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탄신 100주년 기념

제4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Commemorating the Centenary of the Founders

2020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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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NDERS

선학평화상의 설립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 비전을 중심 삼고,
인류의 삶과 내면을 평화롭게 재구성할 가치를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종교를 중심 삼고 정치·경제·교육
언론·예술·가정·여성·청년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분야에서 평화로운 삶의 양식을 제시하며 인류
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The founders of the Sunhak Peace Prize, Rev. Dr.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Moon, have presented models for lasting peace in the fields of education, politics,
arts, sciences, media, and human rights, with particular focus on women, youth and
family. Dr. and Mrs. Moon see the human potential in terms of committed relationships,
where each person, each family, each community and each nation exists for the sake of
others and for the greater good. Difference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and cultural
leaning are transcended under the vision of One Family Unde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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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문선명•한학자 총재
Rev. Dr. Sun Myung Moon · Dr. Hak Ja Ha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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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사회자 신영일・정세미 아나운서

MC

Mr. Shin Young-il, Ms. Jung Se-mi

司会者 シン・ヨンイル, ジョン・セミ

설립자 특별상 수여식・Founders’ Centenary Award・創設者特別賞授与式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 General・潘基文 前国連事務総長
수상자 소개 영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受賞者紹介映像

潘基文 前国連事務総長

Video Introduction of Recipient

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 General

설립자 한학자 총재

개식선언

Opening Remarks
開式宣言

경과보고

Introduction of the Sunhak Peace Prize
経過報告

사회자
MC

司会者

Video Presentation
映像

선학평화상위원회 홍일식 위원장

歓迎の辞

洪一植委員長

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General
潘基文 前国連事務総長

Presentation of the Award
授与式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マッキー・サル セネガル共和国大統領

무닙 A. 유난 루터교 주교

ムニブ・ユナン ルーテル世界連盟前議長

아노테 통 전 키리바시 대통령
Congratulatory Address
祝辞

H.E. Anote Tong, Former President of Kiribati
アノテ・トン 前キリバス大統領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H.E. Goodluck Jonathan, Former President of Nigeria
グッドラック・ジョナサン 前ナイジェリア大統領

고양시 남성합창단
축하공연

Congratulatory Performance
祝歌公演

남경주・최정원・전수미 뮤지컬 배우

Musical actors Nam Kyeong-ju, Choi Jung-won, Jeon Su-mi
ミュージカル俳優ナム・ギョンジュ、チェ・ジョンウォン、チョン・スミ

폐식선언

Closing Remarks
閉式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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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MC

司会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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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위원회 홍일식 위원장
洪一植委員長

수상 연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受賞者スピーチ

潘基文 前国連事務総長

Acceptance Speech

Ban Ki-moon, Former UN Secretary General

선학평화상 수여식・Award Presentation・授与式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H.E. Macky Sal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マッキー・サル セネガル共和国大統領
수상자 소개 영상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受賞者紹介映像

マッキー・サル セネガル共和国大統領

Video Introduction of Recipient

H.E. Macky Sal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설립자 한학자 총재
메달 및 상패 수여

Awarding of Medal and Plaque
メダルおよび賞牌授与

Dr. Hak Ja Han Moon, Founder
創設者・韓鶴子総裁

선학평화상위원회 홍일식 위원장

Dr. Hong Il-sik,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man
洪一植委員長

수상 연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受賞者スピーチ

マッキー・サル セネガル共和国大統領

Acceptance Speech

H.E. Macky Sal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무닙 A. 유난 루터교 주교・Munib A. Younan, Lutheran Bishop,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ムニブ・ユナン ルーテル世界連盟前議長
수상자 소개 영상

Video Introduction of Recipient
受賞者紹介映像

Goyang City Male Choir
高陽市男声合唱団

創設者・韓鶴子総裁

Dr. Hong Il-sik,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man

H.E. Macky Sal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Munib A. Younan, Lutheran Bishop,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

축사

メダルおよび賞牌授与

Dr. Hong Il-sik,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man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수여식

Awarding of Medal and Plaque

영상

환영사

Welcome Address

Dr. Hak Ja Han Moon, Founder

메달 및 상패 수여

무닙 A. 유난 루터교 주교

Munib A. Younan, Lutheran Bishop,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
ムニブ・ユナン ルーテル世界連盟前議長

설립자 한학자 총재
메달 및 상패 수여

Awarding of Medal and Plaque
メダルおよび賞牌授与

Dr. Hak Ja Han Moon, Founder
創設者・韓鶴子総裁

선학평화상위원회 홍일식 위원장

Dr. Hong Il-sik,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man
洪一植委員長

수상 연설

Acceptance Speech
受賞者スピーチ

무닙 A. 유난 루터교 주교

Munib A. Younan, Lutheran Bishop,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
ムニブ・ユナン ルーテル世界連盟前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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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정경과

LAUREATE SELECTION PROCESS

설립자 탄생 100주년 기념 2020 특별 시상

The 2020 Award Theme

2020년 시상은 특별히 설립자인 문선명 총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자의 평화 비전인 공생(共

The year 2020 is a very significant year for the Sunhak Peace Prize. Not only is this the 4th

生), 공영(共榮), 공의(共義)에 주목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는 모든 국가가 더불어 잘사는 평화공동체를 이

Award Ceremony, it is also the centenary year for the founders.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the
2020 Peace Prize, a special Founders' Centenary Award will be presented to commemorate the

룰 때라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는 일생 동안 전 인류가 한 가족으로 화합하는 세계평화공동체를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founder, Rev. Dr. Sun Myung Moon.

지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기주의와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

This year’s awards are presented to outstanding individuals for their work in bringing harmony

을 초월하려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between peoples, guided by principles of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 이기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후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협력적

values. The founders Rev. Dr.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have stressed that the
barriers of religion, nationality and race can be transcended only when self-centeredness and

국제주의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과 상생

exclusivism are replaced by a mindset that seeks harmony and sincere interaction between

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계의 운명을 자신

peoples. Also,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enuine pursuit of global, rather than national,

의 운명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종교와 국경,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interests is necessary to attain a prosperous, peaceful world community. This year’s awardees
have demonstrated the mindset, conviction and actions necessary to advance these goals.

후보자 접수

Nomination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2019년 3월부터 6월까

Nominations were submitted by almost 1,000 competent nominators around the world between

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46개국의 86건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March and June 2019. They recommended 86 qualified candidates from 46 different countries.

후보자 심사

Review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reviewed each of the nominees in depth, with support from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심사회의를 통해 추천된 각 후보자의 활동 내용 및 공적 사항을 검토

the Secretariat and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The Committee then drew up a short list of

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candidates, whose activities and public work were further reviewed. Finally,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selected the highly qualified Sunhak Peace Prize laureates for 2020.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최종 심사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세네갈의 대통령인 마키 살과 전 루터교세계

The Selected Laureates and Official Announcement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selected H.E. Macky Sall, President of the Republic

연맹 의장인 무닙 A. 유난 주교를 제4회 선학평화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립자 탄

of Senegal, and Munib A. Younan, Lutheran Bishop,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Religions for Peace, as the Sunhak Peace Prize Laureates for 2020. In addition, to mark the

10월 5일 일본 나고야에서 제4회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founder Rev. Dr. Sun Myung Moon, the Committee decided to
present a special Founders' Centenary Award to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The announcement of the 2020 Sunhak Peace Prize laureates was made on October 5, 2019, at a
press conference in Nagoy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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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4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모처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이처럼

설립자께서는 일생동안 한결같이 평화는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돕고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달성될 수

큰 성황을 이루어주신데 대해 여러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오신 각계 대표 및 전·현

있다”고 절규 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인류는 갈수록 분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둘러 평화의 문화를 더

직 국가수반, 그리고 여러 귀빈들께 열렬한 환영의 뜻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설립자이신 문

욱 북돋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과 자기 진영의 이익만이 아닌 인류 미래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평화의 문화를

선명 총재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이 자리가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업적으로 오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특별상 수상자에

오늘 특별상을 수상하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본상을 수상하시는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님과, 무닙 유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본상 수상자에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님과, 무닙 유난 평화를위한종교 국제명

명예회장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4회 선학평화상

예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을 수상하시는 세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과 함께 삼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선학평화상은 고 문선명 총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선양·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동 영부인
이신 한학자 총재의 특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평화상 운영위원회는 이번 제4회 시상에서는 문선명 총재 탄신 100

내외 귀빈 여러분!

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설립자의 인류평화 비전인 공생(共生), 공영(共榮), 공의(共義)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

앞으로도 저희 선학평화상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용기 있는 의인(義人)들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

하였습니다.

다. 우리 다 함께 고매하고 기품이 넘치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해 나아갑시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의 평화는 모든 국가가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평화공동체를 이룰 때라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종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화평과 행운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도, 정치인도 아닌 인문학을 공부하는 일개 서생으로서, 일체의 세속적인 경계와 차별을 초월한 문 총재님의 놀
라운 문명사적 통찰력과, 평생 사랑과 평화지향으로 일관한 언행에 존경과 감동을 금치 못 해왔습니다. 문 총재께서

2020년 2월 5일

는 전 세계 곳곳에서 국경철폐운동, 기술평준화운동, 종교화합운동을 펼쳐 지구촌 공동 번영의 길을 선구적으로 개
척해 오셨습니다.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전 인류를 포용하고자 했던 그 큰 사랑의 리더십은 오늘날 한낱 국가 이기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

홍일식

주의에 매몰되어 보다 넓고 큰 세계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리더들에게 많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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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ADDRESS

Your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guests!

Distinguished guests!

