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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 PEACE AWARDS AND SYMPOSIUM 2018

2018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은 평화 구축에 있어 리더십을 보여준 전 -  현직 최고경영자들에게 
수여됩니다. 본 시상식은 RFBF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Business for Peace 
플랫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그리고 UNAOC 외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실시됩니다.

2018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은 동계 평창 페럴림픽 개막식 직전인
3월 7일과 8일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들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6번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시상식은 동 -  하계 장애인올림픽이 열리는 2년마다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장애인올림픽이 
전쟁과 갈등에 피해를 입은 선수들을 포함하여 역경을 극복한 인간 승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상식 개최 시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심포지엄에는 최고 경영자, 법조계 및 학계 지도자들이 직장에서의 
종교차별 금지 및 기업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 심사 기준 
본 상은 평화를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세계 기업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직장, 산업 및 지역사회에서 평화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 프로그램 또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거나 이에 공헌한 최고경영자(CEO)들이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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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분야

GLOBAL BUSINESS & PEACE AWARDS AND SYMPOSIUM 2018

01. 핵심 사업
기업의 내부절차, 인력고용, 연수, 상품/서비스개발, 정책결정, 공급망 그리고 종교 간의 
이해와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 핵심사업 운영을 통해 
초종교의 이해와 평화의 가치를 지킨 사람에게 수여함.

02.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재정적 또는 그에 준하는 기여, NGO에 대한 전략적 사회투자 지원, UN 및 다자 기관 
또는 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봉사를 통해 전문적 역량으로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함.

03. 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사회적 화합과 그룹간의 대화, 그리고 직장, 시장, 그리고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관계형성을 발전시킨 사람에게 수여함.

04. 파트너십 및 공동노력
정부, UN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총괄적으로  종교 간 이해와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량을 모으고, 지역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함.

05.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기업인상

06. 종교자유 및 비즈니스 영화상



GLOBAL
BUSINESS & PEACE AWARDS

AND SYMPOSIUM 2018

국회 환영 오찬

2018년 3월 7일(수) / 11:00am-2:00pm

환영 만찬

2018년 3월 7일(수) / 5:00pm-7:30pm

시상식 & 심포지엄

2018년 3월 8일(목) / 09:30am-4:30pm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참석

2018년 3월 9일(금)-10일(토)

주최
Religious Freedom & Business Foundation(RFBF)

주관
2018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후원 (추후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강원도, 크라운해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GCNK)

협력단체
국제와이즈맨, ㈔한국음악협회, ㈔사랑의빛,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평화

휴먼에이드 포스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평창올림픽서포터즈,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Middle East Women's Leadership Network,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

장소
국회 /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 평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석현 의원, 정병국 의원

집행위원장

김성곤 전 의원

사무총장

유경의 대표(사단법인 사랑의 빛)



국회 환영 오찬 및
세계평화상 시상식

날짜

장소
  
참석자

2018년 3월 7일(수) / 11:00am-2:00pm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기업인, 정책결정자, 학계 및 종교계 리더

Detailed Information

KOREA 2018
GLOBAL BUSINESS & PEACE AWARDS AND SYMPOSIUM

오찬 프로그램
(Speakers/VIPS still to be confirmed*)

11:00-11:04

11:04-11:10

11:10-11:15 

11:15-11:20

11:20-11:25

11:25-11:30

11:30-11:40

11:40-12:00

12:00-13:00

13:00-14:00

등록 및 입장 / 국민의례

오프닝 영상: 2018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소개 영상

환영사: 이낙연 국무총리 또는 국회부의장

축사 1: 소강석 새에덴 교회 목사

축사 2: 송월주 스님

축사 3: Y.W 주나디, UN 글로벌 컴팩트 이사,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인도네시아 대표

세계평화상 시상식: 공적 조서 발표 및 시상
- 대상: 김영진 전 장관
- 본상: 브라이언그림 이사장

수상 기념연설 ‘한국 민주화 운동과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김영진 전 장관

오찬

국회 투어 (*예방 협의 중)



Global Business & Peace
환영 만찬

날짜

장소
  
참석자

2018년 3월 7일(수) / 5:00pm-7:30pm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홍제동)
  
기업인, 정책결정자, 학계 및 종교계 리더

Detailed Information

KOREA 2018
GLOBAL BUSINESS & PEACE AWARDS AND SYMPOSIUM

만찬 프로그램
(Speakers/VIPS still to be confirmed*)

17:00-17:12

17:12-17:18

17:18-17:54

17:54-19:00

19:00-19:30

환영사 1 : 정병국 의원 / 공동조직위원장

환영사 2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환영사 3 : 김성곤 의원 / 집행위원장

환영사 4 : 유경의 사무총장

영상 상영: 어워드 소개영상

12인 어워드 수상자 각자 소개 및 인사말

만찬

답사 1: 필립 맥도나, 인도, 교황청, 핀란드, 러시아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전 
아일랜드 대사, 현 프린스턴대학교 선임연구원

답사 2: 로버트 C, 게이, 미트롬니 미국 전 대통령후보와 억만장자 존헌츠맨의 전 사업파트너, 
현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 북아시아 지역 대표

영상: Silver Medalist, Religious Freedom Business & Peace Film Prize, 마리야 다츠자다 
굿브레이크, 글로벌 풋볼 캠프를 후원하는 미국 캔자스시티 운수회사 공동대표



Global Business & Peace
시상식

시상식 프로그램
(Speakers/VIPS still to be confirmed*)

날짜

장소
  
참석자

2018년 3월 8일(목) / 09:30am-12:50pm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그랜드볼룸(홍제동)
  
기업인, 정책결정자, 학계 및 종교계 리더 (약 300여 명)

09:00-09:30

09:30-09:45

09:45-09:55

09:55-10:00

10:00-10:05

10:05-10:10

10:10-10:15 

10:15-10:20

10:20-10:25

10:25-10:40

10:40-11:40

11:40-11:50

11:50-12:00

12:00-12:50

등록

오프닝 퍼포먼스: 박방영 화백

경과보고: 김성곤 의원 / 집행위원장

환영사 1: 브라이언 그림 박사 / RFBF 이사장

환영사 2: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환영사 3: 이석현 의원 / 공동조직위원장

축사 1: 이낙연 국무총리 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TBD)

축사 2: 박원순 서울시장(TBD)

축사 3: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기조연설: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상 시상식: 평화상 소개 : 심사위원들

나세르 압둘아지즈 알 나시르 / UNAOC 대표
- 파트너쉽 및 공동 노력 부문

조나단 쉔 / 신워크미디어 대표, 제키찬(성룡) 필름 프로듀서
- 종교자유 및 비즈니스 영화상 부문

얀피겔 /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위한 유럽연합(EU)특사
- 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부문 /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부문

카를로스 위자드 마틴스 / 스포자 홀딩 대표, ‘세계경제포럼’의 주최기관인 ‘글로벌 어젠다 
의회(Global Agenda Council)’의원, 2014-16
-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기업인상

평화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및/또는 종교 및 신념 서약 캠페인 소개 및 참여 기업들의 서약식 

