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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5 월 2 일 합동 전화 

 

세계 일치 주간  

“#InTimeForPeace web event” 

 

 

 

1. INTRODUZIONE E TIME-OUT PER LA PACE 

    인사말과 평화를 위한 타임 아웃 

 

음악과 자막: 

 

- 합동 전화 특집 "평화를 위한 시간" - 2020 년 5 월 2 일 

- 일치 주간 국제 마라톤- 정의-형제애 

- 연대를 최우선으로 - 에콰도르 – 브라질 – 필리핀 –인도 

- 일치의 문화- 음악과 증거 

- 모두를 위한 인권과 정의- 미국 – 콩고 민주 공화국– 시리아 – 이탈리아 

- 지금, 모두 함께 평화를 구축 할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의 이야기 

 

 

Paolo 이탈리아: 2020 년 세계 일치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합동 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바올로이고, 이태리 TV 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계 일치 주간이 한국에서 시작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곳 로마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마라톤을, 세계적 경주를 조금 더 길겠지만,  이 극적인 순간을 사는 

세상에서 형제애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결코 멈추지 않았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내가 좀 급히 말했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즉시 한국으로 갑시다. 리스!!! 

 

Liz, 한국 (in inglese): 한국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성영 리즈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치를 위한 이 특별한 한 주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곳 한국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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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뜨거운 열정와 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리디아 나와주세요! 

 

  Lydia, 뉴질랜드 (in inglese):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어로 인사 드립니다. 여기는 방금 자정이 

지났으니, 아마도 우리가 2020 년도 일치 주간을 최초로 열었을 것입니다.  에제키엘!    

 

Ezequiel, 미국 (in inglese): 텍사스에서 인사드립니다! 나는 15 살이고 고등학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Ciao Anita Martinez! 

 

  Anita, 아르헨티나 (in spagnolo): 모두 안녕하세요? 아니타에요.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문기자인데 이 곳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지금 이태리에 있는 파군도에게 넘기겠습니다. Facundo! 

 

  Facundo, 로피아노 (in spagnolo): 피렌체 근교의 로피아노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파군도이고, 이 곳 소도시에서는 전 세계로 우리를 열어 주는 참된 보편적인 형제애를 살고 

있습니다. Conleth!  

 

Conleth, 북 아릴앤드 (in inglese): 나는 콘레드이고 북 아일랜드에서 왔습니다. 변호사인데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고 싶어서, 1 년 동안 로마에서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에서 자원 봉사 하고 

있습니다. Bonjour Arnaud! 

 

Arnaud, 부룬디 (in francese): 모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조국 부룬디에서 인사드립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더 일치 된 세계를 위해 사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 락스만에게 인사 하고, 조금 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Laxman, 네팔 (in inglese): 저는 네팔의 락스만 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이지만 나도 쉬고 

있으며, 안무가 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Pascal!  

 

Pascal, 레바논 (in francese): 모두에게 베이루트에서 인사드립니다! 레바논도 일치된 

세계와의 약속을 놓칠 수 없지요. 나중에 다시 뵙기로 하고, 글로리아에게 인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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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 홍콩 (in inglese): 모두 안녕하세요, 홍콩의 글로리아 입니다. 여기서도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알린을 소개합니다.  

 

Aline, 브라질 (in portoghese): 저는 알린이고, 상파울루에서 인사드립니다! TV 감독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마라톤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Time-Out 

타임 아웃 

 

Aline (in portoghese): 세계 일치 주간의 타이틀은 “평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오늘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알아 봅시다! 

 

Paolo: 좋습니다! 방금 정오가 지났는데, 거의 30 년간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평화를 위해 

잠시 기도하거나 생각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타임 아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합시다! 

  

 여자 3 젠, 부룬디: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서는 안돼요!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해야 만 해요! 

 

여자 3 젠: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해요. 

 

여러 목소리 (순서대로): Stop! Stop! Stop! 

 

여자 3 젠: 우리 모두 12 시에 타임 아웃을 해요. 잠깐의 침묵이나 기도로 평화를 청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건설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해요.  

 

남자 3 젠, 미국: 우리는 휴스턴의 3 젠들인데, 매일 12 시에 잠시 멈추고 다른 주와 국가의 

사람들과 “평화를위한 시간”을 가져요. 

 

여자 3 젠, 부룬디: 이제 함께 해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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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시급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평화의 절박함을 외치기 위해 매일 타임 아웃을 할 

차례에요. 

 

 

Mosaico– “Uno del Otro” by Gen Rosso 

모자이크 – 젠 로쏘의 “우노 델 오트로” 

 

 (canzone dalla Spagna, in spagnolo) 

 

Conleth (in inglese): 2017 년 젠 로쏘 공연 이후에 태어난 모자이크 그룹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래 제목은  “다른 하나”입니다. 

 

250 Film makers  

250 명의 영화 제작자들 (in inglese) 

  

 

Conleth: 250 명의 영화 제작자들이 팬데믹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고립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소음 가득하던 무한에서는 

새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서부의 한 호텔은 

집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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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고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려움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심지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나세요! 지금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늘, 숨을 쉬세요. 

들으보세요, 그대의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 뒤로 

새들이 다시 노래하고 

하늘은 맑아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대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대가 비록 

빈 광장 너머 만날 수는 없더라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2. CHIARA LUBICH SULLA PACE 

    끼아라 루빅, 평화에 관해 

 

 (음악) 

 Chiara Lubich: (…) 모든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아버지의 현존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사랑해 드리게 해 주며, 우리 각자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계획을 매일 매일 

실현 하게 해 주니, 그분의 뜻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은, 자녀들이 서로 형제로써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술을 알고 또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예술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간디의 말처럼 ‘이웃과 나는 단 하나이므로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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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예술은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의 예술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짐과 생각과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살면 살수록, 이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됩니다. 