We are gathered today to congratulate and encourage the 2020 Sunhak Peace Prize laureates. I sincerely

The founder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throughout their lives that “Peace can only be achieved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is special occasion. Furthermore, I would like to welcome and thank the

when we dissolve the barriers that lie between us and we help and love each other.” In a world that is

former and current heads of states and various representatives from around the world who are here with

becoming more and more divided, we must act swiftly to foster a culture of peace. We need to move

us. This year’s award ceremony is especially meaningful as it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beyond the interests of personal and narrower gain toward creating a new culture of peace for the sake of

of the founder, Rev. Dr. Sun Myung Moon.

humanity’s future fate.

Above all,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respect and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is year’s laureates:

The laureates receiving the awards today, form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President Macky

Founders’ Centenary Award Laureate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Sall of the Republic of Senegal and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 Bishop

the Sunhak Peace Prize Laureates President Macky Sall of the Republic of Senegal and International

Munib Younan have led the way in creating such a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once again, my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 Bishop Munib Younan. Your dedication and achievements in

deepest respects and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three great people receiving the 2020 Sunhak Peace

realizing peace for the sake of humanity have made you the heroes of today’s ceremony.

Prize today.

The Sunhak Peace Prize was founded at the behest of Dr. Hak Ja Han Moon, the wife of the late Rev. Dr.
Sun Myung Moon, to honor and preserve his ideals, legacy and achievements. In selecting this year’s

Distinguished guests!

laureates,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focused on the founders’ principles of interdependence,

The Sunhak Peace Prize will continue to discover courageous and righteous people who are dedicating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to commemorate the centenary of Rev. Dr. Sun Myung

their lives for humanity’s peace. Let us all create a noble culture of peace full of grace.

Moon.

Lastly,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I wish you and your families peace and prosperity.

Distinguished guests!
Peace for humanity can only be achieved when a peaceful global community in which all nations live
together in prosperity and in respect of each other is realized. As a mere student of the humanities and
not a religious nor political leader, I have endless respect and the highest esteem for Rev. Moon’s insight
into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at transcends any and all secular boundaries and discrimination

Thank you.

February 5, 2020

Dr. Hong Il-sik
Chairman,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and for his life-long endeavor that demonstrated consistency in word and action toward love and
achieving peace. Rev. Moon has pioneered the path toward humanity’s common prosperity through
movements that dissolved barriers, promoted the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and advanced religious
harmony worldwide. With the heart of a father, Rev. Moon desired to embrace all humanity. I believe
that his leadership of love will serve as a great lesson to the leaders around the world today who, led by
national interest, are unable to see the wider and greater world and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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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수상자 선정 발표문
인류의 평화는 모든 국가가 ‘더불어 잘 사는 평화공동체’를 이룰 때라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국 이기

본 위원회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천해가고 있는 세네갈의

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주의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면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네갈의 경험은 ‘아랍의 봄’을 지나 이제 막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아프

서 협력의 대상으로 여길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 번영하는 길

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좋은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을 찾아야만 합니다.

한편 또 한 분의 제4회 선학평화상 수상자인 무닙 유난 주교는 일찍부터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가 인류평화를 위

선학평화상은 문선명·한학자 두 분 총재의 ‘전 인류 한 가족’이라는 평화비전을 토대로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

한 근간이라고 믿고, 전 생애를 종교 화합에 헌신한 선구자입니다. 1950년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태어

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시상은 설립자이신 문선명 총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설립자 특별상’

난 유난 주교는 1976년에 루터교 성직자로 서품된 이래 40여 년을 종교 화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7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루터교세계연맹 의장으로 헌신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지도자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설립자의 핵심 평화비전인 공생(共生), 공영(共榮), 공의(共義)를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업적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공생·공영·공의는 ‘양심에 의한 적정소유’와 ‘신을 중심으로 한 형제주의’, 그리고 ‘참사랑
에 기초한 공동윤리’를 핵심으로 하는 비전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것이 바로 다 함께 잘사는 지구촌 평화공동체의

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종교 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유난 주교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본래의 뜻과 달리 증오와 갈등으로 위험한 화약고가 된 그곳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들 사이의 화해를 끈질기게 촉진해왔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설립자 특별상은 대한민국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여하기로 하였

나아가 유난 주교는 가톨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구교와 신교 간의 상호 신뢰를 쌓아 전 세계에 종교가 화합하

습니다. 이어서 제4회 선학평화상 본상은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과 팔레스타인의 무닙 유난 평화를위한종교 국제

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6년 루터교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에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

명예회장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스코 교황이 참석하여 가톨릭과 루터교가 공동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실이

‘설립자 특별상’의 수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간 리더입니다. 반 전 사무
총장은 2006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 두 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인류평화에

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종교 화합을 위한 그의 위대한 공헌과 업적에 감동과 존경을 표하며, 유난 주교에게 제4회 선
학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온 세계인에게 크게 부각시켰으며, 인류사에

지금 세계가 직면한 위기는 어느 한 위대한 위인이나 몇몇의 강대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든 이웃을

기념비적 조치인 ‘2015 파리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돕고, 자연을 아끼며, 반대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이고 쌓여 갈 때,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인류 공동 번영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으

비로소 평화를 향해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며, 양성평등과 아동의 보건 증진을 위한 범세계적 전략을 실행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서로 불신하는 마음입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 내외분은 일생을 통해 이기주의와 배타주의

제4회 선학평화상의 수상자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굿거버넌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

에서 벗어나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려는 마음, 오직 서로의 따뜻한 교류를 역설해 왔습니

입니다. 2012년 세네갈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키 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빈곤퇴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하

다. 오늘 수상하시는 주인공들은 모두 이러한 마음의 실천으로 온갖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평화주의자들입니

여 세네갈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 모두 오늘의 주인공들과 함께 세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장기집권에 집착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는 달리, 마키 살

어 서로 손잡고 협력해 나간다면 세계는 ‘더불어 잘 사는 평화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파격적인 개혁을 실천하여 세네갈을 아프리카의 모범적인 민
주국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마키 살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네갈 부상 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은 세네갈뿐만이 아니라 서아프리카의 경제 부흥에 이어서 풍요로운 아프리카 건설에 큰 희망이

2019년 10월 5일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

홍일식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키 살 대통령은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화해와 ‘대화’를 강조하며 ‘이
슬람과 평화 국제회의’, ‘아프리카 서밋’, ‘아프리카 부상회의’ 등을 주최하는 등 평화의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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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UNHAK PEACE PRIZE
LAUREATE ANNOUNCEMENT
The Sunhak Peace Prize was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a peaceful future for all humanity, which is the

fervent endorsement of the “Plan Senegal Emergent (PSE)”, his administration has greatly contributed to

vision of its founders, Rev. Dr.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Moon.

not only to the prosperity of Senegal but also to West Africa’s economic development, giving great hope

The year 2020 is a very significant year for the Sunhak Peace Prize. Not only does it represent the 4th
award ceremony it is the centenary year of the founders.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the 2020 peace

for the whole of Africa. Senegal’s experience serves as a good role model for neighboring countries that
are also on the path of democratization and development.

prize, there will also be a special Founders’ Award that will be presented to commemorate the 100th

In addition, the Committee has selected Bishop Dr. Munib Younan as a 2020 Laureate. Bishop Younan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founder, Rev. Dr. Sun Myung Moon.

believes that interreligious dialogue and reconciliation are fundamental to peace for humanity. He has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arefully reviewed the achievements of many candidat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aceful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After careful review, it was decided that the Founders’ Award will be presented to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2020 Sunhak Peace Prize Award will be
presented to two worthy individuals: H.E. Macky Sall, current president of Senegal, and Bishop Dr. Munib
Younan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Palestine.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the winner of the Founders’ Award is a leader striving to
bring about a sustainable world. He was the first Korean to become the UN Secretary-General in 2006. He
served two successful terms and contributed greatly to peace and human development.
In particular, former Secretary-General Ban Ki-moon has pressed for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which resulted in the Paris Agreement, a landmark accomplishment for
humanity and the entire planet. In addition, during his term, the UN adopt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e also contributed greatly to presenting and implementing a global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child health.
Senegalese President Macky Sall, Laureate of the 2020 Sunhak Peace Prize, is a leader who exemplifies
good governance. Elected Senegalese President in 2012, and again in 2019, President Macky Sall has
consistently upheld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while working to eradicate poverty an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making Senegal one of the most stable countries on the continent.

devoted his life to promoting religious harmony. Born in Jerusalem in 1950, Bishop Younan has been
promoting harmony between religions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he was ordained as a Lutheran priest
in 1976.
Most of all, Bishop Younan has promoted interreligious dialogue to bring peace to Jerusalem. He has
promoted dialogue and reconciliation among Jews, Christians and Muslims in Jerusalem, a city that has
been a center of conflict for centuries.
Furthermore, through continued dialogue with the Catholic Church, Bishop Younan was able to overcome
differences and build mutual trust between the Catholic and Protestant churches, demonstrating the
beautiful harmony that is possible between believers of different faiths. Pope Francis even attended
the Lutheran Church’s 50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religious reformation in 2017, declaring the
“common path” which united Catholicism and Lutheranism. This was the fruit of his tireless efforts.
The crises facing the world today are problems that no single individual or even a few great powers can
solve on their own. However, when we combine the actions of each and every one of us, working to help
our neighbors in need, to care for nature, to make effort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 we will be able to
change the world little by little, moving in the direction of peace.
Together with the 3 laureates today, if we all associate the fate of the world with our own destiny, and if
we unite and cooperate across borders, races, ideologies, and religions, the world will be able to move one
step closer towards one prosperous peaceful community. Thank you.