유경의 / 2017 국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 전시회(STS&P2017) 사무총장

대회기 전달식: 2018 서울 > 2020 동경

문화 행사 및 오찬: Artist Korea (한국음협)

Detailed Information

KOREA 2018
GLOBAL BUSINESS & PEACE SYMPOSIUM AND AWARDS



심포지엄 프로그램
(Speakers/VIPS still to be confirmed*)

Global Business & Peace
심포지엄

13:00-14:00

14:00-14:10 Coffee Break

Detailed Information

RELIGIOUS FREEDOM &
BUSINESS FOUNDATION

날짜

장소
  
참석자

2018년 3월 8일(목) / 1:00pm-4:30pm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홍제동)

기업인, 정책결정자, 학계 및 종교계 리더 (약 300여 명)

Plenary: 각 세션별로 주제에 맞게 한 명씩 발표 - 국제 기업인 2명, 국내 기업인 2명

Facilitator: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국제 기업인: 잉그리드 밴더벨트, 델(Dell Inc.)사 전 초빙 기업가, 2020년까지 십억 여성 권한강화(EBW2020: Empowering 
a Billion Women by 2020) 설립자 및 CEO / 스티브 킬렐리, 경제와평화를 위한 통합 연구소 설립자·회장

국내 기업인: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이사

- 

-

-

14:10-15: 20 Executive Roundtables: 각 각의 경영인 라운드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4-5명으로 구성된다. (a) 경험이 풍부한 진행자 
(b) 영감을 주는 경영인 (c) 정부 관료 (d)  교수 (e) 언론인.

북한: 지정학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평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가?

일부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에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한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평화의 진전에 도움을 줘왔는데, 그러한 경험들은 한국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업은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설명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1. 

Facilitator: 한국: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센터장 / 해외: 필립 맥도나, 인도·교황청·핀란드·러시아 및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전 아일랜드 대사, 현 프린스턴 대학교 선임연구원

경영인: 한국: 김기문 로만손 회장 or 김고중 전 현대아산 사장 / 해외: 네르다 보 미아, 미얀마 카렌 엔터프라이즈사(社) CEO

정부대표: 한국: 이주태 교류협력 국장(또는 신혜성 과장) / 해외: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학계: 한국: TBD / 해외: 강주석 신부, 가톨릭 동북아 평화 연구소

언론인: 한국: 김현경 MBC기자

- 

-

-

-

-

기업 윤리: 윤리적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는 해야 하는가?)

비록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데 있지만, 기업이 그 외 반드시 충족 시켜줘야 하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 결과들에서 보여주듯이, 부패는 모든 경제 발전의 주된 저해요인이다. 종교적 
믿음을 교육하는 것은 윤리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2.

Facilitator: 길정우 이투데이 미디어 대표

경영인: 한국: 박성백 문화창조놀이터ETC 대표 / 해외: 하이다르 바기르, 인도네시아 최대 무슬림 출판사-미잔 퍼블리카CEO

정부대표: 한국: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CEO / 해외: 얀피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위한 유럽연합(EU)특사

학계: 한국: 문명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언론인: 한국: 조현경 한겨례 경제사회연구소 이사

- 

- 

- 

- 

- 



네트워크: 종교간 이해와 평화를 위한 국제적 기업 연대는 구축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가?  

연구자료에 의하면 종교와 신념의 자유는 평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 상을 받는 
경영인들에 의해 보여지듯이 종교간의 이해와 평화를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준다.  
사회 화합은 갈등보다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위해 기업의 리더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Facilitator: 잉그리드 밴더벨트, 델(Dell Inc.)사 전 초빙 기업가, 2020년까지 십억 여성 권한강화(EBW2020: Empowering a 
Billion Women by 2020) 설립자·CEO

경영인: 한국: TBD / 해외: 카를로스 위자드 마르틴스, 스포자 홀딩(Sforza Holding) 대표

정부대표: 한국: TBD / 해외: Y.W 주나디, UN 글로벌 컴팩트 이사,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인도네시아 대표

학계: 한국: TBD / 해외: 폴 램버트, 조지타운경영대학 부학장

언론인: 한국: TBD / 해외: 마이클 웨이클린, BBC 종교국 전 국장, 현 캠프리지 대학 재직

- 

-

-

-

-

법적 검토 사항들: 국내 및 국제 법 규약들이 직장에서 종교간 다양성과 포용성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법과 법적 제도들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준다. 자신의 직장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법적 정책이 실행되는데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의 지원을 위한 기업 서약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 서약은 직장에서 종교의 다양성과 자유를 지원하고, 현재와 미래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1)여러분은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한 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 (2)회사는 모든 
종업원들을 존중하고 특정한 직원에게 특권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다.

4

Facilitator: 브렛 샤프, 법학과 종교를 위한 인터네셔널 센터 국장

경영인: 한국: TBD / 해외: 카이 쉬인, 사회적 기업 어둠 속의 대화 설립자·CEO

정부대표: 한국: TBD / 해외: 사미 바디방가 은티타, 콩고공화국 전총리

학계: 한국: TBD / 해외: Prof. Neville Rochow, Uiversity of Adelaide Law School

언론인: 한국: TBD

- 

- 

- 

-

-  

15:30-16:30 Conclusion (그랜드볼룸홀 전원)

각 각의 그룹은 최상의 사례들과, 추천사항들 그리고 (또는)  상기 주제들에 대한 결론을 설명한다.

15:20-15:3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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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 최준명

• 스마르토노 ‘마르토노’ 하디노토
• 스티브 킬렐리

• 쉐이카 루브나 알 카시미

파트너십 및 공동노력
• 밤방 이스마완

• 알 쥬비츠
• 문제율

• 잉그리드 밴더벨트

핵심 사업
• 헤이다르 바기르
• 네르다 보 미야
• 스티브 발레이
• 마크 보에르데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 카이 쉬인

• 스티븐 A. 하이츠
• 카를로스 위자드 마르틴스

• 레오나르도 라바이올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기업인상

종교자유 및 비즈니스 영화상
• 크리스티 아나스타스 / 데보라 폴

• 마리야 다츠자다 굿브레이크

• 나시르 압둘라지즈 알 나세르 대표
• 얀 피겔 특사

• 카트리나 랜토스 스웻 박사
• 페르 L. 삭세가르드 회장

• 김성곤 박사
• 조이스 S. 더벤스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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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요진’의 사회 및 교육 사업: 요진건설산업의 교육 및 사회복지 사업은 미래를 위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신념으로 전인적 인간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준명 요진건설산업 창립회장은 직원들이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믿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어느 
기업보다 종교간 이해와 평화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으며, 현재는 종교간 평화를 핵심으로 하는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후원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 창립회장 / 요진건설산업

• 대표 / 학교법인 휘경학원,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

• 대한민국

후보소개

최준명 회장은 1933년 한국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으로 1960년에 한양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 중이던 1957년에 
건설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 요진건설산업을 창립한 최 회장은 2004년에 고아들을 후원하는 사회복지사업 창필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마음공부’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약력