사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미움과 폭력이라는 산을 옮기려는 사람의 과제는 힘들고 

무겁습니다. 고립되고 분열되어 있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서로간의 

사랑과 이해와 일치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이지 않고 고통을 치루지 않고서는, 즉 십자가 없이는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을 이룰 수 없으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평화를 위해 살고 이를 전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고통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고통을,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고통은 

인류를 존엄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인류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면서도, 

그들 사이가 서로 투쟁하는 백성이 아닌, 단 하나의 백성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이 영성은, 어느 한 교회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므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이 영성을 통해,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특별한 연대를 이루면서 단호하면서도 서서히 새로운 백성의 새싹, 평화롭고 좀더 

일치된 세계의 새싹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평화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의 

노력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님께서 유엔 창립 

오십주년에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빕니다. “... 다가오는 세기와 3000 년기에는 보다 인간에게 

맞갖는 문화를, 평화와 자유의 참된 문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세기의 눈물이 인간 정신의 새봄을 위한 터전을 준비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Conleth,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in inglese):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삶의 원동력을 합치면 가능해집니다. 

 

끼아라 루빅의 강력하고 예언적 도전입니다.  

세상은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함께 여행 한다면, 이 시기에도 불가능이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연대, 사랑, 정의를위한 투쟁, 평화를 찾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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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출발합시다! 

3. GIUSTIZIA SOCIALE E CORONAVIRUS 

    사회 정의와 코로나 바이러스 

 

에콰도르에서(in spagnolo) 

 

Anita Martinez,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아르헨티나: 대조적인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평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도전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에콰도르입니다. ... 그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에콰도르의 교황 대사 안드레스 카라스코사 대주교와 클라라 카릴로와 함께 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ons. Andrés Carrascosa: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Clara Carrillo: Bene, grazie. 

 

Anita: 우선, 몬시뇰께 에콰도르에서는 유행성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교회가 

국민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Mons. Andrés Carrascosa, 에콰도르 교황 대사: 국가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유행에 휩싸였기 때문에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같은 패턴에 따라 라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다양한 수준에서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례 면에서는 소수의 

본당 만 신자들이 본당 신부를 직접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화상 전례를 합니다. 

또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수준의 영적 동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적인 

면에서 카리타스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달 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단체와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다 도달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야킬 지역에서는 몇몇 사제들과  일부 주교도 병에 걸렸습니다. [...] 

어느 시점에서 나는, 신자들의 요청과 교황님이 보낸 강복을 받아들여,교황의 이름으로 성 

목요일에 거룩한 성체 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믿음의 경험이었습니다.  



CCH-00-20200502-CH2525Mit – p.8 

8 
 

 

Anita Martinez: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 몬시뇰과 함께 하고, 많은 힘을 

보내드립니다. 

 

Mons. Andrés Carrascosa: Grazie. 

 

Anita: 클라라에게는, 이 질병이 개인적으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쳤지요...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살았던 것을 좀 얘기해 주겠습니까? 

  

Clara Carrillo, 에콰도르, 과야킬: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이고, 과야킬에서 약 15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나는 3 명의 친척, 아버지와 외가 쪽 두 분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4 일 동안 아프셨습니다. 3 월 30 일 월요일 아침에 몇 분 동안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잠시나마 아버지께 믿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던 마지막 

말을 잘 기억합니다. 같은 날 밤에 아버지가 심장 마비를 일으켰는데 소생 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전통적으로 인장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나중에 4 월 5 일과 9 일에 외가 쪽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 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시련을 직면 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고통과 이별의 순간이 예수의 

부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지탱해 주고 저와 가족을 돌봤습니다. [...] 

이제 나는, 때때로 감정이 밀려와도 큰 평화를 느낀다고 보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과 새로워진 관계를 체험하고, 가족, 친구들과도 더 많이 소통하고,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지나 몇 마디 격려의 말로 항상 함께 해 주었습니다.   

몇 분들은 내가 이런 고통의 순간을 잘 극복 하고 있기에 용감하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답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되는 것은 이 고통이 서서히 변화 될 

것이며,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기에 고통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쓰고,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의 말을 

전하고, 단순히 필요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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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의 경험은 나로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내 감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기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Anita: 감사합니다, 글라라... 빈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의심 

할 여지없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이 시기를 살아 가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Mons. Andrés e Clara: Grazie. 

 

Intervista a Cristina Calvo  

크리스티나 칼보 인터뷰  (in spagnolo) 

 

Anita: 이제, 이 강한 경험을 마음 속에 지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의 국제 민주주의, 

사회 및 신 경제 담당 이사로서 세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아르헨티나 경제 학자, 크리스티나 칼보 박사를 만나 보겠습니다.  

Anita: 크리스티나, 잘 지내세요? 인사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Cristina Calvo: Ciao Ani. 

 

Anita Martinez,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공정한 사회 상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Cristina Calvo, 경제 학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애니가 말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정의, 연대, 형평의 가치들이, 공공 정책이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추상적인 제목으로만 남아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겠어요.  취약한 

지역의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을 깨끗한 물 조차 없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 인 난민은 긴급 

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현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상 사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의심 할 여지없이 공동선을 증강하고, 건강과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연 존중, 생태계 복원 등에 더한 관심 및 애정어린 친밀한 관계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인식에 도움이 되긴하지만 이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식에 기억, 

행동, 생각, 창의성이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에 대한 케어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기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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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ta: 어떻게 경제가 시장이 아니라 정의에 의해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Cristina: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시스템이 생명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에서 건강, 빈곤층에 

대한 지원, 연금에 대한 공공 예산이 막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긴급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할 가장 큰 비용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학이 많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치, 경제, 애정, 문화 

등은… 인식이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 거론 할 때, 역사는 권력 

관계가 변할 때 구조적 문제가 변형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모르지요. 

