태평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해양경관의 면적은 세
계 해양표면의 10%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약 4,000만 km2)으로, 인류와 지구의 아
름다운 공존을 위한 건강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 연안을 어
획과 채굴이 완전 금지되는 ‘완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국가적 희생을 감내하며 해
양생태계 보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원양어선의 입어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키리
바시로서는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는 도덕적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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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hievements

L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 on climate
change

His Excellency Anote Tong(age 63), President of Kiribati, actively inform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climate crisis facing low-lying Pacific
small island states due to rising sea levels, and l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ively address this issue. In order to raise public awarenes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climate crisis facing low-lying Pacific island
states that have lower-than-average altitudes above sea-level, President Tong
played a key role in calling upon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to create comprehensive consultative bodie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mbark on solving this problem. The Republic of Kiribati is a small island
nation in the South Pacific consisting of 33 atolls and islands, and has an area of
811km² and a population of 103,000.

Led the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by
paying a price
for future
generations

President Tong has actively led campaigns to protect the marine ecosystem in
the Pacific Rim as a repository of re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 In 2006,
President Tong worked with Conservation International to create the Phoenix
Islands Protected Area (PIPA), encompassing some of the most pristine and coralrich waters on the planet. In 2010, it was declared the world’s largest marine
UNESCO World Heritage Site. Going further, President Tong conceived the
Pacific Oceanscape framework, an unprecedented effort among 23 Pacific island
nations of the Pacific Islands Forum to collaboratively and sustainably protect,
manage, and sustain their ocean. Together, the nations of the Pacific Oceanscape
have responsibility for some 10% of the world’s ocean surface (approximately
40 million km²). For Kiribati which relies heavily on income generated from
licensing commercial fishing to foreign vessels, this was a moral decision to
abandon national interest for the great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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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기후난민의

아노테 통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자국민의 인권 수호에

존엄한 인권

총력을 기울이며, 기후난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환기하는 데 크게

확보를 위해

기여했다. 그는 30년 이내에 수몰 위기에 처한 자국민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이주

노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피지의 토지 2,428만여㎡를 매입
하는 등 이주지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나아가 자국민들이 불안한 지위의 ‘난
민’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이주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존엄한 이주
(Migration With Dignity)’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 선원, 원예전문
가 등 다양한 전문 직업훈련과 어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존엄한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통 대통령의 뜨거운 인류애가 반영된
것이다.

Committed to
ensuring the
dignity of human
rights for climate
refugees

Pres. Tong has devoted a significant amount of his energy into defending the
rights of his citizens, and has contributed greatly in building awarenes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need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climate
refugees. Pres. Tong is establishing a systematic migration policy so that his
country’s citizens, who will be forced to leave Kiribati within the next 30 years
due to rising sea levels submerging their country, can migrate with their dignity
intact. First, he worked diligently to secure funds to buy land for the resettlement,
purchasing 24.28 million m² of land in Fiji, and is running the ‘Migration With
Dignity’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so that they will not be treated as unstable
‘refugees’ but as valuable members of the work-force with competitiveness and
marketability. Even as hope seemed to diminish as his country’s citizens faced the
possibility of losing their homes due to climate change, Pres. Tong’s warm love for
humanity shined brightly as he strove to safeguard human dignity, and established
various expert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such as nursing, seamanship,
horticulture gardening, etc. as well as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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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hievements