최 준 명
Joon Myung Choi

[종교평화 특별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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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에 설립된 사회기관인 PMS의 주요 활동은 다문화간 소통 및 존중을 포함한 공동체의 니즈에 따라 필요한 사회활동입니다. 
현재, 종교간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스포츠 및 청년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건설자재회사인 칸디(CANDI)의 오너인 스마르토노 ‘마르토노’ 하디노토는 인도네시아의 민족종교 폭동에서 벗어나, 그러한 
종교적·인종적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결집하는 연례 솔로 임레크 페스티벌(Solo Imlek Festival)과 같은 인도주의 
및 사회경제 이니셔티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소개

“중국인, 자바인, 바타크 족으로 태어나거나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며 돕는 의미에서, 인종에 상관없이 미덕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다”고 스마르토노 하디노토는 말합니다. “나는 바쁘지만, 흐름에 따른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재미있다. 항상 기쁘게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근무했던 기관들에서, 마르토노는 주로 홍수, 화산폭발, 지진 희생자 
지원, 인도네시아적십자(PMI)의 혈액부족 극복, 빈곤가정 식량원조 및 학비보조 등 구호활동에 참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스마르토노 하디노토는 1956년에 중부 자바의 솔로에서 중국인 출신의 코에 
리옹 하우(Khoe Liong Hauw)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방과 후에 어머니를 도와 밀납 염색 직물을 팔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알루미늄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크게 성공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각화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1998년에 솔로에서 대규모 반 중국인 폭동이 발생하여, 그의 집과 회사가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러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특히 비상사태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비상사태의 남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현재는 수라카르타 사회연합(Surakarta Society Association), 라이온스 
클럽(Lions Club)과 많은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1999년 인도네시아 정치개혁 이후에는 도시 내 인종간 및 
종교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솔로에서 연례 중국신년페스티벌(Chinese New Year’s festival)을 주도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도시의 주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 덕분에, 그는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토크쇼인 Kick Andy
를 포함하여 여러 신문, 잡지 및 TV쇼에 출연했습니다.

약력

스마르토노 ‘마르토노’ 하디노토
SUMARTONO ‘MARTONO’ HADINOTO

• 오너(Owner) / 칸디(CANDI)
  (CV. Cipta Adikarya Nusantara Dipta)

• 회장 / 수라카르타 사회연합
  Surakarta Society Association
  (PMS: Perkumpulan Masyarakat Surakarta)

• 인도네시아

최종 후보

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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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소개: 경제평화연구소는 평화를 분석하고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수량화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세계의 주요 싱크탱크입니다. 글로벌 및 국가 지표 개발, 폭력의 경제적 비용 계산, 국가 차원의 위험 분석과 긍정적인 
평화 이해를 통해 이러한 일을 수행합니다. 연구는 정부, 학계 기관, 싱크탱크, 비정부기구와 OECD, 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및 국제연합(UN)과 같은 정부간 기관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최근 이 연구소는「글로벌 싱크탱크(Global Go 
To Think Tank Index)」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15위 안에 랭크되었습니다. 기업가이자 자선가인 스티브 킬렐리가 
2007년에 설립한 경제평화연구소는 안보, 국방, 테러, 개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킬렐리가 이끄는 경제평화연구소는 세계가 평화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스티브 킬렐리는 평화가 긍정적이고, 분명히 실제하고 있으며,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데이터는 종교가 
갈등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오해를 없앱니다. 그는 또한 종교간 이해 및 평화를 증진하는 많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후보소개

스티브 킬렐리는 첨단기술사업 발전 분야의 뛰어난 기업가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평화에 중점을 두는 자선활동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국제 소프트웨어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한 이후, 스티브 킬렐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재산을 평화에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에는 호주 최대의 민간 해외원조단체 중 하나인 채리터블 파운데이션(The Charitable Foundation, TCF)을 
설립했습니다. TCF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2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07년, 스티브 킬렐리는 평화를 분석하고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수량화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국제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EP)를 
설립했습니다. IEP의 획기적인 연구에는 평화로움을 측정하는 세계의 주요 기준인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가 있습니다. 
킬렐리의 IEP 설립은 호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50대 자선가 중 하나로 인정 받았습니다. 킬렐리는 현재 평화를 위한 
종교(Religions for Peace)의 이사회 회원이자 이사입니다. 2010년에는 세계평화운동과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 제공의 
공로를 인정받아 호주국가훈장 멤버(Member of the Order of Australia)를 받았습니다. 그는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두 번이나 
지명되었습니다.

약력

• 회장 및 설립자, 전 CEO / 통합 연구
  (Integrated Research)

• 회장 및 설립자 / 경제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 호주

스티브 킬렐리
STEVE KILLELEA

최종 후보

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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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드 대학(Zayed University) 소개: 자이드 대학은 국가와 지역의 교육혁신 리더입니다. 1998년에 설립되어 국가 
설립자(Founder of the Nation)인 쉐이카 자이드 빈 술탄 알 나(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주요 기관은 총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현재, 자이드 대학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두 곳의 현대식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및 세계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인 쉐이카 루브나는 정부가 채택한 UAE 관용서약(UAE Pledge of Religious Tolerance) 배후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쉐이카 루브나는 지역 무슬림,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집단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프란시스 교황과 
같은 종교인사들과 협력하여, UAE가 종교간 활동의 세계적 리더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쉐이카 루브나 알 카시미
SHEIKHA LUBNA AL QASSIMI

• 전 CEO / 테자리(Tejari)

• 총장 / 자이드 대학(Zayed University)

• 아랍에미리트연방

후보소개

쉐이카 루브나 알 카시미는 자이드 대학 총장이자 테자리의 전 CEO입니다. 또한,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의 부의장이며, 풍부한 
세계적 지식 및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쉐이카 루브나는 이전에 아랍에미리트(UAE) 내각의 관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료 
직책을 맡으면서, 그녀는 UAE 공동체 및 전세계가 관용의 원칙을 근본적인 가치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UAE에서 여성 
최초로 장관직을 맡아, 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부 장관과 국제협력개발부 장관도 차례로 역임했습니다. 쉐이카 
루브나는 또한 자이드 대학 총장, UAE 청소년개발재단(Emirates Foundation for Youth Development) 이사회 회원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쉐이카 루브나 알 카시미는 미국 치코 캘리포니아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Chico)의 
컴퓨터과학 학사학위와 샤르자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 UAE)의 경영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명예 과학박사학위, 엑서터 대학(University of Exeter / 영국)의 명예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한민국)의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이루트의 레바논 아메리칸 대학(Lebanese American University / 
Lebanon)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약력

최종 후보

평화유지 및 공공정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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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후보

비나 스와다야 소개: 비나 스와다야는 40년 이상 동안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 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시민주도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는 농촌 농민의 교육, 정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비나 스와다야는 
농촌잡지 트루부스(Trubus)를 발간 및 배포하는 출판사를 포함하여, 농촌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수익창출 회사들을 운영합니다. 
현재, 트루부스는 매달 7만부가 인쇄되는 주요 잡지이며,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나 스와다야는 10,000명 이상의 
공동체 리더들을 교육했고, 350만명의 사람에게 봉사하는 12,000개 이상의 농민자립단체의 설립을 이끌었으며, 1350만 회원을 
가진 650,000개의 소액금융기관을 출범시켰습니다. 비나 스와다야는 조직 운영 자금의 거의 95%를 조달하는 농산물 가게 
프랜차이즈 운영을 포함한 16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방 이스마완은 17개 회사 및 교육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약 백만 가정의 자립을 돕는 비나 스와다야를 설립하여 이끌었습니다. 
신앙을 초월하여 일하면서, 밤방 이스마완은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빈곤퇴치, 종교간 이해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사람과 조직의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파트너십 및 공동노력