그렇지만 나는 지적 비관론과 의지의 낙관론을 구별한 그램시를 항상 좋아했는데, 후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지배적이거나 회의적이 아니며, 그 반대로, 변화는 가능하며 

다른 시스템의 구축에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는 우리에게  중요 할 

것입니다. 

 

Anita: 고맙습니다 크리스티나. 나도 “의지의 낙관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도 전해져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Cristina: 고마워요, 애니. 

 

 

Portogallo – “Supereroi” (in portoghese) 

포르투갈-“영웅들” 

 

Francisco, 4 젠-포르투갈: 안녕! 저는 프란치스코에요.  

여러분에게 4 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설명할게요. 쿠키와 케이크를 준비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영웅들 소방관, 경찰관, 의사, 교수, 상점 직원... 에게 전하기 위해서에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 해서 비디오와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챠오! 

 

Progetto Lia (in inglese) 

리아 프로젝트  

 

Conleth Burns,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일하라고 하는데, 리아 

프로젝트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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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rnalista 기자: 조이 데이비드는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징역 6 년후 출소한 

지 몇 주 된 38 세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 수있는 기회다.  

 

Joyce Davis: 과거가 있다고 해서 개인으로서의 성공을 방해 받지는 않습니다  

 

Giornalista 기자: 조이는 출소한 여성들을 위한 비영리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리아 

프로젝트의 세 명의 신입 사원 중 한 명이다. 서클 시티 산업 단지의 이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폐기된 가정 및 사무용 가구를 재활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더 많다. 

 

Joyce Davis: 다른 사람들이 버렸거나 더 이상 아름답게 보지 않는 재료를 활용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지는 않지요. 우리는 

재료를 수선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Elisabeth Wallin: 이 여성 중 많은 이가 트라우마와 생존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큰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Giornalista 기자: 엘리자벳 월리는 리아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전무 이사이고, 인디애나 

폴리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약 60 %의 여성이, 체포 전 한 달 동안 풀 타임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리아 

프로젝트는 고용 외에도 사회 재적응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되는 기술 교육을 한다.  

 

Elisabeth: 이들은 기업가적 방식으로 마케팅에서부터, 판매, 생산, 신제품 고안, 전형적 모델 

등 모든 비즈니스에 관여합니다. 출옥후 집으로 돌아가 일하게 될때, 그들 삶에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 

 

Conleth: 리아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이사인 엘리자베스 월렌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Elizabeth: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nleth: 엘리자베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Elizabeth Wallin, 리아 프로젝트 창설자, 미국-인디아나 폴리스: 저는 특히 출옥 후 

정착하려고 할 때 우리 지역 사회에서 크게 무시 당하는 여성을 위해,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연대의 

더 많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되었습니다.  

내 열정은 정의를 위한 싸움, 일치된 세계의 가치와 그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원의에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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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배웠고 또 계속 배우려 노력하는 가장 큰 것중 하나는 이 것이 긴 여정이며, 놀라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목표 지향적이거나 끝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현 순간을 잘 사는데 집중하기가 여려울 때도 있지만 이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Conleth: 나는 리아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 중 한 명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많은 이들의 이야기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 보고, 더 얘기를 나눕시다.   

 

Elisabeth: 좋습니다. 

 

(음악) 

 

Kathy Merchant, 리아 프로젝트 직원: 나는 무직 노숙자였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후, 

어둠을 넘어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었고, 과거의 잘못된 일련의 결정들은 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감 기간 중에 리아 프로젝트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일을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는 나의 

출퇴근 및 법적인 상황으로 인한 기타 의무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는 것은 

상상을 넘어서는 큰 일이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낍니다.  

 

Conleth: 대단합니다, 엘리자베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은 큰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소매를 걷어부치고 정의 구축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이들이 리아 프로젝트와 모든 작업에서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리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웹 사이트 www.projectlia.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lisabeth: Grazie. 

 

 

4. EDUCAZIONE ALLA PACE 

평화 교육 

 

조화 댄스 랩  

 

http://www.project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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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lo Balduzzi,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일, 미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피렌체 근교의 몬테 카티니 

테르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 소개하자면 이태리 중부 지방이며, 여기 나와 함께 

안토넬라 롬바르디, 엘리사 카톨피, 마리아 끼아라 쟈카이, 베라 제렐라리, 그리고 알렉산드라 

스피넷티가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목소리:  Ciao!  

 

Paolo: 그러면 안토넬라에게 먼저 묻겠는데, 발레리나였고, 안무가였던 당신이 지금은 댄스 

랩 하모니 아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태어 났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Antonella Lombardo, 아카데믹 댄스 교실, 이태리, 몬테카티니 테르메:  예, 나는 춤에 

접근하는 젊은이들이 최고의 의미와 가장 순수한 현실 안에서 춤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 프로젝트에 ‘조화’라는 이름을 붙여 준 끼아라 루빅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는데, ‘조화’는 

거대한 프로그램으로 드높은 일치를 뜻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06 년에 

‘민족들 간의 조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예술은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있는 드 높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들 사이의 일치의 진정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 번 체험 했습니다.  

 

Paolo: 안토넬라, 이 ‘민족들 간의 조화’ 탄생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만난 엘리사 카톨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엘리사, 이 모든 것에 대해 조금 얘기 해주세요.  

 

Elisa Catolfi: 실제로 다양한 면모를 갖춘 이 프로젝트는, 2006 년에 세계 각국과 전쟁 

지역에서 전문적인 발레리나를 꿈꾸는 젊은이드를 대상으로 높은 완성도의 댄스 국제 캠퍼스, 

‘민족들 간의 조화 국제 축제’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난민촌과 팔레스타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유형과 

등급의 학교에서 충분한 작업을 거쳐 ‘평화를 위한 조화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Paolo: 그것은 아름다운 직업인데, 여기에 당신과 리사처럼 그 학교들의 학생이었고 또 

현재의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베라입니다. 챠오 베라.  