19

아노테 통 대통령 수상 연설

지구와 현세대의 생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을 해나갈 것
한학자 총재님, 존경하는 홍일식 위원장님,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님들, 모다두구 비제이 굽타 박사님, 사랑하는 제
아내와 가족들, 친구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키리바시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캄 나 베인 니 마우리! (건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위 있는 선학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제 아내와 가족 그리고 키리바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평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류를 위해 헌신해 오신 고 문선
명 선생님과 한학자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 전 세계가 고 문선생님과 한총재님의 비전을 수용해 화해와 공존,
협력을 증진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며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12
년간의 제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직을 수락하며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받아들였고, 그 중 하나가 국
제사회에서 키리바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2015년 제1회 선학평화상의 공동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세계가 우리 국민들의 역경과 몸부림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저희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크나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키리바시 국민들을 비롯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
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에 혹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산호섬 거주자들은 국토, 생계수
단, 집, 국민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이 현 세기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기후재앙의 최전선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저는 지
도자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더욱 우선시 되는 책임입니다.
자손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 식량안보에 영원히 남을 업적을 세운 공동수상자 모다두구 비제이 굽타박사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굽
타박사님과 같이 훌륭한 수상자와 함께 선정된 것은 정말로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몇 년 동안 인내하며
저를 지지해준 제 아내 미미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 상은 저와 키리바시 국민들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수상 연설을 대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전 세계가 우리 국민들의 역경과 운명에 관심을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귀한 상을 받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부디 옳은 일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키
리바시 전통 축복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테 마우리, 테 라로이, 테 타보모아! (건강·평화·번영이 여러분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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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Anote Tong, Acceptance Speech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protect and preserve this Earth, our one and only home.
Dr. Hak Ja Han Moon Our gracious host this evening, Dr. Il-Sik Hong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Dr. Modadugu Vijay Gupta My beloved wife, and to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As is customary in my country, allow me to share with you all our Kiribati traditional blessing of “Kam na bane ni
Mauri”– “May we all be blessed with Good Health”
On behalf of my wife, who is here with me today,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Kiribati, it is with great honour that I humbly accept this prestigious award, the Sunhak Peace Prize.
It will be remiss of me if I do not pay tribute to the late Reverend Dr. Sun Myung Moon and to you Dr. Hak Ja Han
Moon, for the work that you have done underpinned by the ultimate aim of global peace for all.
Indeed if the whole world were to embrace the visions of the late Reverend Moon and Mrs Moon, promoting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e world would certainly be a better and a more peaceful world. And most
likely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in front of you.
Mr. Chairman,
The last twelve years have not been without challenges, starting from when my people choose me to guide them towards
a safe,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Upon accepting that honour, I also accepted the responsibility that came with it, one
of which is to ensure that their voice, their issues were heard especially within the International arena.
Mr. Chairman,
Being a co-recipient of the Sunhak Peace Prize, 2015 gives me great hope, that indeed the world has taken heed of my
people’s struggles, my people’s plight and most importantly that my people are not forsaken by the world as a whole.
For that is what I have dedicated my life to, ensuring that my people and those in similar situations are not set aside, that
they are not left behind. Climate change affects all of us in varying degrees of severity, but for my people and all those
who live on atoll islands, we are at the frontline of this global calamity with the very real possibility that our islands, our
livelihoods, our homes, our identity as people and as a culture may not exist within this century.
As leaders we all have a duty to protect and nurture our people. This is even more paramount as parents and grandparents,
for it is our moral obligation to ensure that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and their children’s future is safe and secure.
It is with this in mind, Mr. Chairman, that I honour and recognize my fellow recipient, Dr. Modadugu Vijay Gupta, whose
lifelong work will forever remain inherent in the preservation of global food security. It is indeed very humbling to be
considered alongside a very worthy fellow awardee, such as Dr. Gupta.
Allow me also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one person who has supported and borne with me throughout
the years, my dear wife, Meme. This prize is as much for her as it is for me and the people of Kiribati.
With these few words, I accept this prestigious award with the sincere hope that all who are here today and the world as a
whole, have indeed taken heed of my people’s plight, my people’s fate. For their sake, let us do what is right by them.
In closing, let me share with you all our traditional blessings of “Te Mauri (Health), Te Raoi (Peace) and Te Tabomoa
(Prosper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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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동수상자 Inaugural Dual Laureate

모다두구
비제이 굽타

1939. 8. 17. 인도 출생
인도 켈커다 대학 생물학 박사
인도의 양식 과학자
주요경력

1971 - 1977

인도 농업연구위원회(ICAR) 과학자

1977 - 1981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라오스 메콩 사무국 어류 사육 전문가

1981 - 1985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태국 메콩 사무국 수석 양식 과학자

1986 - 1989

UN-FAO 방글라데시 어류 양식 전문가

1989 - 1996

월드피시센터 수석 양식 전문가(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2003 - 2004

월드피시센터 국제관계 및 파트너쉽 담당 사무총장보

2005 - 현재

국제기구 양식 프로젝트 자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 미국 국제개발처 등)

수상경력

Modadugu
Vijay Gupta

2005

세계식량상 수상 <세계식량재단>

2007

금메달 수상 <아시아 양식학회>

2009

명예평생회원상 수상 <세계 양식업 협회>

2010

우수 농업 과학자상 수상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

2015

뉴트라 인도 회담 공로상 수상 <뉴트라 인도 회담>

Born 1939. 8. 17. India
Calcutta University Ph.D. in Biology
Indian fisheries scientist
Professional Background
1971 - 1977