As an advocate for democratic values, President Macky Sall is leading Senegal effectively, creating a

October 5, 2019

stable democracy. Among other things, he has rejected the temptation to extend his rule by implementing

Dr. Hong Il-sik

reforms, such as shortening the presidential term from seven to five years. Thanks to President Sall’s

Chairman,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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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의 평화 비전과 기치

OUR VISION OF PEACE AND OUR MISSION

평화비전

전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Our Vision
of Peace

21세기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전 세계적인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구

One Family Under God

미래세대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지향하는 선학평화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많은 고통과 갈등 및 파괴적 현상을 치유하고,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미래비

The Sunhak Peace Prize was established to recognize and support the
efforts of those who work to resolve worldwide suffering, conflict,
poverty and threats to the environ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future-oriented vision of peace. Attaining sustainable peace in the
21st century requires resolving the tensions and conflicts throughout

체적인 시공간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평화적 조건을 치유함으로써 이룩할

the world and developing a global culture of mutual respect and

수 있습니다. 이에 선학평화상은 ‘인류 한 가족’ 평화사상을 기반으로 경쟁

cooperation. Based on the founders’ vision of one human family under
God, the Sunhak Peace Prize seeks to encourage leaders and pioneers

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공존, 소통에 기반한 미래 평화 비전을 지향합니다.

who dedicate themselves to the path of peace, advocate and implement

선학평화상은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일깨우고, 평화를 해치는 모든 갈

dialogue and cooperation over conflict and competition.

등을 사랑으로 화합하며, 인간과 생태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The Sunhak Peace Prize honor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가는 데 현격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됩니다.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eace and human development
and that are working to resolve conflict and restore bala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kin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Our Mission

평화의 기치

The Sunhak Peace Prize advocates the following objectives.

선학평화상은 다음과 같은 평화의 기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갈등화합

생태보전

전 인류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종교와 종교 사이,

자연생태와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가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위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질병, 교육 문제 해결 활동에 주목합니다.

극복하는 활동에 주목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주목합니다.

인권존중

갈등화합

생태보전

빈민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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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치

교육복지

분쟁해소

종교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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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Conflict
Resolution

Ecological
Conservation

Solving the problems of poverty,
disease, and ignorance, and
respecting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Peacefully resolving conflict
between people of differing
religions, races, and nationalities.

Finding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nd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create a
sustainable balance between the
natural and human worlds.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Conflict
Resolution

Ecological
Conservation

Poverty Relief

Resolution of Disputes

Climate Change Prevention

Disease Eradication

Religious Harmony

Biodiversity

Education and Welfare

Peace Among Nations

Ener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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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특별상 수상자

FOUNDERS’
CENTENARY
AWARD LAUREATE

반기문

Ban Ki-moon

제8대 UN 사무총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

Eigh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hairman of the Board,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1944. 6. 13. 대한민국 출생

Born June 13, 1944 in the Republic of Korea
Bachelo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USA)

한국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1970

대한민국 외무부 입부

Professional Background

2004-2006

제33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2007-2016

제8대 UN 사무총장

2019-Present
2019-Present
2018-Present
2018-Present
2018-Present
2017-Present
2007-2016
2004-2006
1970

2017-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

2018-현재

엘더스 부의장

2018-현재

반기문세계시민센터 공동위원장

2018-현재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의장

2019-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

2019-현재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

Awards

수상경력
2001

오스트리아 대훈장

2002

브라질 리오 블랑코 대십자 훈장

2004

밴 플리트 상 (코리아 소사이어티)

2006

페루 태양 대십자 훈장

2008

국제로타리 영예의 대상

2008

필리핀 최고 훈장

2009

델리 지속 가능 개발에 관한 정상회담 지속 가능
개발 지도자상

2012

Chair, National Council for Dealing with Particulate Matter
Chairman of the Board,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Deputy Chair, The Elders
Chair,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Co-Chair, Ban Ki-moon Center for Global Citizens
Chair,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 Ethics Commission (IOC)
Eigh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3r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Entry in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제11회 서울평화상

2014

하버드대학교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2015

티퍼래리 국제평화상

2015

대한적십자사 인도장 금장

2016

네덜란드 사자 기사 대십자 훈장

2017
2016
2016
2015
2015
2014
2012
2009
2008
2008
2006
2004
2002
2001

Order of Civil Merit Mugunghwa Medal
Grand Cross of the Order of the Netherlands Lion (Netherlands)
Legion of Honour (President of France)
Republic of Korea Red Cross Humanitarian Award
Tipperary International Peace Award
Humanitarian of the Year (Harvard Foundation)
11th Seoul Peace Prize
Sustainable Development Leadership Award (New Delhi Summit)
Grand Cross of the Order of Sikatuna (Philippines)
Rotary International Award of Honor
Grand Cross of the Order of the Sun (Peru)
James A. Van Fleet Award (Korea Society)
Order of Rio Branco (Brazil)
Grand Decoration of Honour in Gold with Star (Austria)

2016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그랑 오피시에) 훈장

Recognitions

2017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6
2013

특이사항
2013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32위 (포브스)

2016

세계 주요 사상가 100인에 선정 (포린 폴리시)

18

Top 100 Global Thinkers (Foreign Policy magazine)
#32 World’s Most Powerful People (Forbes magazine)

Ban Ki-moon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리더
A Leader Striving for a Sustainab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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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Achievements

주요 업적

인류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마스터플랜,
지속가능한발전(SDGs) 의제 제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인류 공동 번영의 미래를 이끌 마스터플랜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시켰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분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퇴치, 기아 해소 등 유엔의 전통적 과제를 비롯해 21세기 들어 글로벌하게 전개되
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
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다. 반 전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
도국 간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 개발 의제의 채택을 위해 각국 정
상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냈다.

양성평등 및 인권을 크게 증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류의 근본적인 인권을 진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며, 특
히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장려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유엔 산하의 여러 여성 관련 위원회와 조직을 통합
하여 ‘유엔 여성기구(UN Women)’을 출범시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단결 캠페인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 ‘지금 강간 중지 (Stop Rape Now) 이니셔티브’, ‘남성 지도자의
네트워크 (Network of Men Leaders)’, ‘갈등 속 성폭력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등을 추진하여 여성 인권을 크게 증진시켰다.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인 조치, ‘파리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끎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인 조치인 파리기후협정 타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해 197개국이 동참하는 역대급 기후협정으로, 금세기
안에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의 생산을 없애겠다는 포괄적인 장기 목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빈부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이 역사적인 기후협정
의 성사를 위해, 북극에서 남극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막후에서 세계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괄목할 만한 리
더십을 발휘했다.
나아가 반 전 사무총장은 협정 발효에 필요한 55개국에 대한 집중 로비를 통해, 파리협정 체결이 1년도 안 된 시점
에서 발효를 성공시켰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 공로로 반 전 사무총장을 ‘2016 세계
주요 사상가 100인’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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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Notable Achievement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lobal action on climate change through
the Paris Agreement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played a pivotal role in concluding the Paris Agreement, a
global measure to counter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opted in 2015, is a
revolutionary agreement in which 197 countries committed to curb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in this
century, with a comprehensive long-term goal of eliminating the production of man-made greenhouse gas.
Ban displayed significant behind-the-scenes leadership,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to urge global leaders to
properly implement the historic climate agreement whereby all nations,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status, can
join the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Furthermore, Ban succeeded in lobbying 55 countries to implement the
agreement within a year. His efforts led Foreign Policy magazine, a prominent American news publication that
focuses on global affairs, to select Ban as one of the 100 leading global thinkers of 2016.

Pres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a master
plan for global prosperity
During the 70th Regular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Ban Ki-moon presented and inspired the
unanimous adop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master plan to realize the mutual prosperity of
humankind by 203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t forth 17 objectives in a comprehensive global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 alleviating human ills, including poverty, hunger,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while advancing clean water and energy, as well as
peace and justice. Ban elicited participation and consensus from heads of state to adopt the agenda, to foster
development towards a world where no one is left behind, breaking down the distin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prioritized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from the early days
of his tenure, especially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2010, Ban launched UN Women, integrating
several UN-registered women’s rights committees. He also promoted women’s rights by launching initiatives
and campaigns such as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Stop Rape Now, Network of Men Leaders,
and Special Representatives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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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동수상자

THE 2020
LAUREATE

마키 살

Macky Sall

세네갈 제4대 대통령

Four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1961. 12. 11. 세네갈 출생

Born December 11, 1961, in Republic of Senegal
Institute of Earth Sciences, Bachelor of Geological Engineering and
Geophysics (Senegal)
Graduated from Higher National School of Petroleum and
Engines (ENSPM) (France)
Graduated from the French Institute of Petroleum (France)
Doctor Honoris Causa, University of Abomey Calavi (Benin)
Doctor Honoris Causa, Swiss UMEF University (Switzerland)
Doctor Honoris Caus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Doctor Honoris Causa,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CNAM) (France)
Honorary member of the French Overseas Scientific Academy (France)

세네갈 Cheikh Anta Diop 대학교 지질 공학 및 지구 물리학 학사
프랑스 국립 석유엔진 전문대학 졸업 (ENSPM)
프랑스 석유 연구소 졸업
베냉의 아보메이 칼라비 CALAVI 대학교 명예박사
스위스 UMEF 대학 박사 명예박사
대한민국 부경 국립대학교 명예박사
프랑스 국립 공예원 명예박사 (CNAM)
프랑스 해외 과학 아카데미 명예회원 박사

주요경력
1998-2008

이니셔티브 및 전략부서 의장

2000-2001

세네갈 석유공사 ‘페트로센’ 국장

2002-2002

광업·에너지·물·장비 및 운송부 장관

2001-2003

광물에너지부 장관

2003-2004

내무 및 지역사회 수석장관, 정부 대변인

2004-2007

세네갈 국무총리

2007-2008

세네갈 국회의장

2008

세네갈 국회의장

2009-2012

민주당(PDS)과 결별, 공화연합당(APR) 창당

2013

아프리카연합(AU) 개발기구 ‘NEPAD’의 국가 및
정부 지도자 오리엔테이션위원회의 위원장

2015-2016

ECOWAS 국가공무원단장

2012-현재

세네갈 제4대 대통령 (2019년 4월 재선, 58.2% 득표)