 

Vera Zerellari:  Ciao Buongiorno.  

 

Paolo: ‘민족들 간의 조화’와의 만남으로부터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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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a Zerellari: 네, 협회와 많은 경험 후에 제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상 생활과 모든 

행동에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지요. 또한 어려움도 다른 방식으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예술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Paolo: 그것이 장래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리아 끼아라가 입증 할 수 

있겠습니다. ‘조화 댄스 랩’ 경험 덕분에 특별한 삶과 공부를 선택하여 바로 며칠 전에 졸업샜지요.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겠습니까? 

 

Maria Chiara Giaccai: 예, 제 전공과 대학 선택은 이 프로젝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 국제 정치학과를 졸업했는데, 예술적인 양성과 연구 덕분에 구체적인 평화 

프로젝트를 계속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막 www.onelad.net 

 

Paolo: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 일치 주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챠례입니다.  

 

Alessandra Spinetti: 지금 보게 될 안무를 통해 우리는, 예술이 드 높은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Paolo: 그럼 함께 봅시다.  

 

 

Videoclip danza sul tema “Now” del Gen Rosso 

젠 로쏘 “지금” 주제의 댄스 비디오 클립  

 (coreografia di Gabriel Ledda e Laxman Kami) 

Living Peace – AMU 

 

Paolo Balduzzi, United World Project: 안나 모츠닉이 우리와 연결되었습니다. 안나 

환영합니다! 

Anna Moznich, AMU-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Paolo Balduzzi: 안나는 사회 교육가이며, 비정부 기구로 매일 친교, 형제애, 연대의 정신으로 

사람들과 민족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AMU 에서 일하지요.  맞나요?  

http://www.onel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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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Moznich: Sì. 

Paolo Balduzzi: 안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이 포함된 AMU 의 교육 부문에서 일하지요.  2011 

년에 이집트에서  탄생했는데. 어떤 프로젝트 인가요? 

Anna Moznich: 국제 Living Peace 는 평화 교육 프로젝트로 아랍 혁명 기간 중에 카이로의 한 

초등학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갈등의 시기에 카를로스 팔마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돌에 

투쟁하고 그들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단한 도구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타임 아웃’과 ‘평화의 주사위’ 실천이라는 두 개의 기본 기둥을 기반으로합니다.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몸짓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평화의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삶의 프로젝트입니다. 

Paolo Balduzzi: 안나, 다른 합동전화에서 다루어서 우리도 알고 있는  “평화의 주사위”에 

대해 언급했는데, 국제 Living Peace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해 주겠습니까? 

Anna Moznich: 예, 주사위는 단순한 게임 용 주사위인데, 다만 숫자 대신 평화의 가치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도입한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문장을 모두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가족의 

삶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사위는 전 세계에 퍼져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적응했습니다.  

Paolo Balduzzi: 국제 Living Peace 의 맥락에서 발생 된 많은 활동 중에서 안나의 마음 속에 

특별히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얘기 해 주겠습니까? 

Anna Moznich: 예.  네팔에서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Living Peace 네트워크의 젊은이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빈곤한 가정에게 배급 할 음식을 

모으거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가 즐겨 부르는 형제애의 안티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Paolo Balduzzi: 그러게요, 할일이 없진 않겠네요. 

Anna Moznich:  전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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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lo Balduzzi: 알겠습니다. 그럼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끝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고 

‘일치된 세계’ 주간을 시작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Anna Moznich: Grazie.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Paolo Balduzzi : Ciao! 

 

Intervista a Emilia Heo (in inglese) 

허 에밀리아 인터뷰  

 

Liz: 우리는 이제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의 국제 관계 및 평화 연구 교수 허 

에밀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아,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milia: 안녕 리스, 일본에서 인사드립니다. 

 

Liz, 이 성영,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에밀리아, 저희는 지금 댄스 랩과 리빙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전문가로서.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화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milia, 국제 관계 및 평화 연구 교수, 일본: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번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지만, 방금 함께 본 두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에는 30 개국이 넘는 학생들이, 예전에 적국이었거나 현재 

적국인, 독일인 옆에 프랑스인, 일본인 옆에 중국인, 타밀어 옆에 신할라어인이 함께 앉아 

공부합니다. 이 사실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을 

때는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외교관, 정치인이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젊은 세대가 단일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으로 이러한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좋게 들리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평화를 선택한다면, 분열과 

오해 등 많은 증오를 마주해야합니다. 앞서 본 비디오처럼 매일 평화의 주사위를 던지며 함께 

실천해가고자 한다면,  어쩌면 국가적 차원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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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나 먼저” 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Emilia: 이러한 태도는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이며,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는가? 

입니다. 이 경계는 가족, 친구, 국가, 대륙, 혹은 전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경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우리의 범주에 넣지 않는 이상, 불신과 미움, 무관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한 첫 단계는 다름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왜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같은 상황에서 저 나라와 우리 나라가 다르게 대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날 곳을 정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나는 이태리 

인이나, 중국인 또는 미국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경계선을 뛰어 넘어 더 강한 우리라는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 서로 돕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을 제외한 평화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Liz: 에밀리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제 역할을 시작함으로써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열정과 동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milia: Thank you! 

 

5. DIRITTI UMANI 인권 

 

페데리코 알레오티-동 아프리카의 프로젝트 

 

Arnaud Favina,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부룬디 (in fra ncese): 이제 동 아프리카로 갑시다. 