Scientist, 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

1977 - 1981

Fish Breeding Expert, Mekong Secretariat, UN-ESCAP (Lao PDR)

1981 - 1985

Senior Aquaculture Scientist, Mekong Secretariat, UN-ESCAP, Thailand

1986 - 1989

UN-FAO Fish Culture Specialist/Officer-In -Charge (Bangladesh)

1989 - 1996

Senior Aquaculture Specialist/Officer-In-Charge,
WorldFish Center (CGIAR) in Bangladesh, Malaysia, Philippines

2003 - 2004

Assistant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rtnerships, WorldFish

2005 - Present Advisory services to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UN Development Program,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ajor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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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orld Food Prize <World Food Prize Foundation>

2007

Gold Medal <Asian Fisheries Society>

2009

Honorary Life Member Award <World Aquaculture Society>

2010

Eminent Agriculture Scientist Award <Government of Andhra Pradesh, India>

2015

Nutra India Summit Life Achievement Award <Nutra India Summit>

Food Peace

미래 식량위기의 대안, 청색혁명의 선구자
Alternative Solution to the Future Food Crisis,
Pioneer of the Blue Revolution
23

주요 업적

혁신적 양식 기술

생물학 박사인 모다두구 굽타(Modadugu V. Gupta·76)는 인류의 미래 식량문

개발로 미래

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다에 있다고 보고, 어종 개량을 통해 획기적으로 물고기 생산

식량위기의

량을 늘린 ‘청색혁명’의 설계자다. 굽타 박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성 단백

해법 제시

질 공급이 가능한 물고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양식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미래 식량위기의 해법을 제시하였
다. 특히 세계 최극빈국인 방글라데시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
터 탁하고 얕은 물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틸라피아’, ‘실버 바브’ 등의 어종을 개량하
였다. 그 결과, 연구 초기인 1986년에는 17만 톤에 불과했던 방글라데시 어류 생산량
이 2005년도에는 85만 톤으로 4배나 급증하는 등 혁명을 일구어냈다. 2000년부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기아의 최전선인 아프리카 지역에 맞는 양식기술을 개발하기 위
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ddressed
the looming food
crisis due to
climate change

Through fiel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quaculture methods / technologies
suitable for the climate and environment of South and Southeast Asia,
Dr. Modadugu V. Gupta (age 76) caused an explosive increase in production
known to us now as the Blue Revolution. Since the 1960’s Dr. Gupta foresaw that
aquaculture, with its relatively low-cost high-quality animal protein, could play
a key role in improving nutrition for the poor. He was instrumental in drastically
developing aquaculture technologies to a point where it is now considered as
the solution to humanity’s future food crisis. Especially from the latter part of
the 1980’s in Bangladesh,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he correctly
identified fish species such as ‘tilapia’ and ‘silver barb’, as suitable to thrive in
the country’s turbid and shallow waters. As a result, Bangladesh’s annual fish
production which was only about 170,000 tons in 1986 when the research started,
soared 4 times to more than 850,000 tons when Dr. Gupta retired in 2004. Since
2000, going beyond Asia, Dr. Gupta has striven to develop the right methods of
aquaculture that could thrive in Africa, the frontline of world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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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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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가난한 사람들에게

굽타 박사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교육하여 자립·자활의 기적을 일구어 낸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성자(聖者)다. 굽타

교육, 자립의

박사는 동남아시아 빈민의 기아 및 영양실조 해결을 위해 빈민층과 함께 생활하며

기적을 일궈냄

헌신적으로 양식 기술을 보급하였다. 땅이 없는 가난한 농부 5∼10명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양식 기술을 교육하였으며, 양식에 필요한
초기비용과 양식장을 무상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던 극 빈곤층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나아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다.

