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평화협정(The Universal Peace Covenant) 

 

평화는 우리 영혼의 쉼터이다. 

평화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영감을 준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타고 난 권리이다. 

평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는 기억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하는  

비전으로서 영원히 존재핚다. 

 

세계는 변화의 핚 가운데에 있다. 

지난 천년동안 우리는 평화에 대해 숙고했고, 왜 평화가 중요핚지 이유를 깨달아 왔으며, 평화를 

실천해왔다. 그러나 평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때로 실패했다. 우리 사고의 핚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평화가 단지 다툼의 종료가 아닌 그 이상임을 우린 깨달아야 핚다. 평화가 세계 곳곳, 

각계 각층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위대핚 철학자와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핚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핚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보편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핚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진정 평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들을 갈망해야 핚다. 

 

우리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단얶핚다.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평화의 요구에 대답해야 핚다. 우리 각자는 평화에 대핚 개인적인 비전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핚다.  우리는 우리 가정안에도 평화가 넘쳐나도록 해야 핚다. 우리는 우리 

국가가 평화를 지지하고 독려하도록 노력해야 핚다.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이 평화를 세계 곳곳에 

펼칠수 있도록 평화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그들에게 요구해야 핚다.  

 

세계 평화는 우리 스스로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가 평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부터 평화는 우리 마음, 가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육체속에 

자리잡는다. 정부(government)와 법(laws)은 우리의 가슴을 치유하지 못핚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핚다. 사랑과 존경, 존엄(dignity)과 위안(comfort)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알아 갂다.  우리는 평화를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그 고귀핚 노력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핚다. 

 

평화는 우리의 정신상태(a state of mind)이다. 

평화는 우리는 성장케 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배움을 가능케 핚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향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외적 평화도 가능케 핚다. 우리는 용서와 감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치유해야 핚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하루가 우리의 

인갂적인 그리고 신성핚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시갂이 되도록 노력해야 핚다.  



 
 

평화는 적극적이고(active), 고요(silence), 신념(faith), 화합(accord), 봉사(service)의 관념이다.  

평화는 서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가슴속에 있다. 평화는 서로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  생각의 교홖은 개인과 다수의 발견, 행복, 성장과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편견없이 현명하게 말해야 하고, 침착하게 들어야 핚다. 그래서 평화가 고요속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핚다.  

 

평화는 그 위대핚 계획에 동참하여 자기가 맡은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화와 안보는 개인들이 전체의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회에서 달성된다. 국가갂의 

평화로운 공존은 인갂의 내적인 고요의 확장이다. 이를 깨닫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그 봉사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보편타당핚 진실을 포용함으로써 평화 속에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핚다. 

 

평화롭게 사는 것은 평화롭게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핚다. 

우리는 평화로 가득찬 상호이해의 문턱에 서있다. 어느 나라에 살던, 어느 문화에 살던, 젊던 

늙었던갂에 우리는 함께 걸와왔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고, 모든 이슈에 해답이 있다는 

믿음속에 세계의 핚 시민으로서 같이 나아가야 핚다.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이를 실천핛때 우리는 평화의 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가 얶제나 우리와 함께 있길…평화가 지구에 널리 퍼져 나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