수상경력
세네갈 국가사자훈장 대십자사
프랑스 레지옹 명예의 총책임자상
2013

국가적 책임에 관한 벤치리 오션 어워드
(피터 벤치리 오션 어워드)

2016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센터 우수 지도자상
(미국 상공회의소)

Professional Background
2012-Present 4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re-elected in April, 2019 (58.2%))
2015- 2016 Chair of ECOWAS Head of State of Government Authority
2013
Chair of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rientation
Committee (NEPAD) (African Union)
2009-2012
Mayor of Fatick
2007-2008
Speaker of Parliament of Senegal
1998-2008
Chairperson of the Initiative and Strategy Unit
2004-2007
Prime Minister of Senegal
2003-2004
Senior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Local Communities,
Spokesperson of the Government
2002-2003
Senior Minister of Mines, Energy and Water
2001-2002
Minister of Mines, Energy and Water
2002
Minister of Mining, Energy, Water, Equipment and Transports
2000-2001
Managing Director of Senegal’s Petroleum Company, PETROSEN

Awards
Grand Cross of the National Order of the Lion (Senegal)
Grand Officer of the French Legion of Honor (France)
2016
U.S.-Africa Business Center Outstanding Leaders’ Award
(U.S. Chamber of Commerce)
2013
Peter Benchley Ocean Awards – Excellence in National
Stewardship of the Ocean (USA)

Macky Sall
아프리카 굿거버넌스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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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Achievements

주요 업적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개혁으로 굿거버넌스 실현
2012년 4월 세네갈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한 마키 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아래 7년으로 예정된 자신의 임기를 5년으
로 줄이는 등 파격적인 개혁으로 아프리카의 굿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장기 집권이 만연한
아프리카에서 매우 파격적인 개혁으로, 세네갈에서는 2016년 3월 20일 ‘대통령 임기 및 국정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
투표’가 시행되어 63% 득표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살 대통령은 세네갈 민주주의의 현대화와 안정화를 위해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공공 업무의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
하기 위한 <15개 개혁 조치>를 발효하였으며, ‘국가부패방지청’과 ‘불법 자산 취득 및 부실 이득 복구를 위한 국가위
원회’를 설립하여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굿거버넌스를 향한 그의 굳건한 의지와 실천은 서아프리카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서아프리카 경제 부흥에 기여
마키 살 대통령은 민생 안정 및 경제 부흥을 국가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2035년 신흥 경제국 도약을 목표로 ‘세네
갈 부상 계획(Plan Senegal Emergent, 1기: 2014-18년, 2기: 2019-23년)’을 추진하여 경제성장률을 6%대로
안정시켰다. 퇴직 연금 인상, 농민 긴급 보조금 지급, 다양한 교육 관련 국가회의 개최, 의료 보험 개혁 등 살 대통령
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은 서아프리카 경제 선진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개발기구 ‘NEPAD’의 국가 및 정부지도자 오리엔테이션위원회의 위원장으
로서, 도로, 다리, 고속도로, TER(지역 급행열차), 항공사 Air Senegal SA, Sénégambie 다리 등을 건설하여 아
프리카 교통인프라를 크게 개선시켰다.

아프리카 대륙의 화합 촉진
마키 살 대통령은 대륙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이슬람과 평화 국제회의’, ‘아프리카 서밋’, ‘아프리
카 부상회의’ 등 국제적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프리카 리더들의 화합을 촉진하고 있다. 2015년 다카르에
서 개최된 ‘이슬람과 평화 국제회의’에는 종교의 지도자 및 학자 500여 명이 참석하여 평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했
으며, 2018년 다카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서밋’에는 세계 60여 개국 정계 인사와 종교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
해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미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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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Notable Achievements

Implemented good governance with prudent reforms, including
reducing the presidential term from seven to five years
Macky Sall, who took office as Senegal’s fourth president in April 2012, is championing good governance in
Africa through implementing dramatic reforms. These included reducing his term of office, originally seven
year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o five years. For a president to shorten the presidential term is highly
unconventional in Africa, where long-term rule is more commonplace. However, on March 20, 2016, Senegal
held a comprehensive referendum on the presidential term and other state affairs. The reforms passed with
63 percent support. In order to modernize and stabilize democracy in Senegal, President Sall has enforced
the Fifteen Reform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and improving the governance of public
affairs. He has le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Affairs
Agency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Acquisition of Illegal Assets and Restoration of Unrighteous
Gains. His firm resolve and practice of good governance is a leading force for stable democracy in West Africa.

Contributed to the economic revival of West Africa by expan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esident Macky Sall’s top priorities are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and reviving the economy. With these
goals in mind, he has implemented a development plan called “Plan Senegal Emergent (PSE)” (first phase 20142018, and second phase 2019-2023) to stabilize Senegal’s economic growth rate at around 6 percent. President
Sall is pursuing other policies, including raising retirement pensions, providing emergency subsidies to
farmers, holding national education conferences, and revolutionizing medical insurance. He also set up a new
national airline, Air Senegal. President Sall is Chairman of the National and Government Leaders Orientation
Committee of the African Union’s Development Organization (NEPAD), which is greatly improving Afric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by building roads, bridges, highways, TERs (local express trains), and the
Sénégambie Bridge, which will facilitate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Senegal and The Gambia.

Pursuing harmony on the African continent
Emphasizing dialogue as a means of resolving continental disputes, President Macky Sall is actively promot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lam and Peace,” the “UPF African
Summit”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mergence of Africa,” to promote harmony among African
leaders. More than 500 religious leaders and scholars attended the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lam and
Peace in Dakar to discuss peace building. In addition, some 1,200 political figures and religious leaders from
more than 60 countries attended the 2018 African Summit in Dakar to discuss the peaceful future of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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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연설

마키 살 대통령

천주평화연합의 공동 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님, 신사 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저의 대표단을 정성스럽게 맞아 주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 합니다. 세네갈과 한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환영하며, 2015년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좋
은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성화하신 문선명 총재님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십 수년 동안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인류 평화와 안위를 위해 헌신해 오신 한학자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
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주평화연합과 가정연합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노고가 함께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안
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국가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이해와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모색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네갈이 2018년 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천주평화연합의 제1차 서밋을 개최한 것도 이
러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뜻깊은 선학평화상을 겸허히 수상하는 것도 같은 마음의

자들이 신념과 믿음을 악용하고 인간의 양심을 이용한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키워나갈 때 평화는 위협받습니다. 뿐
만 아니라 몇몇 이들이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일방적인 사고방식과 편향된 행동을 강요할 때
평화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 무엇보다 포기와 수동
적인 생각만큼 평화에 더 해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쟁의
비용이 평화 유지 비용보다 한 없이 높고, 인류는 평화 속에 공존할 때가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
입니다.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친밀한 세네갈 속담으로 풀어내자면 ‘인간
은 인간의 약이다 (Nit, nit ay garabam)’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류의 연대성과 형제애를 칭송합니다. 전 세계의 많
은 자선 활동을 통해, 천주평화연합은 인간의 본성이 지혜와 친절, 그리고 연민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공
포와 대립의 씨앗은 때때로 무지와 경멸 속에서 탄생하기도 합니다.

연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
저는 이 수상이 저에게 새로운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평화와 인류 간에 형제 문화를 만들라는 장려

음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평화 구축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문화

의 뜻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한번 이룬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고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열린 마음과 끊임

는 지식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은 열린 생각들 사이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없는 화해와 대화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저 전쟁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요소 없이 평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
세네갈 국민들은 여러 세대를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이 수상은

부는 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등 지속 가능한 사회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세네갈 국민들의 자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을 세네갈 국민들께 바칩니다.

습니다. 이러한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세네갈’이라는 비전을 세워 사회적 포용과 영토

저는 이 상을 수상하며 폭력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해 평화를 몰수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

평등에 관한 공공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 테러의 희생자들을 생각하고, 난민들과 실향민들을 생각하며, 피부색 또는 태어난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

이러한 정책의 한 예로, 도시 및 농촌 취약 지역에 물, 전기, 비포장도로, 시골 여성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지역 사

차별과 이민자 혐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가난과 사회적 배척으로, 매일 식량을 걱정

회 발전 응급 프로그램 (PUDC)’,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을 위한 가족 안전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평등 고용

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기회 프로그램, 모든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전 국민 의료 혜택,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가족 보장 장학금, 여성

UN 식량농업기구인 FAO의 2018년 UN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2천 1백

및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등을 세웠습니다.

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매년 10억 톤이 넘는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보면 세계

이러한 저의 포괄적인 비전은 2025년까지 깨끗한 물과 위생, 전기, 전국에 걸친 수송 시스템, 의료 혜택과 교육 등을

평화의 이상이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여전히 취약하고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 속에서 무관

포함한 5가지 주요 혜택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는 고용 안정과 생산적인

심과 개인주의가 난무할 때 평화는 나약해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배려의 손길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극단주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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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SPEECH

MACKY SALL

2019년 2월 재선 후 저는 민주적 경험을 공고히 하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에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 위해,

Ladies and Gentlemen, Dear friends and guests,

정부의 다양한 기관을 모아 국민 대화 협력 기관을 출범시켰습니다.