후보소개

밤방 이스마완은 비나 스와다야 재단이라는 NGO하에 17개 회사를 보유한 사회적 기업이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비나 스와다야의 
설립자입니다. 빈곤계층 권익신장에 대한 그의 깊은 의지는 대학시절 이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연대와 협력으로 
통합하고, 사회, 문화, 인종이나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저축 및 통합 소액금융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수단인 다양한 사회경제적 권익신장을 주도합니다. 1967년에 카톨릭 활동가들이 설립한 이 재단은 현재 다문화 기관이 
되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는 소규모에서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NGO로 성장했으며, 사회적으로 창안된 기업들이 200 루피의 
매출을 창출하고, 900명의 직원이 인도네시아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훈련센터는 많은 공동체 조력자들을 
교육했고, 농업잡지는 1969년 소소하게 시작하여 현재는 농업, 문화 등에 관한 많은 책을 출판하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게는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밤방 이스마완은 시너지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영향을 만들고 
직업, 문화, 신앙 등의 다양성을 활용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NGO, 대학, 기업부문, 활동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수립했습니다.

약력

밤방 이스마완
BAMBANG ISMAWAN

• 전 CEO, 이사회 의장 / 
  비나 스와다야 재단(Bina Swadaya Foundation)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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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액션 그룹(Rotarian Action Group For Peace) 소개: 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회원들에게 평화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세계 평화 및 이해를 증진하는 지식, 아이디어, 네트워크와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을 
공급합니다. 로타리(Rotary)는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완벽한 수단입니다. 활동 및 관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합하는 
비종교 단체 중에서 로타리 규모의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액션 그룹은 공식 입회를 통해 우리의 공동 
평화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 가이드 및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에게 권한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알 쥬비츠는 71개국에 회원을 보유한 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액션 그룹을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는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액션 
그룹은 국제 로타리(Rotary International)와 함께 사회, 인종, 문화 및 종교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평화 프로젝트를 개발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는 평화구축 미션을 위해 1억42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달했습니다.

후보소개

오리건 주 출신인 알 쥬비츠는 1966년에 예일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1968년에 오리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알 쥬비츠는 34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에 가족 사업(Jubitz Corporation)에서 은퇴했습니다. 또한, 2개의 민간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으며, 평화구축, 환경보호 및 유아교육을 장려하는 기관에 자금을 조달하는 쥬비츠 가족 재단(Jubitz 
Family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2010년에는 아내 낸시와 함께 유나이티드 웨이 USA(United Way USA)의 토크빌 
사회상(Tocqueville Society Award)을 수상하여 지속적인 헌신과 지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오리건의 미국리더십포럼, 클래스 
20(American Leadership Forum of Oregon, Class 20)의 선임연구원이며, 예일대학교 산림환경연구대학원, 포틀랜드 
어린이박물관과 환경보호기금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 of Environmental Defense Fund)에서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모리슨 아동가족 서비스(Morrison Child and Family Services)와 아웃워드 바운드 야생학교(Outward Bound 
Wilderness School)의 명예 이사입니다. 알 쥬비츠와 아내 낸시는 49년 전에 결혼하여, 세 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알 쥬비츠는 
로타리가 세계를 비폭력 분쟁해결의 방향으로 이끌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약력

• 설립자, 전 대표 / DAT 서비스 (DAT Services)

• 공동 설립자, 명예회장 / 
  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액션 그룹
  (Rotarian Action Group For Peace)

• 미국

알 쥬비츠
AL JUBITZ

최종 후보

파트너십 및 공동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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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인라이츠(Love in Lights) 소개: 러브인라이츠는 전세계 전기가 부족한 마을 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정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창출 프로젝트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혜자들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러브인라이츠의 프로젝트는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의 일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율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업서약(Corporate Pledge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에 서명하였으며, 30명의 
한국 CEO들이 이 서약에 가입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필리핀, 콜롬비아, 케냐, 몽골 및 인도네시아의 
빈곤 지역에 태양광 랜턴을 제공하는 NGO인 러브인라이츠의 이사장이자 적극적인 지원자입니다.

후보소개

문제율 이사장은 1956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79년에 조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2년에 
군복무에서 만기제대 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보현종합건설에서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암인터내셔널의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러브인라이츠(NGO)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 
이사장은 “원한 없이 함께 살자”는 원칙을 가진 대순진리회 종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984년, 문제율 이사장은 종단대순진리회(한국의 새로운 종교운동) 여주본부에 합류했습니다. 1989년 8월에는 종단대순진리회 
여주본부에서 강연자로 일했습니다. 19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종단대순진리회의 수석 이사를 맡고 있으며, 1999년 3월부터 2003
년 4월까지는 대순진리회재단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그는 종단대순진리회 심사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약력

• CEO / 운암인터내셔널

• 이사장 / 러브인라이츠 (Love in Lights)

• 대한민국

최종 후보

파트너십 및 공동노력

문 제 율
JEYUL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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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W2020 소개: EBW 2020은 교육시스템, 재무계획을 제공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기업가를 자금조달 자원과 연결합니다. 
EBW2020는 2020년까지 10억명의 여성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델(Dell) 사의 전 초빙 기업가인 잉그리드 밴더벨트는 2020년까지 모든 신앙의 여성 10억명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제공하고 성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하는 여성과 이 미션의 관계가 지속 
가능하고, 세계의 여성 리더들이 통합, 사랑 및 평화를 추구하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후보소개

잉그리드 밴더벨트는 EBW2020의 회장이자 CEO입니다. 이전에는 델 사의 첫 번째 초빙 기업가(EIR)로, 3년 임기 동안 2억5000만 
달러 사업부문 구축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기업가 이니셔티브를 감독하고 1억2500만 달러의 델 혁신가 신용펀드(Dell Innovators 
Credit Fund), 델 설립자클럽(Dell Founders Club), 델 기업가 센터(Dell Center for Entrepreneurs)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잉그리드 밴더벨트는 NBC, CNBC, FOX, ABC,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포브스(Forbes), 
블룸버그(Bloomberg), CNN Money, 포춘(Fortune Magazine),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 Inc Magazine)와 안트러프러너 
매거진(Entrepreneur Magazine)등의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오프라 선정 수퍼소울 글로벌 리더 100인으로 
지명되었습니다. 패스트 컴퍼니에서는 수퍼 커넥터(Super Connector) 1위로 선정되었고, 포브스와 노스웨스턴 뮤추얼 
글로벌(Northwestern Mutual Global)의 “우수 기업가상(Entrepreneur in Excellence Award)”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이어스트롱 재단(Hear Strong Foundation)의 100번째 챔피언 셀레브레이션(Champion Celebration)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잉그리드 밴더벨트는 또한 CNBC의 황금 시간대에 전 세계 백만명이 시청한 첫 번째 오리지널 시리즈 “아메리칸 메이드(American 
Made)”를 제작하여 사회를 맡았고, 커런트 모터(Current Motor)의 스프링보드 엔터프라이즈(Springboard Enterprises) 
자문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델 여성 기업가네트워크(Dell Women’s Entrepreneur Network, DWEN)의 회원입니다. 일그리드 
밴더벨트는 워싱턴에서 소기업의 규제장애물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구상했습니다. 잉그리드 밴더벨트는 사바나 예술대학(Savannah 
College of Art & Design)의 건축학 석사학위와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의 기업가정신 MB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력

잉그리드 밴더벨트
INGRID VANDERVELDT

• 전 초빙 기업가 / 델 (Dell Inc.)