페데리코 알레오티는 한 젊은 이태리 엔지니어로 약 1 년 간 르완다, 우간다, 콩고에서 작은 마을들을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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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배경) 

 

Federico Aleotti, 에너지 공학 기술자, 이탈리아, 로마: 안녕하세요, 저는 페테리코 입니다. 25 

살이고 에너지 공학기술자입니다. 로마 근처에 삽니다. 1 년 반 전에 졸업을 하고, 로마 대학교의 

몇몇 학생들, 교수들과 함께 동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음악) 

여행 중에 우리는 르완다, 우간다와 케냐를 거치면서, 태양열, 수력 발전과 같은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 도상국에 융화시켜 기술 및 사회적 

관점에서 최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음악) 

이 여행 동안 에너지 접근 분야에서 일하는 몇몇 회사와 특히 전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창업 중인 농촌 전력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국가 전력망이 도착하지 않는 대도시에서 먼 

마을의 거주민들이 전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충전 할 수있는 작은 태양 광 패널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 한 사람들은 매우 비싸면서도, 오염도가 높은 디젤 발전기를 살 여유가 

있지요. 

(음악) 

우리가 하는 일은 환경, 사회 및 경제의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기본 측면에서 보다 혁신적인 재생 

기술의 사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디젤과 같은 악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태양 및 수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을 긷거나, 정화하고, 밤에도 거리와 집을 밝혀 저녁에도 

일하고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것 만 생각하더라도 알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업 및 생산 과정을 

최적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마이크로 기업가 정신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음악과 

배경) 

이러한 맥락에서,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가야하는 고급 전문성을 갖춘 전기 기사들을 

우리가 마을에서 고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 입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덕분에 이제 그들은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그들의 고향 마을에서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있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소비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평균 1 달러 미만의 평균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적인 에너지 사용에 의존하거나, 전구를 켜거나 휴대 전화를 재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맥락에서 에너지의 잠재력,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 오고, 가치 사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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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밀 또는 생선을 보존 할 수 있도록 

어부들을 위한 얼음 분쇄기 혹은 우유 보존, 저온 살균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지역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둘 째로는, 원자재를 재 처리하는 소규모 산업 플랜을 만들고, 생성부가가치가 대도시로 

가지 않고 공동체 내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체 활동 관리 교육입니다. (음악) 

나는 아프리카에서 이미 1 년 반을 지냈는데, 전문 기술 및 인간 관계의 관점에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사무실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므로 강력한 다문화 교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나는 많은 여행을 할 가능성을 가지면서 

여러 나라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동체를 알게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발전, 개인 개발 및 

상호 성장 측면에서 기술과 에너지를 가져오고, 전구를 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와의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 할 것입니다. (음악) 

자막: www.equatorial-power.com – Telegram channel: "Muzungu is my name" 

 

 

Gen Fuoco – Repubblica Democratica del Congo 

젠 포코- 콩고 민주 공화국 

 (음악) 

 

Intervista a Prisque (in francese) 

프리스크 인터뷰  

 

Pascale Mounsef,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레바논: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사이에 

프리스크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 법원 변호사 및 인권 운동가이며 킨샤샤의 성 

클레멘트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 회장입니다.  

프리스크, 왜 법학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것이 지역 사회의 인권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Prisque Dipinda Davovua, 변호사 및 인권 운동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꿈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법학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억압받는 자의 권리를 변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법학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변호사가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저의 노력은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독단적인 체포, 재산 박탈, 비인도적 

구류, 옳지 않은 벌금형 등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http://www.equatorial-power.com/


CCH-00-20200502-CH2525Mit – p.20 

20 
 

아무튼 법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젠으로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 년부터 인권, 시민 교육 훈련 과정과, 무료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조직했습니다.  

 

Pascale: 여러분의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나갑니까? 

 

Prisque: 특히 우리가 시민권의 자유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인식시킬 때 법조계 

인들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용기와 두려움의 거부는 반대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런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임을 기억하며 올바른 

법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기와 결단으로, 단지 그의 가족이 변호사를 찾을 수단이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 없이 체포되어 부당하게 구금 된 한 소년을 석방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과부가 자신의 땅을 둘로 나눠 다른 두 사람에게 팔았는데, 악의를 지닌 

두 번째 구매자가 첫 번째 구매자의 몫까지 차지하려고 해서 일어난 분쟁도 해결했습니다. . 

판사 앞에서 우리는 이 미망인을 변호했습니다. 각자에게 자신 몫의 땅을 반환했고 과부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인권에 대한 경험을 성찰하고 공유 할 수있는 플랫폼을 

갖게되었고, 천국의 끼아라와 함께 전구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해방과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세계 일치 주간’을 기원합니다.  

 

Pascale: 감사합니다! 인권과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Prisque: Ciao! 

 

Intervista a Melchior (in inglese) 

멜키올 인터뷰   

 



CCH-00-20200502-CH2525Mit – p.21 

21 
 

Conleth Burns,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이제 콩고에서 남 수단으로 가서, 현재 유엔 인도주의 

항공국에서 일하고 있는 멜키올 응사비이마나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lchior: Grazie. 

 

Conleth: 남수단에서는 6 년간의 내전으로 40 만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6 백만 명은 기근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비드 19 를 직면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Melchior, 유엔 인도주의 항공국, 남 수단-주바: 질문 감사합니다. 남 수단의 상황은 

인도주의적 필요 측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독립국이기도 해서, 인프라와 보건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이미 비극적인 상황에 덮친 것이지요. 지금은 격리에 대해 

얘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Un g3 

Conleth: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프로그램의 선구자이며,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한 집단 

리더십 스타일을 장려하는 분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현재 남 수단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Melchior: 코로나 전염병 중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과 활동들이, 전염병 중과 그 후에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치 지도력, 사회 지도력 등 세계가 요구하는 것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것이 일치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전염병 중에 일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건설할 

리더십 입니다.  