I would first like to thank my Korean counterpart, President Moon Jae-in, for the friendly welcome extended to
me and my delegation. I welcome the trusting relation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Senegal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I have fond memories of my official visit to Korea in 2015.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며칠 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3회 아프리카 연합 정상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주제는 ‘총의 침묵: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환경 만들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분쟁은 종식되고 전적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
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대륙 전역의 무기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아프리카연합 위원회와 합의하여, 선학평화상 상금 50만 달러를 ‘연합 평화 기금’에 기부하여 아프
리카의 평화 활동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함을 깊이 확신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본성이 선한 행동을 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함을 명하고, 인류는 선함 속에서 살기 위해 태어
났습니다.

I respectfully salute the memory of Reverend Sun Myung Moon.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the honorable
Dr. Hak Ja Han Moon for her time and tireless efforts she has devoted for years to the cause of peace and
the well-being of humanity. The efforts also include the efforts of all the members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In these times of turmoil and uncertainty, no priority is more urgent than seeking dialogue in order to ease
tension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advanc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nations.
It is in this spirit that Senegal had hosted the first Summit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on the African soil
in January 2018.
It is in the same spirit that I humbly accept the Sunhak Peace Prize that you awarded me.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목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분들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토대로
공통적으로 가진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공생, 공영, 공의를 증진시켜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영원히 평화의 불꽃을 밝힙시다.

I accept it with humility, because, in my eyes, this distinction is not really an end in itself. Rather, I accept
it as an incentive to persevere in the culture of peace and human brotherhood. I am aware that peace is not
something static, which is secured once and for all, but an ideal that is always under construction through
constant effort of openness, conciliation and reconciliation.
I accept it with humility because I am fully aware that much of this award owes to the qualities of my people in
Senegal. Through the ages, our population have maintained a common desire to live together across all various
components in respect of diversity.

감사합니다.
마키 살

Beyond my modest person, this Prize is therefore a tribute to the Senegalese people. Thus, I dedicate this Prize
to the people of Senegal.
As I accept this award, I also think of all those people whose peace is confiscated by violence and the vagaries
of life. I am thinking of victims of war and terrorism,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and those who suffer
from xenophobia,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simply because of their origin or the color of their skin. I
am thinking of those who, living in extrem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annot satisfy even the vital need to
feed themselves.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2018, there were 821
million hungry people worldwide. Meanwhile, over a billion tons of food are wasted each year according t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estimates. This shows how the ideal of universal peace remains
fragile and under threat in a world ridden with conflict and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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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s fragile when the society is paralyzed by indifference and the frenzy of me first, and cannot lend a
caring hand to the needy. Peace is threatened when extremists of all factions misuse faith and manipulate
consciences to feed ideologies of warfare. Peace is in danger when some believe that they have received the
mission to impose on others a unique way of thinking, being and behaving, in defiance of the diversity of
cultures and civilizations.

Ladies and Gentlemen, Dear friends,
In a few days, in Addis Ababa, Ethiopia, the 33rd African Union Summit will be held. Our theme this year is
‘‘Silencing the Guns: Creating Conducive Conditions for Africa's Development.”

Is human condition hopeless then? I do not believe so. For nothing is more detrimental to peace than being
passive and to giving up. To stop seeking for peace is not an option because the cost of war is certainly higher
than the price of peace; and the human condition is better in the state of peace than in the state of war.

In order to silence the guns everywhere in Africa, so that conflicts can come to an end and our continent can
focus entirely on the task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 decided, in agreement with the Commission
of the African Union, to offer the 500,000 US dollars representing the amount of the Sunhak Peace Prize
award, to the Union Peace Fund as a contribution to the peace effort in Africa.

Thomas Hobbes argued that “Man is wolf to man.” Well, a more optimistic Senegalese proverb insists that “Man
is the remedy of man” (Nit, nit ay garabam), thus exalting the sense of solidarity and human brotherhood.
Through its many charitable actions around the world,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shows that human nature
is also wisdom, kindness and compassion.

In doing so, I am deeply convinced that a better world for all is possible. Common sense commands it. Human
nature is fit for it. And as our gathering here well illustrates, men and women of good will remain committed
to promoting moderation, tolerance and mutual respect as foundations of the peaceful coexistence of peoples in
order to cherish what they have in common.

Too often, it is from contempt and ignorance that the seeds of fear and confrontation are born. So, as
UNESCO's Constitution requires,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This is where education and training are essential as fundamental
pillars for peace-building. The culture of peace thrives in the garden of open minds enlightened by the light of
knowledge.

Let us hold firm and forever the flame of peace!
Thank you.
Macky Sall

But peace is more than the mere absence of war. Peace cannot be complete without its social component. Hence
the need to work for inclusive economic growth, which contributes to eradicating poverty, reducing inequalities
and thus promoting the conditions for sustainable social peace.
To this end, and to translate my vision of a Senegal for all, I have implemented various instruments of social
inclusion and territorial equity, including in particular:
- Emergency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me to provide urban and rural vulnerable
areas with water, electricity, access roads and equipment for rural women;
- Program for the Modernization of Border Axes and Frontier Areas;
- Equal Opportunity Card in support of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 Universal Health Coverage;
- Family Security Scholarships for the most vulnerable groups;
- and General Delegation to the rapid entrepreneurship of young people and women.
My vision of inclusive development aims for universal access to five major objectives by 2025: Water and
sanitation, electricity, transport services, health, and education - a quality education, which prepares our youth
for employment and a productive life.
Moreover, after my re-election in February 2019, I launched a national dialogue initiative as a framework for
interaction among the various vital forces of the nation in order to consolidate our democratic experience and
arrive at a new consensus on issues of major interest relating to publ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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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동수상자

THE 2020
LAUREATE

무닙 A. 유난

Munib A. Younan

루터교 주교, 평화를위한종교 국제명예회장

Lutheran Bishop, International Honorary President of
Religions for Peace

1950. 9. 18 예루살렘 출생

Born September 18, 1950, in Jerusalem
Graduated from Finnish Jürvenpü Luther Theological Seminary (Finland)
Master’s in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
Graduated from Chicago Lutheran School (USA)

톱핀란드 Järvenpää 루터 신학교
핀란드 헬싱키 대학 신학 석사
미국 시카고 루터신학교

주요경력
1976-1979

예루살렘 요르단팔레스타인복음주의루터교회(ELCJHL)

1976-1997

요르단팔레스타인복음주의루터교회

목사
기독교 교육 학교 교사 및 조정자
1990-1998

요르단팔레스타인복음주의루터교회 종교회의 회장

1998-2004

예루살렘-국제기독교위원회(ICC) 회장, 이사회

2004-2010

중동복음주의교회협의회(FMEEC) 펠로우십 의장

2010-2016

중동교회협의회(MECC) 회장

2010-2017

루터교세계연맹(LWF) 의장

2002-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반자
프로그램(EAPPI) 이니셔티브의 공동 설립자 겸 의장

2007-현재

예루살렘의 스웨덴 신학연구소 위원

2016-현재

야세르 아라파트 재단 위원

2016-Present Board Member, Yasser Arafat Foundation
2007-Present Board Member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Jerusalem
2002-Present Chair, Local Reference Group, and Founding Member of original
church initiativ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for
Palestine and Israel, EAPPI)
2010-2017
President,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LWF)
2010-2016
President, Evangelical Family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MECC)
2004-2010
President, Fellowship of the Middle East Evangelical
Churches (FMEEC)
1998-2004
President, Board of Managers, International Christian
Committee (ICC), Jerusalem
1990-1998
President, Synod of the ELCJHL
1976-1979
Past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the Redeemer
in Jerusalem (ELCJHL)
1976-1997
Teacher & Coordinator of Christian Education, ELCJHL Schools

Awards

수상경력
2001

핀란드 평화상 (핀란드 기독교 평화운동)

2001

인권상 (미국 유엔 협회)

2004

베타니엔 (베타니)상 (감리교, 노르웨이 오슬로)

2004

성지 기독교 에큐메니컬 상
(성지 기독교 에큐메니컬 재단)

2005

베들레헴 스타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2007

템플라 평화상 (예루살렘 성전 주권 군사수도회)

2008

미카엘 아그리콜라 메달리온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2013

알 후세인 훈장 (요르단 국왕)

2017

니와노 평화상 (니와노평화재단)

2018

이해의 가교상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2019

페이셈 테리스 평화와 자유 상 (로마 가톨릭)

특이사항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UNRWA)’에 등록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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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8
2017
2013
2008
2007
2005
2004
2004
2001
2001

Pacem in Terris Peace and Freedom Award (Catholic Church)
The Building Bridges of Understanding Award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Niwano Peace Prize (Niwano Foundation, Japan)
Al-Hussein Decoration for Distinguished Service,
First Class (Jordan)
Mikael Agricola Medallion (Finland)
Templar Peace Prize (Jerusalem)
Bethlehem Star Award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Holyland Christian Ecumenical Foundation Prize (Washington, D.C.)
Bethanien Prize (Methodist Church, Oslo, Norway)
Human Rights Award (United Nations Association, Washington, D.C.)
The Finnish Peace Prize (Finnish Christian Peace Movement)

Notes
Born to Palestinian refugee parents

Munib A. Younan
종교화합의 선구자
A Pioneer for Religious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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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Achievements

주요 업적

40여 년간 중동지역에서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화합 촉진
무닙 A. 유난 주교는 전 세계를 향해 종교의 역할은 “성과 인종, 민족, 종교, 정파를 떠나서 모든 인간을 섬기는 것”이
라고 역설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성서 해석의 다양성과 서로 다
른 신앙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950년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태어난 유난 주교는 평생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사이의 대화를 촉
진하고, 화해를 이끄는 일에 헌신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동복음주의교회협의회 의장으로 봉사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연합운동기관의 창설 멤버로 활동하며 이-팔 갈등의 해결에 앞장섰다. 더불어 그는
루터교의 핵심 교리 문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1530년)를 아랍어로 최초로 번역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사
이의 이해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서적을 다수 집필했다.

