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장 인 사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교수님들과 동료 여러분!
올해, 세계는 계속되는 한국 정상회담 과정을 신중하게 주목하
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선명 박사님이 수년 전에 하신 예언을 완
수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됐습니다. 정말로, 바로
그 중심에, 문선명 박사님은 당신의 아내이신 한학자 박사님과
더불어, 한국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
셨습니다. 더욱 더,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한국본부는 전 세계의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지회들을 위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이사회와 임직원을 대신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
러분을 초대하며, 이 뉴스레터를 즐기시고 한국과 세계를 위한 새롭고도 밝은 미래
를 그려내는 데 우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토마스 셀로버 회장 드림.
Dear PWPA Professors and Friends,
This year, the world is paying careful attention to the ongoing Korean summit
process. Korea has become a worldwide center of interest, fulfilling predictions made by
Dr. Sun Myung Moon many years ago. Indeed, Dr. Moon, together with his wife Dr.
Hak Ja Han, has built an international NGO network with Korea at its center.
Increasingly, PWPA-Korea is a model for PWPA chapters around the world.
On behalf of our PWPA Board and staff, I am pleased to invite you to enjoy this
newsletter, and to participate with us in visioning a new and bright future for Korea
and the world.
With best regards,
Thomas Selove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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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2일 이사회

PWP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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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7년 8월 12일(土) 토마스 셀로버 이사장, 조규성 이사, 이
형구 이사, 이길연 이사, 고재종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17년 전반기 사업평가 및 후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와 의결사안이었다. 9
월 9일 한·일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주제선정과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및 초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일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가정평화와 한반도 평화’로 결정했
다.
(2017. 08. 12, 서울 청파동 법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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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 호남권 지회 세미나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7년 10월 25일(水)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호남권 지회 세미
나를 개최했다. 오수열(조선대) 교수를 포함하여 전남대, 원광대, 호서대 등에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석했다. 조규성 PWPA 부회장의 환영사를 마치고 오수열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재봉(원광대) 교수는 촛불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은 쏘로우의 ‘시민 불복종’, 톨스토
이의 ‘악에 대한 무저항’, 간디의 ‘적극적 비폭력 저항’, 루터 킹 목사의 ‘투쟁적 비폭력
저항’, 함석헌의 ‘비폭력 혁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지충남(전남대) 교수는 한국
다문화와 가정문제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세계적으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와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가속은 세계경제의 통합, 국경을 넘는 개인의 자유로운 국제
이주의 증가, 다문화주의의 확산 등을 보편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2017. 10. 25, 광주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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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 영남권 지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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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7년 11월 30일(木) 부산 동아대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영남권 지회 세미나가 개최했다. 영남권 지회 세미나는 배한동(경북대) 교수를 중심한
영남권 교수들의 지식 품앗이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마스 셀로버 한국회장과 배한동 영남권 지회장을 비
롯한 1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발표는 이희완 대구한의대 교수가 ‘사회복지와 효행
장려’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박성렬(부산UPF) 박사는 ‘해저터널과 동북아 평화’라는 주제
로 발표를 했다. 이재현(진주교대) 교수와 이헌경(동아대) 교수가 논평자로 참석했다.
(2017. 11. 30, 부산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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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정기이사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7년 12월 19일(火) 서울 청파동 법인 회의실에서 2017년
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토마스 셀로버 이사장과 조규성 이사, 이형구 이사, 최병환 이
사, 이길연 이사, 고재종 감사 등이 참석했다. 안건 2017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8년
도 사업 및 예산계획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사회의 임원 임기가 2018년 4월에 완료
됨에 따라 새로운 이사 및 감사후보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조직의 활성화
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다시 정비하여 인문분과위원장에 이형구 이사, 자연분과 위원
회에 조규성 이사, 사회분과에 고재종 감사, 예술분과에 이강일 회원을 추천하였다. 기
타 지회장 및 지회설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018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연구주제는
‘효정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연구가능한 주제로 하여 사회갈등과 통합으로 정했다.
(2017. 12. 19, 서울 청파동 법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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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0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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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8년 2월 20일(火) 서울 청파동 통일빌딩 4층 세미나실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준범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
었고, 윤덕명 교수의 창립선언문 낭독을 통해 총회가 선언되었고, 효정학술원 진성배 원
장이 아카데미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했다. 토마스 셀로버 회장은 2018년 사업계획
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주요안
건은 2017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8년 사업계획, 신임이사 추천 및 의결, 분과위
원회 위원장과 지회장 추천 등이었다. 또한 광장 219호 발행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
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에는 등기이사와 운영위원의 역할을 법적인 역할보다도 아카데미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천과 의결이 이루어졌다.
(2018. 02. 20, 서울 청파동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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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0일 기념학술대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월 20일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원절 5주년 기념 학술회
의를 개최했다. 주제는 ‘공의로 본 사회통합과 갈등’이며 1분과와 2분과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분과에서는 김수민(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민지(선문대)
교수가 ‘통일사상 공의론으로 본 사회갈등과 통합’을 발표했고, 황진수(선학UP대학
원) 교수와 강화명(선문대) 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2분과는 조규성(한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병환(대전대) 교수가 ‘공의로 본 사회통합과 갈등’을 발표했고
논평은 정시구(선학UP대학원) 교수와 안연희(선문대) 교수가 맡았다. 통일사상 공의
론 입장에서 사회갈등원인을 분석해보고 통합을 위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
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사회갈등의 당사자들이 어떤 이념과 사상을 중심삼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8. 2. 20, 서울 청파동 세미나실)