 

Conleth: 멜키올, 수단에서 하고 있는 이 인도주의적인 중요한 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 하고 있는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면 togetherforanewafrica.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Gen Verde: “Solo la luce – Only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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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man khadaksingh Kami, United Word Project: 새로운 비디오 "Solo la Luce - Only Light" 

초연을 위해 젠 베르데로 넘어 갑시다. 노래는 마틴 루터 킹의 말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그의 가족은 

젠 베르데에게 ‘고귀한 프로젝트’ 라고 하며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젠 베르데 비디오 클립 “Solo la luce - Only Light” 

 

6. STOP ALLE ARMI E ALL’EMBARGO IN SIRIA 시리아의 무기 제조와 수입 금지 

 

무장 해제 경제 

 

Liz (Seong Young) Lee – United World Project: 이탈리아에는, 이런 상황을 알고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장 해제 경제”는  많은 무기들이 그들 지역에서 생산되며, 

심지어 무력 충돌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것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Cinzia Guaita, 문학과 교수, RWM 변환위원회 대변인 (사르데냐-이글레시아스): 우리는 3 년 

전에, 사르데냐 RWM 현지 공장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에 공수 폭탄을 판매하여 예멘 전쟁에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니,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평화는 술치스 이글레시엔테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RUN FOR UNITY 가 끝난 후, 이미 지역,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평화를 위해 일한 20 

개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대화의 요점을 찾았으므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의 성찰과 지역 및 국가 정치를 자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행사와 연구회를 

조직했고, 지금은 평화로운 방향으로 지역 경제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avide Penna - 역사 및 철학 교수, 무장 해제 경제 네트워크 (제노바): 제노바에서 우리는 

이것이 평화의 시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5 월 사우디 바리 (Bahri)회사의 배가 우리 항구를 통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 

것은 우리 집들 가까운 거리에서 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를 적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약 30 

개의 지역 협회를 동원하여 항만 노동자들의 무기 적재 거부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정치가분쟁 국가에 무기 생산과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는 법령 90 조 185 항을 에 따라법을 

책임을 지고 국가에 무기를 생산 및 판매 및 수출하는 것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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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졌는데, 먼저 5 월에 리구리아 지방 의회가 ‘아시시 

운동’을 승인 한 다음, 몇 주 후 6 월에 제노바시 의회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도시가 무기에 

반대하고 평화에 열려 있을 것을 표명했습니다.  

 

MariaChiara Cefaloni-언어 치료사, 무장 해제 경제 네트워크 (로마): 무장 해제 경제는 경제 

개혁과 군축에서부터 평화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포콜라레 운동에서 태어났습니다.우리는 

이탈리아에서 군축 및 평화 네트워크, Pax Christi, Banca Etica,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다른 현실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르데냐, 제노바, 기타 여러도시에서와 같이,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양성 

모임을 함께 장려합니다. 11 월,  “프란체스코 경제”이벤트에서 수천 명을 만나 평화의 경제인, 경제 

원칙을 다시 확립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셜에 접속해서 네트워크를 이룹시다. 우리가 속한  도시를 

둘러 보며 “오늘 여기,  나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자문해 봅시다. 

함께함으로써,  불의에 대항하는 변화, “평화를 위한 시간”으로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Coro australiano: “Close to you” (in inglese) 

호주 합창단 

 

Lydia Palaioligou, 뉴질랜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고 함께 노래 합시다. 

이런 이유로 호주의 브리즈번에서,수천명으로 구성된 펍 합창단이 태어났고 Carpenters 의 Close to 

You 를 노래합니다. 

. 

Appello per la Siria 

시리아에 대한 호소 

 

Paolo Balduzzi: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예술의 역사와 참으로 특별한 아름다움의 문화가 

풍부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 년 동안 지속 된 전쟁으로 국가가 파괴되어 전례없는 

대재앙의 위기에 처하게되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리아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에 직면하여, 극심하고 

총체적인 전파로 인해 남여, 어린이의 생활 조건을 실제로 비극적으로 변화 시키므로 잔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도 국제 New Humanity 협회에서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의료 보호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 연합에 금수조치 해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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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8 천 명의 서명을 수집했지만 그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것으로 충분치 않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이 호소를 알리고, 공유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방식을 동원해야 합니다. 

죠지 신부도 알레포에서 우리를 시리아 국민의 마음 속으로 데려가 이를 요청합니다.  

 

P. GEORGES SABEA, SM-마리스타 회 신부-시리아, 알레포: 우리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국민입니다! 특히 알레포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9 년 간의 전쟁 후, 2020 년 2 월 16 일에 알레포의 

마지막 구역이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없이 더 나은 경제, 더 

인간적인 삶을 꿈꾸며 숨을 쉬기 시작했고, 다시는 폭탄 투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 에서 15 일 후에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어야했고...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우리는 커다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 밤새에 모든 식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구입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내가 모든 존엄성을 박탈 당한채 살아야 할까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날 세계에 존엄성을 박탈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제발 변호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aolo Balduzzi: 죠지 신부님의 강력한 호소를 여러분도 들었지요. 행동을 촉구하며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밀어줍니다. 

이제 알레포에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 해 줄 제시카에게 가 봅시다. 같은 

알레포의 소아과 의사 타우피크의 얘기도 들어 보겠습니다. 

 

Jessica Mouwwad, 시리아-바니아스: 이 곳의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의 두려움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매일 묵주 기도의 한 신비를 함께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두려움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탄 기간 중에, 식품을 보내며 도와 주었던 30 가족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닫히고, 일도 없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지만 약간의 도움을주었습니다. 

 

Taoufic Achji, 소아과 의사 (시리아, 알레포): 알레포 인구의 70-80 %가 빈곤 하안선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립 

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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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 병원에는 10 대의 호흡기 밖에 없습니다. 이 것이 우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 하게  퍼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지원과 금수 조치 해제가  필요합니다!  

 

 

Intervista al prof. Romano Prodi 

로마노 프로디 교수 인터뷰 

 

Paolo Balduzzi,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  볼로냐의 자택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로마노 

프로디 교수와 연결되었 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mano Prodi: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축원합니다.  