• 설립자 및 CEO / 
  2020년까지 십억 여성 권한강화
  (EBW2020: Empowering a Billion Women by 2020)

• 미국

최종 후보

파트너십 및 공동노력



최종 후보

미잔 그룹 소개: 미잔 그룹은 소설과 어린이 도서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도서 약 20,000 권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미잔은 처음에 주로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중도 및 진보적 이슬람 사상을 형성하는 역할로 알려졌습니다. 미잔은 여러 
학파의 이슬람 사상가들과 다른 종교의 학자들이 저술한 책을 출간하여, 종교간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미잔 그룹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업서약(Corporate Pledge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에 서명했습니다.

헤이다르 바기르는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컴패션 헌장(Charter for Compassion International)을 지지하고, 구세군과 유사한 자선 
단체인 야스민 재단(Yasmin Foundation)에 자금을 조달하고, 평화교육에 조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급진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중도 무슬림에게 자극을 주고 동원하는 이슬람운동(Compassionate Islam Movement)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종교간 이해 및 평화에 기여합니다.

핵심 사업

후보소개

헤이다르 바기르는 1957년 2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반둥공과대학(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산업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하버드대학교 중동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블루밍턴 
인디애나대학교 역사철학과에서 1년 연구). 1982년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출판그룹으로 성장하는 미잔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았습니다. 미잔은 특히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이슬람 부문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종교간 및 종교 내 대화를 
추구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작 부문에서 국내 및 세계 무대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헤이다르 바기르는 
2005년에 초빙 인문학교수로 필라델피아 템플과학대학에서 이슬람을 가르쳤으며, 자카르타의 이슬람 고등학술연구 대학(Islamic 
College for Advanced Studies)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라주아르디 하야티 재단(Lazuardi Hayati Foundation, 인도네시아 일부 
도시의 유치원 전(pre-K)부터 유치원에서 12학년(K-12)까지 학교들의 네트워크의 상부기관)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야스민(자카르타의 공동체 교육 및 건강을 위한 자선활동 재단)과 긍정적인 수피교 발전을 위한 이만 센터(IIMaN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Positive Sufism)의 회장입니다. 또한, 조지타운대학교 무슬림-크리스찬 이해를 위한 프린스 알왈리드 빈 탈랄 
센터(Prince Alwaleed Bin Talal Center for Muslim-Christian Understanding at Georgetown University)와 요르단의 암만 
왕립 이슬람전략연구소(Royal Islamic Strategic Studies Center in Amman)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슬림 500인 
안에 8년 연속(2009년부터 2017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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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다르 바기르
HAIDAR BAGIR

• 대표이사 / 미잔 그룹 (Mizan Group)

• 인도네시아



카렌 엔터프라이즈 소개: 동부 미얀마(버마)의 카렌족 영토인 꼬툴레(Kawthoolei)는 비즈니스를 환영합니다. 꼬툴레는 광업, 농업 및 
관광업에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성장하고 있는 태국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명한 투자가 짐 로저(Jim Roger)는 “미얀마에 투자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20, 30, 30년 동안 매우 부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카렌 엔터프라이즈는 이 풍요로운 미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카렌 엔터프라이즈의 사장이자 설립자인 네르다 보 미야는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정신과 사업을 통해 평화를 
안정시키는 포괄적인 사업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르다 보 미야는 평화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둥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의 평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보소개

카렌 엔터프라이즈의 사장이자 설립자인 네르다 보 미야는 1976년부터 2000년까지 비정부 무력집단 카렌국민연합(KNU)의 
대통령이었던 보 마야 장군의 아들입니다. KNU는 미얀마 중앙 군부(타트마아두)에 대항한 버마/미얀마 독립 이래로 카렌 족의 민족 
자결권과 “자유,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의 삶을 이룩하기 위한 아시아 최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6년 동안 자유 교양학 공부)에서 교육을 받은 네르다 보 마야는 미국에서의 미래를 뒤로 하고 곧 태국-버마 국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묘사한 1994년의 카렌 저항군이 크리스찬(KNU)과 불교(DKBA) 무장 분파로 
분리된 사태를 목도했기 때문에, 대학을 갓 졸업한 후의 이 짧은 방문은 그의 평생 미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르다 보 마야는 대대 
지휘관으로 타트마아두와 맞서 전선에서 싸우는 동시에, KNU의 외교문제를 구축하고 평화지원을 중개하는 이중의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네르다 보 마야는 외교관 및 정치인들, 심지어 노르웨이 왕실과 독일 정부와 만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카렌족의 투쟁에 
관한 세계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카렌 국방기구(Karen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의 소장이자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KNU와 타트마아두와 획기적인 양자적 휴전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평화가 달성될 수 있었고, 이는 
2015년 10월에 미얀마의 이른바 “전국적 휴전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네르다 보 
마야는 카렌족 분파인 KNU, DKBA와 KNU/KNLA 평화위원회 간 종교간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렌국의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솔루션을 지지했습니다. 카렌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여, 네르다 보 마야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사업을 통해 
카렌국에서 발전된 평화경제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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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르다 보 미야
NERDAH BO MYA

• 대표, 설립자 / 카렌 엔터프라이즈
  (Karen Enterprises Pte. Ltd.)

• 미얀마(버마)

최종 후보

핵심 사업



어니스트앤영(EY) 소개: EY는 비즈니스의 신뢰 및 확신 증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든 형태의 재능개발과 협력 증진을 통해 보다 나은 
업무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업무세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이자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조직을 통한 운영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양질의 품질 및 우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일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적 영향력과 규모를 사용하여 경제 및 자본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관한 대화를 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 세상에 더 나아 집니다.