구교와 신교 간 갈등 화합
유난 주교는 뿌리 깊은 구교와 신교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가톨릭과 대화했다. 그 결실로
2013년 루터교세계연맹과 로마교황청은 ‘갈등에서 사귐으로’라는 문서를 공동 채택하여 500년간 지속된 갈등의 실
마리를 풀었다. 이는 루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곧 공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일치와 세계화의 맥
락에서 종교개혁을 새롭게 이해하기를 권하는 것으로, 구교와 신교의 분열에 대해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
을 다짐한 역사적 화해였다.
이에 기초해 루터교와 가톨릭은 2016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유난 의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
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황이 루터교 창립기념식에 참여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양측은 “신학적
구분은 편견과 갈등을 수반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라며 “종교의 이름으로 표현된 과거와 현재
의 모든 증오와 폭력을 거부한다”라고 밝혀 전 세계에 강한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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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Forty years of facilitating harmony between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in the Middle East
Bishop Munib Younan has emphasized to the world that religion’s role is to serve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gender, race, ethnicity, religious belief or political persuasion. In addition, during his travels around the world,
his message has been: “To achieve consensus in diversity, one must guard against religious extremism, accept
the diversity of biblical interpretations, and accept differing religious traditions.”
Born in 1950 as a Palestinian refugee in Jerusalem, Bishop Younan has devoted his life to promoting dialogue
among Jews, Christians and Muslims, and inspiring them toward reconciliation. He has taken a leading role
in seeking resolution to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serving as President of the Fellowship of the Middle East
Evangelical Churches from 2004 to 2010, and as a founding member of a coalition movement organization for
Palestine and Israel. In addition, he was the first to translate the Augsburg Confession (1530), a key Lutheran
doctrinal document, into Arabic,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understanding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He has also published a number of books on the theme of interreligious harmony.

Conflict resolution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churches
Over decades, Bishop Younan has maintained continuous dialogue with the Catholic Church, with the aim of
resolving the deep-rooted conflict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churches. As a result, in 2013,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Vatican jointly adopted a document called “From Conflict to Communion,” easing
the 500-year-old conflict. This was a historic point in reconciliation between the churches, where both sides
promised to “renew their commitment to theological dialogue and continue the journey toward unity, guided
by God’s spirit according to the will of Lord Jesus Christ.” This was done with the aim of uniting the two
churches, accepting that the Lutheran Church and the Catholic Church have the same root, and thus must work
toward reconciliation. Therefore, in 2016 Lutherans and Catholics together marked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and Bishop Younan and Pope Francis signed a declaration to take a “common path.” It wa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a pope had taken part in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Lutheran Church,
with both sides stating that “theological distinction entails prejudice and conflict, and degenerates into a tool
for political purposes,” and that they “reject all past and present hatred and violence expressed in the name of
religion.” Thus, they sent a strong message of religious harmony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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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연설

무닙 A. 유난 주교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허하게 선학평화상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
는 비전을 제시해주신 문선명 한학자 선학평화상의 설립자 양위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추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홍일식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학평화상위원회와 선학평화상재단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가슴에 새겨 주신 사명을 믿
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근면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서울에 왔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리
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왕국을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 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 그리스도
교회로서 단결이라는 선한 사명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이 반도를 통일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매우 존경합니
다.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반도 사람들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한국으로서 하나의 국기와 하나의 지도력 아래 최종적으로 통일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게 종교 간 대화와 평화 증진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저는 정의에 토대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는 성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인류를 섬기고, 신이 내린 존엄성을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닌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성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헐어 내셨습니
다.”(에베소서 2:14)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
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 후서 5:19) 저는 이 말씀과 같이 화해의 사
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있을 수 없고, 용서가 없으면 화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정의에 토대한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신년사에서 “평화는 희망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
다. 오직 희망을 가진 자만이 평화를 향한 여정을 견디어 내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정
치적 소속에 상관없이 상대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믿음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기반이며, 진리, 정의, 사랑과 자유에 기초하고 있습
니다.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는 비전은 모든 종교의 중심 메시지로써, 모든 종교적 사명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모
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의에 토대한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오늘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증오와 억압의
물결에 맞서 대담하게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종교는 세상의 양심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부정, 증
오, 인종차별, 억압의 추악한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평화의 교향곡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언제나 생명 보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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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공동 안보에 대해 논의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공동 안녕(shared well-being)’에 대해
논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 안녕에 대한 헌신은 우리에게 파괴적 무기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도 무기 비확산에 대한 회담이 열리고는 있지만, 사실 핵무기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고 국가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총기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총과 폭탄 등의
무기들은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하며, 우리는 항상 생명 보호를 위한 증인이 되
어야 합니다.
상대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핵과 무기가 없는 도시와 국가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폭력 없는 학교, 마을, 사회를 가질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세계 지도자들에게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를 비롯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모든 살상 무기의 감축을 요구할 것입니까? 한국과 중동은 무기가 없을 때 훨씬 안전
할 것입니다. 무기가 아닌 정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비전은 모든 국가가 살생 무기에 할당된 비용을 경제 발전, 평등,
성 정의, 종교의 자유에 투자토록 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는 인간 가족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세
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글로벌한 차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며, 세계
는 모든 국가와 민족의 공동 안녕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인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종교지도자들은 이 양극화된 세계에서 존엄하게 함께 살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공통의 가치를 홍보하며 광신주의,
원리주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움으로써, 이 목적을 향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인류의 실존적 위협입니다. 극단주의는 종교의
노골적인 왜곡이며, 사랑의 반대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은 자신의 종교 내에서 어떤
종류의 극단주의와도 대담하고 예언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와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지역사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
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1서 4:20)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요청은 사랑을 가르치고 절대로 분열이나 증오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분
열된 세계에서 강력한 절제력을 가진 사랑의 대리인이 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말했 듯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하나님의 사
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공포는 모든 갈등, 폭력, 전쟁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매일 공포의 씨앗을 심고 키워 증오라는 수확을 추
구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 세속적 포퓰리즘, 인종차별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지
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이 공포증과 외국인혐
오증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저항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 자비, 이해, 신뢰를 대담하게 선
언함으로써 이 질병으로부터 젊은이들과 사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인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이슬람혐오증,
기독교혐오증, 외국인혐오증, 애국주의,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병든 이념에 맞서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을 화합과 사랑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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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는 유엔 인권 헌장 제정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제정 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많은 회원국들의 인권침해
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인권 실현에 있어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른바 ‘우호국’에 대한 기준과 ‘적국’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합니다. 종교인, 그리고 양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국가에 하나의 인권 기준을 적용하도록 대담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개념으로, 이는 우리를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평가받는 미래로 나아가게 이끌어줍니다.
사람들은 제가 예루살렘에서 온 아랍계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지 비
관적인지 묻곤 합니다. 이-팔 분쟁과 관련해 중동 전체의 정치 상황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며, 최후의 승부는 권력자
의 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1967년 국경에서 이스라엘 주와 함께 살면서 정의 평화
형평성 화해를 함께 하기로 한 ‘두 국가 해결책’을 계속 믿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
종교가 공유하는 예루살렘 성지들의 역사적 현상과 기독교와 이슬람교 성지에 대한 하셰미트 왕의 보호에 대해 전
적으로 존중하며 홍보하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이어야 합니다.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한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며, 또한 이스
라엘의 이웃들이 저와 제 동료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인권, 시민권, 정치권, 국권, 그리고 종교적 권리를 상호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거룩해질 것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등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의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두 집단이 함께 자유, 평화, 정의, 그리고 존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수아드와 자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늘 평화의 사명을 가고 있는 저를 지지해 왔
습니다. 제 가족은 만인을 위한 평화의 길을 가는 사명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자신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어린이
들을 위해 이 비전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큰 감사를 느끼며 그 사랑과 지지 앞에 겸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랍의 팔레스타인 기독교 복음주의 루터교인이자 팔레스타인 난민으로서, 이 권위 있는 상을 받
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상의 수상이 종교 간 대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성스러운 길의 종착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순간 저는 평화의 증인이자 정의의 대리인, 인권 옹호자, 화해의 사역자, 사랑의 사도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의에 토대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애쓰고 있
는 저와 모든 종교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닙 A. 유난

44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MUNIB A. YOUNAN

Graces,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humbly stand here as a servant of God to accept this Sunhak Peace Prize. I would like to thank
Dr. Hak Ja Han Moon, the founder of the Sunhak Peace Prize, and your late husband, Rev. Sun Myung Moon,
for your vision of peace as “One Family Under God.”
I also thank those who suggested my name, as well as the work of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chaired
by Dr. Hong Il-sik. I also thank the Sunhak Peace Prize Foundation, and all of you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And, most assuredly, I thank all those who believe in the mission of peace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has
put on my heart.
I stand here in Seoul in appreciation of the Korean people for their resilience and industriousness. I also extend
my appreciation to the Korean churches, who are preaching Christ’s Gospel of love and are advancing the
Kingdom of God in this beautiful country. I want to ask you to continue the good work of unity of the one
Church of Christ in Korea.
I have a special admiration for President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I respect and admire his
relentless efforts to unify this peninsula. I stand with him and fully support his God-given mission, for I see
that there is no other way forward for the people of this peninsula but to be finally unified under one flag and
one leadership, as one unified Korea.
Sometimes people ask me: Why do you work for peace through interfaith dialogue? My answer is: To work
for peace based on justice is not only political. It is the core of the biblical message. From my perspective,
it is Christ who calls me to serve the suffering humanity and to return to them their God-given dignity. As
a Christian, I believe Jesus called us to be peacemakers, not peace-talkers. St. Paul has written: “For he is
our peace; in his flesh he has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has broken down the dividing wall, that is, the
hostility between us.” (Ephesians 2:14) In Chris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God’s self, not counting the
trespasses against them, and entrusting to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 Corinthians 5:19). For this reason,
I am called for this ministry or reconciliation, for there can be no peace without justice and no reconciliation
without forgiveness. Therefore, I will continue to work for peace based on justice until the last breath of my life.
In his New Year’s message of 2020, His Holiness Pope Francis said: “Peace is a journey of hope.” I completely
agree, for only those who possess hope can endure and thrive on the journey toward peace. Peace is dependent
upon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 Other, regardless of gender, ethnicity, race, religious or political affiliation.
All of us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are children of God. All of us are one family of God.
Mutual recognition of each other’s dignity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and of a new world order, one that
is built and based upon truth, justice, love and freedom. This vision of a peaceful life together is the central
message of every religion and is integral to the mission of every religious community. This is the reason I call
on all religious leaders to raise their voices prophetically for peace based on justice, and to speak boldly against
the wave of hatred and oppression making its way across the globe today. Religions must be the conscience
of the world. Religious leaders must join their diverse voices into a symphony of peace, to disrupt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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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ting ugly messages of injustice, hatred, racism and oppression. Religious leaders must always be witnesses
to the protection of life.