아시아 여성의

굽타 박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양식 기술

사회적 지위 및

을 보급하여 아시아 빈곤가정들의 가계소득 증가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을 크게 향상

인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각 지역의 종교지
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한편, 가난한 농가 여성들에게 자활 동기를 고취하고
양식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였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의 경제활
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굽타 박사
의 노력으로 현재 방글라데시 어류 양식업 종사자의 60%가 여성일 정도로 큰 성공
을 거두었으며, 여성의 인권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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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hievements

Miraculously brought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to
the extreme-poor
through the spread
of innovative
aquaculture methods

Dr. Gupta is a saint of the South and Southeast Asian poor, who rather than
give fish to the poor and hungry, taught them how to farm fish, cultivating a
miracle of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In order to address the hunger
and nutrition deficiency problem of the extreme poor in South and Southeast
Asia, Dr. Gupta developed low-cost, highly-efficient methods of aquaculture,
and devoted himself to disseminating his methods while living with the poor
in their environment. As a result, those living in a vicious cycle of extreme
poverty and hunger, not just greatly improved their nutritional status, but
further had instilled in them the hope for a better life.

Significantly
improved the social
status and rights of
Asian women

Dr. Gupta actively spread aquaculture methods to South and Southeast Asian
women with low social status, resulting in not only increased household
incomes and nutrition, but also drastically improved the social status and
rights of women. He personally convinced religious leaders who were negative
towards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that their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would benefit all. He motivated women to be self-sufficient and educated poor
women farmers on the basic skills required for aquaculture. In addition, he
cooperated with local organizations so that women could receive the funding
and land necessary for their economic activities. These initiatives were such a
great success that now women account for a majority of the work force in fish
farming, and this has brought positive changes that have improved women’s
rights and status both within the household and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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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두구 굽타 박사 수상 연설

평생의 목표는 굶주림과 가난을 줄여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큰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선학평화상 위원회가 평화로운 사회
의 필수조건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 이슈는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연자원은 감소하는데 인구와 식량수요는 늘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생태계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학평화상을 통해 인류가 식량안보와
평화로운 세계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어 한학자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한 여러 국가의 양식공동체, NGO단체들, 과학자들, 정책입안자들,
행정관들, 이 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과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파괴된 개발도상국
오지에서 목숨이 위험한 가운데도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년간 헌신해온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버지로
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산업, 정보기술, 로켓기술, 우주과학,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 기술 진보를 이루었습
니다. 그러나 지구의 한쪽 면에서는 충분한 식량공급의 실패로 기아와 빈곤이 만연하고, 사회적 갈등과 식량폭동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 3명중 1명,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미량영양소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
안 ‘기아와 빈곤 퇴치’를 논했지만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식량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여전
히 전세계 빈민층의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만연하는 기아와 빈곤은 민주제도를 쇠퇴시키고 시위, 폭동, 사회
갈등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으로 파괴된 여러 국가에서 일을 하며 기아의 실상을 적나
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충분히 부유한 중산층 국가들에서도 기아 인구는 끝없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기아와 빈곤으로 고
통 받는 세계에서 평화와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기아와 영양부족으로 향
후 수년 동안 발전이 저해되고 경제에 손실이 생길 것입니다.
기아와 영양결핍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존하여 평화세계로 이
끌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5억 이상의 소규모 농부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농작
지에서 어류양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는 농부들의 생계는 물론, 세계식량안보와 빈곤 및 영양부족 해소를 위해 농부들의 생존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저는 소
규모 농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농부들이 식량안보의 중추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 방면에서
소규모 양식업자, 특히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투입, 저비용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상은 기아와 빈곤완화를 통해 평화사회에 기여하려는 제 평생의 목표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인류 한 가족의 비전과 이상을 추구해오신 문선명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
리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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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Modadugu Vijay Gupta, Acceptance Speech