CEO 스티브 발레이의 지도에 따라, EY(영국)는 최초의 온라인 프로그램인 「Religious Literacy for Organizations」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용을 존중으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며, 전세계 기업들이 종교간 이해 및 평화를 증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Y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이버시티 지(DiversityInc)의 2017년 다양성 및 포괄성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후보소개

스티브 발레이는 15,000명의 직원과 24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의 사업을 책임지는 EY의 영국 회장입니다. 스티브 발레이는 
전문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국 정부의 기업 대사(Business Ambassador)이자 재무부의 전문서비스위원회(HM Treasury’s 
Professional Services Council) 회원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데이비드 캐머론 전 총리의 비즈니스자문단 
(Business Advisory Group)의 일원이었습니다. 또한, 대영박물관 관장 자문단의 일원이며, 사회사업신탁(the Social Business 
Trust)과 산하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창립 멤버입니다. 영국상공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the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the British Chambers of Commerce)와 국제상공위원회 이사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Governing body)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러프버러 대학교 이사회 이사이자 다양성 및 포괄성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주장하고 있는 
30% 클럽의 회원이기도 한 그는 다양한 인력이 사업성공을 위한 상업적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발레이는 뛰어난 전문 
네트워크로부터 직장 안과 밖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파이낸셜 타임즈의 「2016 
Ally Executives」 목록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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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발레이
STEVE VARLEY

• 영국 회장 / 어니스트앤영 (Ernest and Young)

• 영국

최종 후보

핵심 사업



하바스 렘즈(Havas Lemz) 소개: 하바스 렘즈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창의력을 활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브랜드와 사업 구축을 통해 
사업을 개선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사랑합니다.

하바스 렘즈 & 레츠힐(Havas Lemz & Letsheal)의 마크 보에르데와 그의 팀은 광고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올해 프란시스 교황부터 달라이 라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넘어 친구 
사귀기”를 공동으로 호소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종교간 이해 및 평화를 추진했습니다.

후보소개

마크 보에르데는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는 광고회사 하바스 렘즈와 비영리기구 레츠힐(Letsheal.org)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애드에이지(AdAge)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2011년에 그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증진하는 브랜드를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포괄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그때부터 친사회적 광고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는 베스트셀러 도서 “광고가 세계와 당신의 사업을 치유하는 방법(How Advertising Will Heal The World and Your 
Business)”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어떻게 창의력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급진적인 예를 
제시하겠다는 그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마크 보에르데는 그의 팀과 테레 드 옴므(Terre des Hommes)와 함께 웹캠 아동 성 
관광(Webcam Child Sex Tourism)을 가상의 소녀 스위티(Sweetie)를 통해 전세계 정치인 및 경찰의 아젠다에 포함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2017년 6월에 출범한 종교를 넘어 친구 사귀기(Make Friends Across Religions)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최소 2
억명의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마크 보에르데는 주목 받지 않는 곳에서 이케아와 라보뱅크와 같은 눈에 띄는 브랜드를 위해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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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보에르데
MARK WOERDE

• 설립자 / 하바스 렘즈 & 레츠힐
  (Havas Lemz & Letsheal)

• 네덜란드

최종 후보

핵심 사업



최종 후보

어둠 속의 대화(Dialogue in the Dark) 소개: 어둠 속의 대화(중국)는 상하이에서 청두, 베이징, 선전과 난징까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공인된 7개 회사 중 하나이며, 중국 본토의 소외된 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흥미 진진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27년간의 
강력한 역사와 25개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사업 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통해 티벳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카이 쉬인은 중국에 어둠 속의 대화를 설립했습니다. 보스톤 마라톤을 
완주한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그녀는 시각/청각장애인들과 다른 소외그룹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취약계층에게 일 다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후보소개

GE 인프라 아시아(GE Infrastructure Asia)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지멘스(Siemens), 뉴욕, 아틀랜타, 영국, 멕시코 
싱가포르와 중국의 AIG와 롤랜드 버거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카이 쉬인은 TEDx, 장크트갈렌 심포지엄(St. Gallen Symposium), 
함부르크 정상회의(Hamburg Summit)의 연사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 BMW 재단 영글로벌리더(Foundation Young Glob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카이 쉬인은 “빅벤 어워드 - 독일의 젊은 중국인 10인(Big Ben Award - Top Ten Young Chinese in 
Germany)”을 수상했고, 도빌 여성포럼의 “2011년 라이징 탤런트(Rising Talents)”로 선정되었습니다. 임명직 크리스찬 일터 
선교사이자 활발한 마라톤 주자인 카이 쉬인은 뉴욕주립대학(SUNY)에서 전액장학생으로 MBA를 취득했으며, 런던대학에서 
중국미술을, 리젠트 대학에서 기독교학을, HBS에서 프레지던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티벳에 시각장애인 학교를 설립한 사브리예 
텐베르켄(Sabriye Tenberken)과의 만남 이후에 영감을 받은 카이 쉬인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카이 쉬인은 아틀랜타 
전시회를 경험한 후에 어둠 속의 대화 컨셉에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되어 2010년에는 사회적 기업 어둠 속의 대화의 COO직을 
맡았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글로벌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운영한 이후 카이 쉬인은 중국으로 돌아와서 소외계층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는 중국 “어둠 속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설립했으며, 이 기관은 이후 상하이, 베이징, 청두와 
선전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60명의 시각/청각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80개 이상 회사의 7만 명의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대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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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쉬인
CAI SHIYIN

• 설립자, CEO / 
  사회적 기업 어둠 속의 대화
  (Dialogue in the Dark (China) Social Enterprise)

• 중국



런칭 리더스(Launching Leaders) 소개: 런칭 리더스는 입증된 신조 및 영성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밀레니엄 세대들이 
성취감을 찾도록 돕는 등록 비영리 단체입니다. 런칭 리더스는 종교간 자문위원회 및 밀레니엄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종교를 초월한 버전의 기본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스티븐 하이츠는 밀레니엄 세대들을 위한 자기개발 및 리더십 경험의 런칭 리더스 과정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런칭 리더스 
월드와이드(Launching Leaders Worldwide Inc.)를 통해, 종교간 활동 및 평화를 추진합니다. 유럽에서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확장된 이 과정은 대화를 넘어 종교간 활동으로 나아가며,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참가자들이 종교를 초월한 봉사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시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후보소개

스티븐 A. 하이츠는 신앙기반 및 종교간 활동, 학습, 협력 및 이해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기관 런칭 리더스 월드와이드의 창립 
멤버입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상업보험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US 리포트(현 Afirm)의 설립자이자 전 CEO입니다. 그는 
2016년에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했습니다. 하이츠가 은퇴할 당시 회사에는 1,20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하도록 돕는 책인 “Leadership by LIGHT: Principles That Empower(빛을 통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원칙)”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런칭 리더스 과정의 주요 고안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저서와 런칭 리더스 과정을 위해 밀레니엄 세대(19세에서 
34세) 10,000명 이상을 고용했습니다. 스티븐 하이츠는 마음 속으로는 기업가입니다. 금융부터 농업/축산과 프랜차이즈 운영까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는 빛을 통한 리더십의 원칙이 전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저 L. 하이츠(Ginger L. Hitz)와 결혼하여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에게서 10명 이상의 손주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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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전 CEO / US 리포트 (US-Reports)

• 설립자 / 런칭 리더스 월드와이드
  (Launching Leaders Worldwide Inc.)

• 미국

스티븐 A. 하이츠
STEVEN A. HITZ

최종 후보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스포르차 홀딩 소개: 스포르차의 비전: 전문적 우수성과 최고의 윤리기준을 고수하는 환경 내에서 투자자에게 놀라운 수익을 창출하고 
파트너와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남미의 선도적인 가족소유 사모펀드 회사.