Christianophobia, xenophobia, patriarchy, and every other kind of evil. It is God’s call to us to transform a
world filled with hatred into a culture of harmony and love.

World leaders today talk about our shared security, but I challenge them instead to talk about our shared wellbeing. A commitment to a shared well-being calls us to work for a safer world, a world without weapons of
destruction. Talks are taking place even now on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but in fact there is still
competition between the nations over nuclear weapons, and countries still struggle to enact sensible gun laws.
On these issues, religious leaders must together state clearly that guns and bombs and other arms only exist to
destroy life, and we are only and always to be witnesses for the protection of life.

Last year, we celebrated 70 year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harter. However, all these decades
later we still live with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many member states. We must ask ourselves: do we have
one common standard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r do we have a double standard? Do we honor
one standard for the so-called “friend countries” and another for the so-called “enemy countries”? Religious
people, and all people of good conscience, must loudly and boldly raise their voices to insist upon one standard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s and all states. Here it is exactly the concept of the image of God, present in
every human being, which both compels and propels us forward into a future in which all humans are valued
equally.

When we see the image of God in the other, we can do nothing else but work for a nuclear- free world and
weapon-free cities and states. Certainly, we must at least insist that our children have violence-free schools,
neighborhoods, and societies. When will we hold our world leaders to task, demanding a general disarmament
of all weapons of destruction: nuclear, chemical, biological, and the newly emerging tools of death? Korea, and
the Middle East, will be much safer without arms and weapons. We need justice, not weapons. It is my vision
that all states use the funds allocated for weapons to kill, and instead invest them in economic development,
equality, gender justice, and freedom of religion. Pope John Paul II said: “We are a human family. ‘Love your
neighbor’ has global dimensions in an interdependent world.”
Jesus said, “I have come that you may have life, and life abundant.” (John 10:10) This is a promise to all
humanity, that all are intended to possess dignity, and the world is intended to know a shared well-being among
all nations and ethnicities.
How do we achieve such abundant life?
In a polarized world, religious leaders can affect our future toward this end by promoting the common values
of living together in dignity, working for peace, and combatting fanaticism, fundamentalism, and extremism.
Religious extremists who use religion, and manipulate God for their own selfish purposes, are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Extremism is a blatant perversion of religion and is always the antithesis of love. For this reason, it is the role of
religious leaders today to boldly and prophetically combat any kind of extremism within their own religion. It
is imperative that we teach our own communities to see and value the image of God in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As it is written: “Those who say, “I love God,” and hate their brothers or sisters, are liars; for those
who do not love a brother or sister whom they have seen, cannot love God whom they have not seen.” (1 John 4:20)
This is our mutual call: To teach love, never division or hatred. Religious leaders are called and sent to
influence our communities to be brokers of robust moderation and agents of love in a fractured world. As the
prophet Amos says,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Amos
5:24) With God’s love guiding us, we can always be instruments of peace.
Fear of the other is the source of all conflict, violence, and war. Every day, we hear of another politician
seeking to implant seeds of fear, seeking to grow a harvest of hatred among his or her people. It is no wonder
that religious extremism, secular populism, and racism are spreading throughout our societies. We are not
powerless in the face of this epidemic. We can, and we must, stand up and resist with all our might this disease
of fear and xenophobia. We can inoculate our youth and societies against this disease by boldly proclaiming
love, mercy, understanding, and trust of others—even so-called enemies. We can protect our communities
from this disease by rising up against such sick ideologies as white supremacy, anti-Semitism, Islam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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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eople know that I am an Arab Palestinian Christian coming from Jerusalem, they ask me if I am
optimistic or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It is true that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whole Middle East,
especially regarding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s very tense. It seems that the end game is in the hands of
the powerful. However, I continue to believe in and promote a two-state solution, with the State of Palestine
living alongside the State of Israel, on 1967 borders, together enjoying justice, peace, equity, and reconciliation.
I continue to promote and insist on a Jerusalem that is shared between the three religion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with full respect for the historic status quo of the holy places, and with respect to the
Hashemite King’s custodianship of Christian and Muslim holy places. Jerusalem must be a shared capital for
the State of Israel and the State of Palestine, for the sake of peace for both nations.
As long as I live, I will teach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see the image of God in Israelis, and I pray that
my Israeli neighbors will see the image of God in me and my fellow Palestinians. Once we truly recognize the
image of God in the Other, then we can mutually recognize and protect each other’s human, civil, political,
national, and religious rights. Only then will our Holy Land become truly holy, an equal home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As long as there is a Living God of justice, I know there is hope for both groups to live in
freedom, peace, justice, and dignity.
Before I end, I would like to thank my family, and especially my good wife Suad, along with my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y have always supported me in this mission of peace.
They know the risks of walking this path toward peace for all people, and yet they remain committed to this
vision, not only for themselves, but for all children of the world. I am so very grateful for them and humbled by
their love and support.
Again as an Arab Palestinian Christian Evangelical Lutheran and a Palestinian refuge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receiving this prestigious prize. Receiving this prize does not graduate me from continuing to
do the holy work of interfaith dialogue and peacebuilding. On the contrary, I feel that this moment motivates
me to continue to be a witness for peace, a broker of justice, a defender of human rights, a minister of
reconciliation, and an apostle of love.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and for all those sisters and brothers of
any religion, who join us in the challenging call to bring peace based on justice to this one world we all inhabit.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atthew 5:9)
May God bless you and keep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Munib A. Yo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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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다
EMBRACING
THE WORLD
AS A PARENT

종교를 넘어
“종교란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찾아가는

화 합 설립자는 종교 간 갈등이 인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

커다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드넓

하고, 1968년 ‘세계종교협의회’ 창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초교파·초종교

은 평화 세계에 닿기까지 길게 흐르며

조직을 결성해 종교화합 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설립자는 UN이 참다

수많은 샛강을 만납니다. 강줄기에 합해

운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을 지닌 초종교 지도자들로

진 샛강들은 그때부터는 샛강이 아니라

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UN을 초종교적인 대표로 구성된

큰 강물입니다.”

‘상원’과 각국 정치외교 대표로 구성된 ‘하원’ 체제로 전환하는 유엔 갱
신안을 제안하였다.
이 해 설립자는 1991년 저명한 종교학자와 신학자들을 모아 ‘세계경전’
(총 1,078쪽 2권, 1991년 영문, 1994년 국문·일문)을 출간했다. 세계경전
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를 비롯한 세계 주요 종교 경전의 어휘들을 비
교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종교 경전의 73%가 우주의 근본을 찾고
창조주의 뜻을 헤아려 평화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공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밝혔다.

Beyond Religion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인종이 하나 되는 평화 세계를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살길은 서로가 서로의 사랑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내 이기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끝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From a long time ago, I have advocated for a world of peace
where religions are in harmony, nations are united, and races are one.
The way for us to live is to rely on each other's love.
We must give until all our selfishness disappears.
That is when peace will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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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is like a wide river flowing
toward an ideal, peaceful world.
The river flows for a great distance
before it reaches the wide expanse
of peace. On its way, many streams
flow into it. The streams cease to
be streams at the point they merge
with the river. From that point, they
too become part of the river. In this
way, they all become one.”

Harmony The founders recognized conflict among religions as a
serious threat to humanity and campaigned for religious harmony
by creating various interreligious organizations, beginning with
the World Religious Peace Committee in 1968. Notably, they
emphasized that in order for the United Nations to create a path
to true peace, it needs to seek the wisdom of faith leaders with
spiritual insight and recommended a reformation of the UN.
They proposed its transformation into a bicameral system, with
an upper house composed of spiritual leaders and a lower house
composed of political and diplomatic representatives.
Understanding The founders gathered prominent religious
scholars and theologians to compile World Scripture: A
Comparative Anthology of Sacred Texts, a 1,078-page book
(published in English in 1991, and in Korean and Japanese in
1994) featur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holy scriptures of the
world’s major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ity, Islam, Hindusim,
and Buddhism. World Scripture revealed that 73 percent of
the world’s religious writings share the common themes of
uncovering the fundamental truths of the universe and realizing a
peaceful world through understanding the Will of the Creator.

49

Beyond Borders

국경을 넘어
“수천 년 인류의 역사는 세계를 쪼개고

연 결 설립자는 인류의 화합을 막는 모든 경계는 인간의 타락에서 기

또 쪼개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가

인한 악의 결과로 보고,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인류사 최대의 범국가·

변하고 권력이 변할 때마다 국경이 나뉘

문명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전 세계를 잇는 국제평화고속도

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로(1981년)와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85km의 베링해협 해저터널

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

(2005년)을 제안했으며, 한국-일본의 해저 209~231km를 잇는 터널 건

니다.”