My lifetime goal of contributing for a peaceful society through alleviation of hunger and poverty
I feel it an honour and privilege to be selected for the first Sunhak Peace Prize. I am glad that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environmental integrity and overall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essential pre-requisites for a peaceful society. This becomes much more important in the present day context of
increasing global population leading to more demand for food from declining natural resources and looming impact
of global warming threatening the fragile ecosystem and lives and livelihood of large number of people if appropriate
actions are not taken. I thank Madam Dr. Hak Ja Han Moon for her vision in establishing this award and reminding the
global community the need to act fast for a food secure and peaceful world.
I owe gratitude to a great number of people – the farming community, NGOs, scientists, planners and administrators in
different countries where I worked without whose assistance and cooperation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for me
to do what I have done. I would be failing in my responsibilities as a husband and father if I do not acknowledge the
sacrifices my wife and children have made over the years to enable me to continue my work while living and working in
remote areas of least developed and war torn countries in spite of threats to our lives.
The world has made tremendous progress technologically in the last few decades, whether it is in industrial revolution,
information technology, rocket technology, space science or agriculture. However, we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food
to people in this world, because of which we see so much hunger and poverty around the world which is leading to civil
strife and food riots. One in three people globally suffer from hidden hunger or micronutrient deficiencie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e have been talking of eliminating hunger and poverty for quite some time, but we have a long
way to go to reach our goal. In spite of increased production of food, hunger has remained as a persistent problem for too
many of the world’s poor. Rampant hunger and poverty is leading to deterioration in democratic institutions and increase
in incidence of demonstrations, riots and civil conflicts. Personally I have witnessed what hunger means while working in
war ravaged countries. Even in middle income countries despite being more affluent, are still home to majority of world’s
hungry people. We cannot expect peace and tranquillity in a world that continues to suffer from hunger and poverty. If
appropriate action is not taken, prolonged hunger and undernutrition can have developmental and economic damage for a
number of years to come.
For eliminating hunger and malnutrition, we need a new approach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that provides
livelihood to all and preserves th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leading to a peaceful world. Over 500 million
small farms manage most of the world’s agriculture land including fish farming and produce most of the world’s food.
We cannot imagine a situation without them. We need to ensure survival of these farms not just for their livelihood and
survival, but also for global food security and alleviation of poverty, under-nourishment and malnutrition. I strongly
believe that small farms and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backbone of food security and hence my work over
the years has been in this direction, developing low-input, low-cost technologies that could be adopted and sustained by
small aquaculture farmers, especially women leading to their empowerment.
This award gives me the added energy to pursue my lifetime goals of contributing for a peaceful society through
alleviation of hunger and poverty.
I pay homage to Reverend Dr. Sun Myung Moon for the ideals he stood for and his vision of one global peaceful family.
Let us all work together to bring his ideals to reality. Thank you all.

29

수상자 선정경과

선학평화상은 현세대의 갈등 해결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평화상으로, 해마다 인권존중, 갈등화합, 생태보전을 위
해 현격하게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100만 달러의 시상금과 함께 시
상됩니다.
제1회 선학평화상의 시상 테마는 ‘인류의 미래 평화는 바다’입니다. 선
학평화상은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인류 한 가족’이라는 평화비전
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양위분은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일
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고(故)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일찍이 1960년
대부터 미래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할 문제로 지구 환경문제와 식량
문제를 예견하시고, 그 강력한 해법으로 ‘바다’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설립자 양위분의 혜안을 토대로 하여 제1회 선학평화상의
시상 테마로 ‘바다’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시상 테마를 토대로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66개국의 182명의 후보자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후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2015년 3월까지 후보자 적
격성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저한 자료조사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최종 후보자의 업적 검증을 위해 현장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키리바시의 아노테 통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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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Process

As an international peace prize that strives to go beyond the task of
resolving the conflicts of today for the peace of future generations,
the Sunhak Peace Prize, annually awards a one million dollar prize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areas
of human rights, conflict resolution, and ecological conservation.
The theme of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is “The path to
humanity’s future peace lies in the ocean.” The Sunhak Peace Prize is
a prize established to honor the ‘One family under God’ peace vision
laid out by Rev.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Moon. The two
have devoted their entire lives for the peace of the human community.
Especially since the early 1960’s, the late Rev. Sun Myung Moon
foresaw environmental and food resource problems as crises that will
threaten the peace of the future human community, and pointed out that
the “ocean” was a powerful solution.
Based on this theme,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started
receiving candidates from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over 1,000 members, and ultimately received 182 candidate
recommendations from 66 countries.
Since then,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focused on candidate
eligibility until March of 2015. Essentially the candidate list was
compressed through a thorough data research and verification process
and local inspection conducted by experts within their respective
fields. As a result of several review meetings, it was ultimately decided
that the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will go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iribati, His Excellency Anote Tong, and Indian fisheries
scientist, Dr. Modadugu V. Gupta.