칼를로스 위자드 마르틴스는 직원들이 신앙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일에 가져오도록 장려합니다. 세계적으로 마르틴스는 2014
년-16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아젠다위원회(World Economic Forum’s Global Agenda Council on Faith) 회원으로서 종교적 
자유를 강력하게 찬성하고, 국내적으로는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인 브라질의 2015년 종교자유페스티벌(Religious Freedom 
Festival)에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후보소개

그는 브라질인들에게 제2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영어 교수였습니다. 그의 회사 그루포 멀티(Grupo Multi)는 브라질의 
시장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그는 현금 7억 1960만 달러에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2013년에는 포브스의 가장 부유한 
브라질인 순위에 들었습니다. 그는 LDS 교회의 일원이며, 가족은 그가 13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카를로스 위자드 
마르틴스는 LDS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포르투갈에서 모르몬교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임기가 끝난 후 
브라질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질에 돌아온 후 바니아 피멘텔(Vánia Pimentel)과 결혼하여 함께 미국으로 가 컴퓨터과학과 통계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브리검영 대학교(BYU)의 LDS 교회 선교사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졸업 후에는 다시 브라질로 돌아와 
제지회사 임원으로서 동료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수입을 충당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영어교사 일에만 
100% 전념했습니다. 그의 쌍둥이 아들들은 선교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멀티 그룹(Multi Group)을 창립했습니다. 그 회사는 브라질을 
밖으로 확장되어, 미국, 중국과 몇몇 세계의 다른 도시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르틴스는 브라질의 선물카드 회사, 부동산 회사, 
건강 및 자연식품 소매 체인, 타코벨 프랜차이즈, 영어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르틴스는 Vencendo a Propria Crise (개인적 
위기 극복하기)와 Desperete o Milionário que há em Você (당신 안의 백만장자 깨우기), 자서전 Carlos Martins: Dreams Have 
No Limits(카를로스 마르틴스: 꿈에는 한계가 없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약력

KOREA 2018
GLOBAL BUSINESS & PEACE AWARDS

카를로스 위자드 마르틴스
CARLOS WIZARD MARTINS

• 대표 / 스포르차 홀딩 (Sforza Holding)

• 브라질

최종 후보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기자메스티에리 소개: 기자메스티에리는 기술, 설계, 문화와 지속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의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장식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기자메스티에리의 목표는 간단하지만 매우 원대합니다.

조명회사 기자메스티에리의 CEO인 레오나르도 라바이올리는 이탈리아 로타리 클럽과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내전 이후 
시에라리온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수자원, 식량, 교육과 조명(태양광 사용)을 제공했습니다. 회사가 2017년에 
이탈리아의 첫 번째 연례 종교간 축제를 후원하면서 그의 종교를 초월한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소개

레오나르도 라바이올리는 1951년 9월 15일에 소르바노(Sorbano)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에 체제나 고등학교 상업기술연구소 “
레나토 세라(Renato Serra)”를 졸업했습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는 “까사 디 리스파르미오 디 체세나(Cassa di Risparmio 
di Cesena)”에서 일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3년까지는 포를리의 여러 회사에서 판매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했던 
회사는 “그루포 바르톨레띠 스파(Gruppo Bartoletti Spa)” 산하의 “폰데리에 디 포를리 스파(Fonderie di Forlì Spa)”입니다. 1993
년에는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베르티노로에서 기자메스티에리 Srl 설립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도시형 
조명 및 가구를 위한 기둥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01년 이후, 현재는 베르티노로에 43명의 직원, 스페치아에 8명의 직원과 
아체라에 10명의 직원이 있는 세 개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그 회사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포를리 트레 발리 로타리 
클럽(Forlì Tre Valli Rotary Club)”의 창립 파트너가 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006년 이후 그는 
닝보(중국)에 본사를 둔 중국 제조회사이지만 완전히 이탈리아의 소유(51,5% 기자메스티에리 Srl와 48,5% 시메스트 스파)인 
기자메스티에리 아이런 크래프트(Ghisamestieri Iron Craft)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자메스티에리의 유일한 이사가 되었습니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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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라바이올리
LEARDO RAVAIOLI

• CEO / 기자메스티에리
  (Ghisamestieri | The green way of light s.r.l.)

• 이탈리아

최종 후보

사회적 투자 & 사회공헌



심사위원

2013년 3월 1일, 나시르 압둘라지즈 알 나세르는 UNAOC대표직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2011년 9월 13일부터 2012년 9월 17
일까지 66차 UN총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노련한 외교관인 알 나세르는 카타르 국왕에 의해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40년의 경력에 거쳐 평화 및 안보, 
지속가능발전과 남남협력의 영역에서 다자간 아젠다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1988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알 나세르는 주UN대표부 카타르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총회의 특별정치 및 
탈식민지 문제 (4차) 위원회(2009년부터 2010년)의 위원장과 총회의 남남협력 고위급위원회의 회장(2007년부터 2009년)을 
지냈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다음 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그룹의 2차 남반구정상회의(Second South Summit)를 
위한 길을 열어 빈곤, 기아 및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반구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메커니즘인 개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남반구펀드(South Fund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ffairs)로 이어진 활동을 이끄는 뉴욕의 
UN 77그룹과 중국(Group of 77 and China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의 회장직(2004년)을 맡았습니다. 

알 나세르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년 임기(2006년부터 2007년) 동안 비상임 회원으로 카타르를 대표했습니다. 그는 안보리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협력과 무력 분쟁에서 기자 보호 등 다양하고 복잡한 평화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실시했던 2006년 
12월의 안보리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또한, 안보리의 3개 부속기구를 관장했습니다. 

UN 대사 임기 동안, 알 나세르는 57차 UN 총회의 부의장직(2002년부터 2003년)을 수행했으며, 다양한 국제 및 지역 회의 및 기타 
포럼에서 카타르를 대표했습니다. 동시에,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등 많은 미주 국가들의 비상임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알 나세르는 요르단 주재 카타르 대사로 임명되었으며(1933년부터 1998년), 그 전에는 전권대사인 뉴욕 UN 대표부의 첫 번째 
카타르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1986년부터 1993년). 

알 나세르는 어린 나이에 국제무대에 뛰어들어, 1972년에 레바논 베이루트의 카타르 대사관 수행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75
년에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카타르 대사관에 배속되었으며, 같은 해 말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로 파견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1981년 8월까지 카타르 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많은 훈장 및 상을 수여한 알 나세르는 2009년에 뉴욕 외교정책협회(Foreign Policy Association)의 명예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UNAOC 이니셔티브의 과업을 비교문화적으로 이해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충칭 대학교를 통해 중국 정부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동양학연구소에서 3개의 명예 국제정세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포담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인도 뉴델리의 TERI
대학과 연구소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의 UN협회(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York)의 
2012년 인도주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요르단 하시미테 왕국의 정부독립메달(Medal of Independence of the Government), 
이탈리아 정부명예 공로훈장(Grand Officer, Order of Merit), 키프로스 마카리오스 III세 훈장 그랜드 커멘더 메달(Medal of Grand 
Commander), 엘살바도르 닥터 호세 마티아스 델가도(Doctor José Matias Delgado) 국가훈장,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국가훈장 등 
많은 국가의 국가상을 수여했습니다.