설을 시추했다.
초 이 념 설립자는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철저히 반
대하여 냉전 대결이 치열하던 19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여 국제
적 반공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 공산주의의 수장 고르바초프 소련 공
산당 서기장과 회담하여 공산주의의 해체를 이끌었으며, 1991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평화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교류를 확대시키는 데 지
대한 공헌을 했다.
지 혜 설립자는 일찍부터 빈곤, 기후변화, 불평등 등 단일 국가 차원에
서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
을 전개해 나왔다. 특히 천주평화연합(UPF, 유엔경제이사회 포괄적협의
지위 단체, 185개국에 120만명의 평화대사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리더십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전 세계 글로벌 난제들
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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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ousands of years, history
has seen the continuous increase
of divisions. Each time a different
religion was adopted, or a new
regime came into power, more
boundaries were drawn and more
wars were fought. However, there
can be no boundaries in the world
God created.”

Connections Seeing that man-made barriers resulting from
self-interest impeded the realization of true peace, Rev. Dr.
Sun Myung Moon envisioned one of the largest trans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in human history – the Peace Road Project.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ty of the Sciences in
1981, he first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Peace
Highway with the goal of connecting the entire world by road. In
2005, he proposed building the Bering Strait Bridge and Tunnel to
connect Alaska and Russia. His final proposal, to build a 209~231
kilometer-long undersea Korea-Japan Tunnel, is currently in a
developmental phase.
Transcending ideology The founders challenged dialectical
communism that denies God and religion and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Victory over Communism (1968)
and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launched an international
campaign to defeat Communism. In 1990, they met with Soviet
President and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Mikhail
Gorbachev, a meeting that influenced the peaceful collapse of
Communism. In 1991, they inspired dialogue for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ir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Wisdom From early on, the founders initiated movements in civil
society to address global issues such as poverty, climate change,
and inequality—challenges that are difficult for any one nation
to tackle alone.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 network of
1.2 million Ambassadors for Peace in 185 countries, which has
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 UN ECOSOC), founded in
2005, carries out multiple projects and initiativ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and World Summit series,
to address and contribute to solving glob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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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One Family of Humankind

인류 한 가족 공동체로
“인류는 전부 가족입니다. 참사랑으로

가 정 설립자는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생명을 창조하는

관계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인류는 한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사업을 이어가는 성스러운 길이라고 여겼으며,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 가족

를 ‘축복’이라 명명했다. 축복식은 1960년 한국에서 거행된 것을 시작으

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기

로 60년간 전 세계에서 4억쌍 이상이 동참했다.

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

여 성 설립자는 앞으로의 세계는 여성의 모성적 사랑이 이끌어갈 것이

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라는 선견으로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유엔 경제이사회 포괄적협의
지위 단체, 119개국 네트워크 구축)을 설립하여 여성지위향상, 글로벌여
성피스네트워크,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들을 펼쳐 나오고 있다.
문 화 설립자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
해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에 열정을 쏟았다. 한국 최고의 발레단인 유
니버셜발레단과 한국의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어린이예술단인 리틀엔
젤스, 전 세계 체육인과 청년들이 스포츠를 겨루는 세계문화체육대전,
대륙 간 대표 프로 축구 팀의 리그인 피스컵국제축구대회 등을 운영하
여 국경을 초월한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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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kind is one family; a family
tied together by relationships of
true love. Humankind is like a tree;
many family members live together.
There are toddlers, teenagers, young
adults, middle-aged and elderly
members.”

Family The founders consider the coming together of a man and
woman centered on God to form an ideal family with the promise
of creating new life as a holy event that carries on God’s work of
Creation. They call it “The Blessing.” The first Blessing ceremony
was held in Korea in 1960, and in its 60-year history, millions of
couples around the world have participated.
Women With the foresight that the world in the future would
require the leadership of women based on their motherly love,
the founders established the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WFWP, in General Consultative Status with UN ECOSOC,
with a network covering 119 countries) in 1992. Under the motto
“One Global Family,” WFWP carries out humanitarian projects
worldwide. Various programs under the Global Women’s Peace
Network serve to restore the dignity of women by supporting
networking and partnerships.
Culture The founders have seen culture, arts and sports as
key ingredients to building a world of peace. They established
the Universal Ballet Company (one of Korea’s foremost ballet
companies) and the Little Angels (a children’s traditional
performing arts troupe), and hosted the World Culture and Sports
Festival and the Peace Cup (an intercontinental professional
football competition). These and other cultural projects have
fostered harmony among people beyond the barriers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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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 위원회

위원장 홍 일 식

위원회

토마스 월시 위원
現 세계 NGO단체연합(WANGO) 최고위원
現 UPF 세계회장

출생
1936. 3.12 서울특별시

오노 요시노리 위원

학력

前 일본 방위청 장관, 現 외교포럼 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에르나 헤니콧 촙케스 위원

현직 및 경력

前 룩셈부르크 국회의장, 前 유럽의회 의원

현 (사) 세계孝문화본부 총재

호세 드 베네시아 위원

현 한국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

前 필리핀 하원의장, 現 아시아 정당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현 (재)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이사장

문연아 위원

전 고려대 총장

現 한국 UPF 의장, 現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전 학교법인 양정의숙 이사장

정태익 위원

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前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現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수상

윤영호 위원

1982 제1회 세종문화상 문화부문 본상

現 효정국제문화재단 이사장, 現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사무총장

1982 대통령 표창
1992 문화훈장 보관장
1997 제7회 아산효행대상 대상

Thomas G. Walsh

Chairman Hong Il-sik

International President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Chairman of the Sunhak Peace Prize Foundation
Member of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World Associ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ANGO)

Birth

Yoshinori Ohno

March 12, 1936, Seoul

Board Member of Diplomatic Forum
Former Japanese Defense Minister

Education
Doctorate in Literature fro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Erna Hennicot-Schoepges

Career

Former President of the Chamber of Deputies of Luxembourg
Former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Current President of the World Filial Piety Culture Headquarters

Jose de Venecia, Jr.

Current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and Humanity Studies
Current President of the Yeosoon Foundation

Co-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Standing Committee
Former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Philippines

Former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Moon Yeon-ah

Former President of the Yangjeong Uisook Educational Foundation
Former Head of the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Chair, Universal Peace Federation in Korea (UPF)
Chair, Hyojung World Peace Foundation

Awards

Chung Tae-ik

1997 7th Asan Foundation’s Filial Piety Award - Grand Prize
1992 Order of Cultural Merit - Precious Crown Medal
1982 Presidential Citation
1982 1st King Sejong Prize for Culture - Main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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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Chief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onorary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Yun Young-ho
Chairman of Hyojeong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Secretary-General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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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 연혁

2013년 2월 20일

한학자 총재, 선학평화상 제정 발의

February 20, 2013

Proposal of the Sunhak Peace Prize by Dr. Hak Ja Han Moon

2014년 8월 11일

선학평화상 위원회 출범식

August 11, 2014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Inauguration Ceremony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June 8, 2015

2015년 6월

8일

(수상자 | 아노테 통, 모다두구 굽타)

2015 Laureate Announcement Press Conference
(Laureates | Anote Tong, Modadugu Gupta)

2015년 8월 28일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August 28, 2015

Inaugural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2015년 11월 23~25일

인도·네팔 선학평화상 이니셔티브

November 23~25, 2015

Sunhak Peace Prize Inititiave India・Nepal

제2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November 29, 2016

2016년 11월 29일
2017년 2월

3일

2018년 11월 22일
2019년 2월

9일

(수상자 | 지노 스트라다, 사키나 야쿠비)
제2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제3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February 3, 2017
November 22, 2018

(수상자 | 아킨우미 아데시나, 와리스 디리)
제3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February 9, 2019

2017 Laureate Announcement Press Conference
(Laureates | Gino Strada, Sakena Yacoobi)
2017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2019 Laureate Announcement Press Conference
(Laureates | Akinwumi Adesina, Waris Dirie)
2019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2020 Laureate Announcement Press Conference

2019년 10월

5일

202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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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특별상 수상자 | 반기문 수상자 | 마키 살, 무닙 A. 유난)
제4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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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5, 2019

(Founders’ Centenary Award Laureate | Ban Ki-moon
Laureates | Macky Sall, Munib A. Younan)

February 5, 2020

2020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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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개요
OVERVIEW OF THE SUNHAK PEACE PRIZE
시상주기

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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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선학평화상 추천위원은 전 세계 1,000여명으로 구성되며, 수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에 해당되는 추천인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개인 국제적 상의 수상자, 각국 저명인사
단체 국제 NGO 단체 및 학술단체, 국제적 상 수상 단체
심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소심사회의, 전체 심사 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각 후보자에 대한 활동 내용 및 공적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를 합니다.
수상자 결정 및 발표
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여 국제적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
합니다.

Frequency of Award

Biennially

Category

Peace

Prize

USD 1 million (KRW 1.1 billion)

Awards

Medal, Plaque

Nomination and
Selection Process

Criteria for Candidac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must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romotion of peace outlined in the
Peace Mission affirmed by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The achievements of the individual or
organization must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ealization of peace for people of diverse nations,
races, religions, or ideologies.

Nomination
Nominations may be submitted from any among 1,000 qualified nominators around the world representing
a wide range of fields and areas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diverse geographical, cultural, religious, and
ethnic backgrounds.
Qualified Individuals
Recipients of international prizes, highly respected individuals
Qualifie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NGOs, academic associations,
		
Organizations previously awarded international pr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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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s parents love their children unconditionally, those living today
must take responsibility to ensure peace for future generations.

Review
The nominees are carefully reviewed by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with support from the Secretariat
and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The Committee meets periodically throughout the year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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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