31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 홍 일 식
출생

1936. 3. 12 서울특별시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현직 및 경력
현 (사) 세계孝문화본부 총재
현 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현 (재)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이사장
전 고려대 총장
전 학교법인 양정의숙 이사장
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수상

1997

제7회 아산효행대상 대상

1992

문화훈장 보관장

1982

대통령 표창

1982

제1회 세종문화상 문화부문 본상

Chairman Il Sik Hong
Birth
March 12, 1936 Seoul, Korea
Education
Doctor of Literature, Korea University
Career
Current President of the World Filial Piety Culture Headquarters
Current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and Humanity Studies
Current President of the Yeosoon Foundation
Former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Former President of the Educational Foundation for Yangjeong Uisook
Former Head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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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th Asan Foundation’s Filial Piety Award - Grand Prize

1992

Order of Cultural Merits - Precious Crown Medal

1982

Presidential Citation

1982

1st King Sejong Prize for Culture - Main Priz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위원

Committee
Members

보트로스 보트로스 갈리

래리 비슬리

위원
민주주의와 개발에 관한 국제 패널 회장, 전 UN 사무총장

위원
워싱턴 타임즈 사장, 전 데일리 뉴스 회장

오노 요시노리

토마스 월시

위원
외교포럼 이사, 전 일본 방위청 장관

위원
세계NGO연합 최고위원, UPF 세계회장

호세 드 베네시아

에르나 헤니콧 촙케스

위원
아시아 정당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전 필리핀 하원 의장

위원
전 룩셈부르크 국회의장, 전 유럽의회 의원

성타 스님

손대오

위원
조계종 불국사 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위원
(사)한국평화학회 이사장, 세계평화교수협의회장

양창식

유경석

위원
중동평화회의 의장, 전 UPF 세계의장

위원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정태익

추성춘

위원
한국외교협회장,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위원
생활정치아카데미 원장, 전 제주 MBC 대표이사

황선조

안준석

위원
선문대학교 총장, 전 (주) 일상 대표이사

사무총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부회장

Boutros Boutros - Ghali Member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Panel on Democracy and Development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Larry Beasley Member

Ohno Yoshinori Member
Board Member of Diplomatic Forum
Former Japanese Defense Minister

Thomas G. Walsh Membe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World
Association of NGO, UPF International President

Jose de Venecia, Jr. Member
Co-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Standing Committee, Former Speaker of the Philippines
House of Representatives

Erna Hennicot - Schoepges Member
Former President of Luxembourg Parliament
Former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Venerable Seong Ta Member

Dae O Son Member
President of the Professors World Peace Academy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Great Buddhist Monk of Bulguksa Temple, Jogye Order
Former Chief Monk of Bulguksa Temple, Jogye Order

President of the Washington Times
Former President of the Los Angeles Daily News

Chang Shik Yang Member
Chairman of Middle East Peace Initiative
Former International Chairman of Universal Peace Federation

Kyeong Seuk Ryu Member

Tae Ik Chung Member
President of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ormer Chief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ung Choon Choo Member

Sun Jo Hwang Member
President of Sun Moon University
Former Representative Director of Il-Sang Corporation

Paul An Secretary General
Vice President of FFWPU International HQ

President of the Korea Religious Association
President of FFWPU Korea

Director of Life Politics Academy
Former President of Jeju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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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 재단

이사장

문선진

사무총장

토마스 월시

이사

토마스 월시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

Operations Holdings 회장

탐 맥 데이빗

김기훈

워싱턴 타임즈 이사장

UPF 북미대륙 회장

송용천

안준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대륙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부회장

소재지

선학평화상 재단
200 White Plains Road, FL1, Tarrytown, NY 10591, USA

선학평화상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도원빌딩 7층 121-728

Sunhak Peace Prize Foundation

Chairman

Sun Jin Moon

Secretary General

Thomas G. Walsh

Board

Thomas G. Walsh

Michael Jenkins

President, UPF International

Chairman, Operations Holdings

Thomas P. McDevitt

Ki Hoon Kim

Chairman, Washington Times

Chairman, UPF North America

Yong Cheon Song

Paul An

Regional President, FFWPU Japan

Vice President, FFWPU International HQ

Address

Foundation office
200 White Plains Road, FL1, Tarrytown, NY 10591, USA

Committee office
7F Dowon Bldg. 34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1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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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세계 UPF 대표자

UPF
Universal Peace
Federation

회장

토마스 월시

부회장

홍정표

천주평화연합은 초국가 초종교적인 개인 및 기관의 연합으로 2005년에 창설되어 종
교, 정부, 시민단체, 민간부문의 대표 분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구현해 나아가는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관으로 유엔의 활동을 협조
하며 국가와 민족,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는 평화 구현운동과 교육, 결혼과 가정의 의미
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artner

UPF International
Officers

President, Thomas G. Walsh

UPF

Established in 2005 as an international and interreligious network of

Universal Peace
Federation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UPF is dedicated to