알 나세르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뉴욕대학교 대화센터(Center for Dialogues)의 자문위원회 등 많은 기관의 이사회에 재직했습니다. 
도하와 베이루트에서 공부한 그는 아랍어와 영어에 능통합니다. 알 나세르는 1953년 9월 15일에 도하에서 태어났으며, 무나 
리하니(Muna Rihani)와 결혼하여 아들 압둘라지즈(Abdulaziz)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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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르 압둘라지즈 알 나세르
H.E. Nassir Abdulaziz Al-Nasser

• 대표 / UNAOC
  (United Nations Alliance of Civilizations)

• 국적: 카타르



심사위원

2016년 3월 5일에, 장 피겔은 EU 밖 종교 또는 신앙 자유 증진을 위한 EU의 첫 번째 특별특사가 되었습니다. 전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이었던 얀 피겔은 초기 1년 임기의 이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1년 임기는 갱신 가능합니다. 

얀 피겔(2004년부터 2009년까지 EU 교육, 훈련, 문화 및 청소년 위원회의 전 위원)을 EU 밖 종교 또는 신앙 자유 증진을 위한 첫 
번째 특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는 EU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종교 및 소수민족의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EU 안팎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나는 우리 특사 얀 피겔이 이러한 노력을 도와, 우리의 중점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이 중요한 문제가 마땅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과의 EU 대화 및 지원 프로그램 맥락에서 EU 밖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및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겔 특사는 
국제협력 및 개발 위원회 위원인 네븐 미미카(Neven Mimica)의 특별고문 역할을 합니다.

피겔은 유럽 및 국제 정사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EU 교육, 훈련, 문화 및 청소년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제1 부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임무의 일환으로, 피겔은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제1 부의장이 이끄는 집행위원회, 교회, 종교연합이나 공동체들 간 진행중인 대화의 
맥락에서 보고서를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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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피겔
H.E. Ján Figeľ

• EU 밖 종교 또는 신앙 자유 증진을 
  위한 특사 /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국적: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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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카트리나 랜토스 스웻 박사는 최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2012년 3월에 해리 레이드(Harry Reid) 상원의원에 의해 USCIRF에 임명되어, 6개월 후에는 
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부회장 직을 수행했으며, 2014년에는 한번 더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랜토스 스웻 박사는 
아버지 고 톰 랜토스(Tom Lantos) 하원의원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에 랜토스 재단(Lantos Foundation)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터프츠 대학교에서 인권과 미국 외교정책을 강의했으며, 남편의 주덴마크 미국 대사 임기 동안에는 덴마크 남부 대학교에서 
동일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생활하면서, 랜토스 스웻 박사는 덴마크를 통한 여성 및 아동 불법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덴마크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랜토스 스웻 박사는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N 감시기구(UN Watch) 자문위원회, 
부다페스트 Tom Lantos 연구소, 연례 안네 프랑크 상 & 강연(annual Anne Frank award & lecture) 자문위원회, 미국 
글로벌리더십연합(US Global Leadership Coalition)의 뉴햄프셔 자문위원회(New Hampshire Advisory Board), 
이란계미국인협회(Iranian American Majority), 정의, 리더십과 공공정책을 위한 워렌 B. 러드만 센터(the Warren B. Rudman 
Center for Justice, Leadership, and Public Policy)의 자문위원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랜토스 스웻 박사는 정치과학 학위를 받고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를 졸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해스팅스 법과대학(Hastings College of the La)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덴마크 남부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카트리나 랜토스 스웻
Dr. Katrina Lantos Swett

• 회장 / 랜토스 재단
  (Lant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 Justice)

• 국적: 미국



심사위원

페르 L. 삭세가르드는 평화사업재단(Business for Peace Foundation)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페르 L. 삭세가르드는 지난 30년 동안 활발한 기업가, 투자 은행가이자 투자자였으며, 다양한 자문서비스와 투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노르덴 리얼캐피탈 그룹(Norden Realkapital Group)의 설립 파트너입니다. 그는 UN GC 평화를 위한 기업활동(UN GC Business 4 
Peace) 이니셔티브의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이사회의 의장이자 회원입니다. 페르 L. 삭세가르드는 
노르웨이 경제대학교(Norwegia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사업 및 평화 분야의 학술 서적에 여러 
논문 및 서문을 썼습니다.

평화재단을 위한 기업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해당 주제에 대한 연례 정상회담을 조직했고,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기업으로 가치가 
있는 리더들을 표창하는 오슬로 세계평화기업인상(Oslo Business for Peace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비즈니스 매체들은 이 
상을 “기업의 노벨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치가 있다는 개념은 페르 L. 삭세가르드가 재단 임무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업 리더들이 
사회에도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사업적 에너지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적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재단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 및 기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적 마인드와 가치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마인드 
및 활동을 잘 반영합니다. UN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과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이 재단의 글로벌 지원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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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L. 삭세가르드
Per L. Saxegaard

• 설립자 및 회장 / 평화사업재단
  (Business for Peace Foundation)

• 국적: 노르웨이



심사위원

김성곤 박사는 평화운동가, 정치인, 학자(템플대학교 박사)로서 30년 이상의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종교학 
교수로서 한국과 아시아의 종교인평화회의 (ACRP)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15대, 17대, 18대, 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이사장,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정당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Political 
Forum for the Unity)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광대학교 불교 대학원 석좌 교수,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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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장 /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Asi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국적: 대한민국

김 성 곤
Dr. Sunggon Kim



심사위원

타넨바움의CEO 더벤스키 여사는 타넨바움의 핵심 프로그램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가하여 극적인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역동적인 리더십을 통해 타넨바움은 존경 받는 미국기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상적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더벤스키 여사는 
직장 관리자들을 위한 종교 다양성에 대한 첫 번째 툴키트, 종교와 의료의 교차점에 대한 첫 번째 가이드, 타넨바움의 활동 중인 
중재자들의 흥미로운 인생 이야기를 엮은 첫 번째 책 등 각각 급성장하는 종교간 이해 분야에 새로운 기여를 하는 많은 첫 번째 
수단들을 감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사이자 트레이너로서, 더벤스키 여사는 직장, 의료와 학교에서의 종교 문제 관리를 포함한 모든 타넨바움 
프로그램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연설 및 교육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더벤스키 여사는 유대인연맹위원회(Council of Jewish 
Federations, 북미의 현 유대인연맹)의 국가 자문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통합 유대인협회 뉴욕연맹(United Jewish 
Appeal-Federation of Jewish Philanthropies of New York)에 법무과(Legal Department)를 신설하여, 10년 이상 법무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더벤스키 여사는 로펌「Botein Hays Sklar and Herzberg」에서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으며,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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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 S. 더벤스키
JOYCE S. DUBENSKY, Esq

• CEO / 타넨바움 | 종교간 이해 센터
  (TANENBAUM | Center for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 국적: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