2018년 2월 廣場 219호 중간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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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일 31일 호남지회 세미나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8년 5월 31일(木) 광주 조선대에서 사회갈등과 통합이란
주제로 호남지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마스 셀로버 회장과 오수열(조선대) 교수를 포함
한 10여명의 회원교수가 참석을 했다. 토마스 셀로버 회장은 인사말에서 효정과 PWPA
비전에 대하여 설명했다. 분과 세미나는 오수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지충
남(전남대) 교수가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성춘
(송원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토론
시간에는 논평자인 양명호(전주기전대) 교수, 김행열(전남대) 교수, 이윤정(조선대) 교수,
한지선(조선대) 교수가 각각의 주제에 대한 함의와 한계에 대하여 질문과 대답을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2018. 05. 31, 광주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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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5일 전반기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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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2018년 6월 15일(金) 서울 청파동 법인회의실에서 2018년 신
임등기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신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신임이사회는 토마스 셀
로버(선학UP대학원) 이사장, 최병환(대전대) 이사, 이형구(선문대) 이사, 배한동(경북대)
이사, 우종춘(강원대) 이사, 이길연(고려대) 이사, 정시구(선학UP대학원) 이사, 김민지(선
문대) 이사, 임현진(선학UP대학원) 이사, 황진수(선학UP대학원) 이사이다. 신임 이사들은
2018년~2022년까지 4년간 PWPA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신임이사회 첫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사업 및 결산보고였고, 두 번째 안건은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8월말 성화 6주년 한·미 국제학술
회의의 주제와 발표자를 추천하여 결정했다. 그리고 광장 219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고, 광장 220호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후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이
사회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지
회장과 분과위원 선출할 것을 결정했다.
(2018. 06. 15, 서울 청파동 법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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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9일 한·일 국제학술회의

PWPA International은 2017년 9월 9일(土) 선학UP대학원에서 ‘가족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일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 09. 09, 청평 선학UP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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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8일 캄보디아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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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PA International&PWPA-Cambodia는 2017년 8월 18일(金)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왕립대학에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80여명의 회원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토마스 셀로버 세계회장은 PWPA의 국제적인 학술단체로서의 비전을 효정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부회장 챈솜노블 박사는 PWPA 비전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 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해서 함께 연구하고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 가정과 평화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평화단체인 UPF와 YSP와
함께 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했다.
(2017. 08. 18, 캄보디아 왕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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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1일 나이지리아 학술회의

PWPA International&PWPA-Nigeria는 2017년 7월 11일(火)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있
는 국립유공훈장회관에서 나이지리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대학교
수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마스 셀로버 회장은 효정을 통한 아카데미 비전에 대해서 설
명한 후, PWPA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교수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조셉
하빌라 골와 교수는 국가의 부패와 리더십, 도전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 세계 학자
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부패와 관련된 명확한 국가정책을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수
들은 정부의 부패와 끊임없이 싸운다고 했다. 아부자 대학의 로즈메리 우데오조르 교수
는 윤리적인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세미
나가 끝난 후 학자들이 상호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2017. 07. 11, 나이지리아 국립유공훈장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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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4일 필리핀 학술회의