 

Paolo Balduzzi: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온 이 세 가지 증언을 보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에 대한 느낌을 묻고 싶습니다. 

 

Romano Prodi, 구 유럽 의회 의장, 이태리, 볼로냐: 단일 재난에 대한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을 

뜻하는가요. 시리아 사람들이 서로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은 이미 10 년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이것이 내가하는 반성입니다. 이 것은 일반적인 비극이기 때문에, 따라서 의약품 

금수 조치 반대에 서명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최소한 오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서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호소는 일종의 최후 수단이니, 10 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더 이상 보건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의 의약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Paolo Balduzzi: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형제애를 믿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Romano Prodi: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면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세계유행병은 몇몇의 연대 관계를, 아니 꽤 많은 연대관계를 형성 했습니다. 

그 중 몇몇은 도구화 되기도, 몇몇은 아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예외적으로 끊어진 실을 복구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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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과도한 법적 금지와 제제 조치나 제한 조치들이 없도록 되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아시아와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점점 더 파괴된 관계의 실이 재형성 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원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Paolo Balduzzi: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Romano Prodi: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꿈을 꾸어야 하고, 꿈은 필요하지만, 꿈이 

적게나마 실현되려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요청하는 것은, 공동 연구를 

위한 의사 소통, 상호 의사 소통, 팀워크입니다. 이와 같은 창의적 활동들이 누룩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은  해로운 일입니다! 

 

Paolo Balduzzi:   종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중요한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드립니다.  

 

Romano Prodi: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집에서 하루빨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Paolo Balduzzi: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Io firmo perché” (in inglese) 

“나는 이 때문에 서명합니다” 

 

Siba Sulaeman, 오스트레일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응급 의사 

실바 술레만 입니다. 나는 인권을 믿기 때문에 이 청원에 서명합니다. 나는 이라크출신이기에 여러 

해 동안 이라크에  어떤 고통과 금수 조치가 있었는지 보았고, 시리아도 이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다. 

 

Nali Lopes, 앙골라-영국: 저는 앙골라 출신 날리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일하는 약사입니다. 

코비드-19 와의 세계적인 투쟁에서 어떤 국가도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원에 서명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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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the world with love", canto e danza - India 

“사랑으로 세상을 덮자”, 노래와 춤 - 인도 

자막:  인도, 뭄바이 

"사랑으로 세상을 덮자"  

by Jerry Estes Shania – Risa – Diya – Faith 

 

7. SOLIDARIETA’ IN TEMPO DI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의 연대감 

 

Laxman Khadaksingh Kami, United World Project: 전화를 꺼내거나 컴퓨터를 켜고 아래 

링크를 따라 이 청원서에 서명해주십시오. 오늘 #InTimeForPeace 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몫을 합시다. 

샤니아, 리사, 디야, 페이트 감사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서 

그들을 위해, 그들과 연대하고, 그 들 가까이에 있는 인도에 갔다가 파키스탄과 필리핀으로 가 

보겠습다. 

함께 봅시다.  

 

Rahul Mishra – India (in inglese) 

라훌 미슈라 - 인도 

 

Speaker (남): 인도는 3 월 22 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로 15 일 봉쇄를 

발표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수입원없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일용할 음식을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상황은 인도의 주요 대도시 중 하나 인 뭄바이 중심부 

반 드라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Rahul Mishra, Y4UW – 인도, 뭄바이: 휴업이 발표되었을 때 나는 가족을 위해 많은 음식을 

사 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28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위해 식사를 요리하여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 자제가 

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 지방 당국 및 나를 도울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Reporter (여): 오늘 밤 반다 역에서 도착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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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봉쇄가 20 일 더 연장됐다. 이 두 번째 봉쇄가 발표 된 직후, 1000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집으로 돌아 가기를 희망하며, 항의하기 위해 반 드라 밖에서 모여,  경찰이 

개입해야했다.  

 

Rahul Mishra: 경찰은 이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음식 배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항의 직후 무슬림과 힌두교인들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요리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힌두교도,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나와 함께 하루에 두 번 100 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위해 음식을 요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peaker 무슬림,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하루에 두 번 100 명 이상의 이민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Rahul Mishra: 나는, 포콜라레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 내 몫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oreen e Aslam Parvez, Islamabad – Pakistan (in urdu) 

아슬람과 노린 파베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안녕하세요? 아슬람 파베츠, 노린  파베츠 입니다.  

 

Aslam Parvez, 파키스탄 - 이슬라마 바드: 이동금지 명령 기간 동안 몇몇 친척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oreen Parvez, 파키스탄 - 이슬라마 바드: 우리는 그들이 최소한의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Aslam Parvez, 파키스탄 - 이슬라마 바드: 그리고 한 친구가 실업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전화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Noreen Parvez, 파키스탄 - 이슬라마 바드: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기간동안 어떻게 

어려운이들을 돕고자 하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부활절에 받은 돈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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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도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월말에 아이들의 학비를 낼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것이 우리를 막지는 못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Aslam Parvez, 파키스탄 - 이슬라마 바드: 며칠 후 정부에서는 모든 학교의 월 수업료를 20%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하느님은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도와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Progetto “Noche Buena” - Filippine (in inglese e tagalog) 

‘노체 부에나’ 프로젝트 - 필리핀   

 

Paula Hipol, Pasig - Filippine: 우리는 2009 년에 시작된 노체 부에나 프로젝트 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을 돕고 일용직자들에게 식량과 물을 가져다 주고 의료 

전문가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 및 기타 의료 용품을 가져다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Angelica Garcia, Quezon City - Filippine: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체 부에나 

프로젝트의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Pinky Flores Mestica, Pasig - Filippine: 우리는 필리핀이나 다른 지역의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듣는 즉시 행동하고 돕고 싶어했습니다.     