Vice President, Jeong Pyo Hong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religion,
achieving world peace. An NGO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UPF supports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interfaith peacebuilding,
peace educ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marriag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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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의 평화 비전과 기치

평화 비전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미래세대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지향하는 선학평화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
은 고통과 갈등 및 파괴적 현상을 치유하고,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1세기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전 세계적인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구
체적인 시공간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평화적 조건을 치유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학평화상은 ‘인류 한 가족’ 평화비전을 기반으로 경쟁과 갈등
이 아닌 연대와 공존, 소통에 기반 한 미래 평화를 지향합니다.
선학평화상은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일깨우고, 평화를 해치는 모든 갈등
을 사랑으로 화합하며, 인간과 생태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현격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됩니다.

평화의 기치

인권존중
전 인류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가난, 질
병,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주목합니다.

갈등화합
사람과 사람 사이, 종교와 종교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극
복하는 활동을 주목합니다.

생태보전
자연생태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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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구호

분쟁해소

기후변화

질병퇴치

종교화합

생물다양성

교육복지

남북통일

에너지고갈

[인권존중]

[갈등화합]

[생태보전]

Vision and Tenets of Peace

Peace Vision

Making the World Better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nhak Peace Prize, which recognizes efforts for the creation of peace
for future generations of the global commun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eal worldwide suffering, conflict, and destruction, and to encourage an allencompassing future-oriented vision of peace.
Sustainable peace in the 21st century can only be accomplished by healing the
violent conditions that occur in various places and times, while maintaining a
global perspective of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Therefore, based on the
founder’s peace ideology, ‘One family under God’, the Sunhak Peace Prize
will promote the construction of a future-oriented vision of peace, one not
based on competition and conflict, but rather one based on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The Sunhak Peace Prize award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eace and show respect and love for humanity,
and have worked to resolve the conflicts that undermine peace with love, and
create a society where humankind and nature may co-exist in harmony.

Tenets of Peace

Respect for human rights
We focus on solving the problems of poverty, disease, and ignorance, so that
all of humankind may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Conflict reconciliation
We focus 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discord between peoples, religions,
and nations.

Ecological conservation
We focus on finding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the
depletion of resources to create a sustainable balance between the natural and
human worlds.

Poverty Relief
Disease Eradication
Education and
Welfare

Conflict Resolution
Religious Harmony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limate Change
Biodiversity
Energy Depletion

[Respect for Human Rights]

[Conflict Reconciliation]

[Ecologic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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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개요 Prize Outline

시상주기

매년 시상

시상분야

평화 (단일분야)

시상금

미화 100만 달러 (한화 약 11억원)

시상품

메달 및 상패

추천 및 심사 과정

후보자 자격 요건
선학평화상의 평화의 기치를 구체화한 활동에 현격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복수의 국가, 인종, 종교, 이념에 걸쳐 평화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개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우, 추천 당시 생존 인물

추천
선학평화상 추천위원은 전 세계 1,000여명으로 구성되며, 수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에 해당되는
추천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개인 국제적 상의 수상자, 각국 저명인사
단체 국제 NGO 단체 및 학술단체, 국제적 상 수상 단체

심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소심사회의, 전체 심사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각 후보자에 대한
활동내용 및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를 합니다.

수상자 결정 및 발표
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여 국제적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합니다.

Frequency of Award
Category
Prize
Awards
Nomination and
Selection Process

Annually
Peace
USD 1 million (KRW 1,100 million)
Medal, Plaque
Criteria for Candidac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must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omotion of the tenets of peace
affirmed by the Sunhak Peace Prize.
The achievements of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must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ealization
of peace among diverse nations, races, religions, or ideologies.
Individual candidates must still be living.

Nomination
Nominations are submitted by more than 1,000 qualified nominators around the world that match
the description outlined below.

Qualified Individuals
Qualified Organizations

Recipients of international prizes, nationally renowned individuals
International NGOs & academic association,
organizations previously awarded international prizes

Review
The nominees’ achievements are carefully reviewed through a list of criteria during partial and full
examination sessions by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Laureate Selection and Official Announcement
After careful review, and having arrived at a short list of the primary candidates,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makes its final selection, and makes a public announcement to the media.

38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현세대는 앞으로 올 세대의 평화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Making the World Better for
Future Generations
In the same way that parents love their children, those living
today must take responsibility to assure peace for future generations.

39

SUNHAK PEAC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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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위원회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