PWPA
International
Activity 2017

PWPA
International&PWPA-Philippines은
2017년
8월
14일(月)
이사벨라
주립대학에서 ‘평화로 향하는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통로’라는 주제로 평화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교수와 대학행정가 및 FFWPU 지도자를 포함한 80 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필리핀의 여러 지역에서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고 젊은이들을 평화구축의 요원으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번 행사는 이사벨라 대학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했고 CARP 및 YSP과 함께 연대하여 시너지가 큰 의미 있는 행사였다.
PWPA 토마스 셀로버 세계회장은 국가의 복원에 대한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며,
참가자들은 PWPA는 문선명·한학자 총재에 의해 설립되어 세계적인 비전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학술 운동을 하는 단체임을 이해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역 및 세계의
캠퍼스,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PWPA 평화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전념하기로 약속했다.
(2017. 08. 14, 필리핀 이사벨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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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PA
International
Activity 2018

2018년 기원절 기념 PWPA 국제학술회의

PWPA International은 2018년 2월 26일(日) 선학UP대학원에서 PWPA설립자 탄
신 및 기원절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효정사회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
다. 이 자리에서 UTS의 타일러 헨드릭스 박사는 ‘천일국에서의 쇼핑’이란 제목의 논
문을 발표했다. 토마스 셀로버 세계회장은 “효정사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효정이 천일국의 핵심가치임을 강조했다.
(2018. 2. 26, 청평 선학UP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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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PWPA International 전략회의

PWPA
International
Activity 2018

PWPA International은 2018년 2월 25일(土) 청평 천원단지에 모인 천일국 지도
자들과 함께 한 해의 행사들을 기획하기 위한 국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
은 각기 자신들의 국가에서 PWP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과 기회
들을 솔직하게 토의했다. 또한 이 모임은 PWPA International의 국제 협력위원단을
결성하는 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2018. 02. 25, 청평 천원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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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PA
International
Activity 2018

2018년 한·필 국제공동심포지엄

PWPA-Philippines은 2018년 5월 9일(水)~11일(金)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해 PWPA
설립자 양위분의 비전과 업적을 공유하는 국제공동심포지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필리
핀 제4A지구 경영대학장 및 교육자 협의회 회원들과 필리핀 PWPA 회원들로 구성되었
다. 방문 첫날에는 청평 효정연에서 환영만찬으로 환영인사를 나누었고 10일 오전에는
한·필 PWPA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오후에는 HJ천원단지 및 천정궁박물관을 관람했
다. 11일에는 선문대와 DMZ를 방문했다.
선학UP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심포지엄은 진성배 효정학술원 원장의 환
영사로 시작했다. 진성배 원장은 현재의 철학적 상황과 다가오는 태평양 시대의 중요성
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추적하며, 이번 심포지엄의 학술적 논조를 제시했고, 김진춘 원장
은 ‘신 패러다임의 시대를 이끌다’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토마스 셀로버 회장은 공
생공영공의와 효정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번 한·필 국제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한 필
리핀 회원들은 심포지엄과 HJ단지 방문을 통해 충만한 신령과 진리를 통해 한껏 고무
되고 기뻐했다.
(2018. 05. 09, 청평 선학UP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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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PWPA Activity
2018

1. 2018년 성화절 기념 소장학자 및 신진학자 연찬회
가. 참석 대상
-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한 식구
- 2010년 이후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신 50세 이하
나. 일

시 : 2018년 8월 23일(木) 오후 4시

다. 장

소 : 용산역 서울 드래곤 시티(예정)

라. 기타사항은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한국 사무국(박준범 사무국장, 010-8597-2019)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성화절 기념 한·미 국제학술회의
가. 일

시: 2018년 8월 31일(金), 오전 10시~12:30분

나. 장

소: 선학UP대학원대학교 3층 국제회의실

다. 프로그램
09:30-10:00

접

수

10:00-10:30

개회식

10:40-12:30

세미나
발표1: 신태평양 문명의 도래와 한반도- 맥데빗(워싱턴 타임즈) 회장
발표2: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정착 – 김수민(선문대) 교수
논평 및 질의응답

13:30-13:30

오 찬

라. 기타사항은 PWPA International 사무국(손인철 국장, 010-9126-40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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