 

Katherine Anne Bulan, Tagaytay - Filippine: 2009 년에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마닐라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백명이 사망하고 거의 모든 집들이 파괴 

되었습니다. 아직 태풍이 불고 있어서 갈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태풍은 10 월에 불었고 몇 개월 후에 성탄이었지만 아직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은 가정들에 성탄의 정신인, 기쁨의 정신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지난 

11 년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간단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기부를 통해, 만 세대의 가정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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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o Bautista, Quezon City - Filippine: 자원 봉사자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때는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구호 물품 운송, 태풍 피해자들에게 물품 배포, 지역 청소 

등을 도왔습니다.  

그 때 나는 아주 마르고 작았기 때문에 식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주었습니다. 양분을 

섭취 한 후 우리는 공 놀이를 했고, 나는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Kathleen Anne Bulan, Tagaytay - Filippine: 우리는 단지 물품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웃고, 

아이들과 놀고, 이야기를 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Alfredo Bautista: 내가 처음으로 식량 프로그램에 자원 봉사를 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5 년 

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돕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좋았습니다. 

 

Angelica Garcia, Quezon City - Filippine: 기증자들로부터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희망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노체 부에나 프로젝트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시작했으니 어쩌면 필리핀의 가장 긴 

성탄 축제가 될 것입니다. 

 

 

Intervista ad Esther Salamanca (in spagnolo) 

에스더 살라만카 인터뷰 

 

Facundo Ezequiel Quinn, United World Projec: 스페인 바야돌리드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마리아 에스더 살라만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금 뭄바이와 노체 부에나 프로젝트의 지역 연대를 보았습니다. 코비드-1 는 국제적 

연대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도전입니다.  

어떻게 이 국제적 연대를 효과적으로 구축 할 수 있겠습니까? 

 

María Esther Salamanca, 스페인 바야돌리드 대학교 국제법 교수: 감사합니다, 파쿤도. 

글쎄요, 나는 우리가 인류에 속해 있으므로 인류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연대가 인간 형제애의 표현이고, 사회적 

원칙이며, 도덕적 미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치적-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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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기도합니다. 이는 위기나 비상 사태가 발생한 후에 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예방적이고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국제 연대가 필요합니다.  

 

Facundo Ezequiel Quinn: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María Esther Salamanca: 물론, 300 개가 넘는 국제기구와 다른 협력 메커니즘이 있지만, 

주요 긴급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제 사회의 협조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글쎄요, 연대의 부족입니다. 부족한 것은 연대와 일치의 정신입니다. 이 모든 국제 연대 

구조는 죽었고, 갱신되어야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하고 무엇보다도 의미부여가 

되어야합니다. 구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며  공동의 선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제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제 연대는 자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화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Facundo Ezequiel Quinn: 감사합니다 에스더, 이번 세계 일치 주간이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sther: Grazie mille.  

 

 

Progetto “Sejamos Luz” (in portoghese) 

“Sejamos Luz: 빛이 되자” 프로젝트 선포  

 

Aline Muniz, United World Project: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우리를 놀라게 했고, 우리 나라에 

이미 존재하던 불평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고 있지만, 대 가족은 작은 

판잣집에서 삽니다. 이런 가족들을 생각해서 "세자무스 루스"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음악) 

 

Graziella Pinto: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속에서도 부자들은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위기의 결과로 인해 왜 더욱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올 해의 세계 일치 주간의 주제는 평화, 인권, 법과 정의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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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시간” 입니다. 정의가 없을 때,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얻기위해 일합니다.  

 

Mateus Rodrigues: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중서부의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과 젠들은 

팬데믹 시기에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비 라이트 (Be Light)"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는 “연대 캠페인”이 있어서, 친구, 지인 및 가족 사이에서 

모은 모든 것을, 이 순간 가장 필요로하는 가정, 그룹,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Graziella Pinto: 이 캠페인은 올 3 월 29 일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민감하게 하고, 청소 및 위생 키트, 마스크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및 불우한 지역 사회의 상황을 확인한 후, 청소 및 위생 제품 외에도 

음식, 옷 및 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포콜라레 

공동체의 도움으로 확대되어 청소 및 위생 키트와 마스크, 식품 및 옷 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첫 단계는 4 월 15 일에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배경) 

 

Mascherine  

마스크 

 

Aline Muniz (in portoghese):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보호 

마스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창의력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Amarilys de Barberin-Barberini, 아르헨티나, 리아 소도시 (in spagnolo): 마스크 제작 

가능성이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에게 연대감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마스크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생산을 최적화하고 양상 

시키기 위해 소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교대로 제작합니다. 아름다운 작업 환경, 모두의 참여와 

헌신으로 사랑 가득 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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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arida Lo, Macao (in cinese): 모두 안녕하세요? 마카오의 말가리타입니다. 3 월에는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했는데, 로마에서 안면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즉시 우리 가족과 의논한 후 마스크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 때는 마카오의 안면 마스크 

공급이 제한 적이었는데, 다행히도 결국 몇 개를 찾아서 즉시 로마의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병원에서 마스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이 경험은 결과가 불확실할 때라도 계속 

사랑하라는 의미의 하느님의 격려라고 믿습니다. 그 후 마카오의 포콜라레오 함께 팬데믹 상황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abih Nji Helvisia, 일치된 세계 대사, 카메룬 (in inglese): 카메룬의 일치된 세계 대사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아원과 지역 보건 센터에서 가장 먼 곳 등을 위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바리러스나 상황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정 미희- 미카엘라, 한국-대구: 자연 환경에도 해롭지 않은 면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기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각자의 집에서 분업으로 작업한 후 꼭 

필요한 부분만 모여서 작업하여 150 개 정도를 완성하였고 특별히 더 고통받는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을 알기 위해 시 위원에게 문의 하여 지역 아동 센터에도 

전했습니다. 이 후 시의원도 우리 활동에 감동하여 후원해 주셨고, 저희의 활동을 알게된 주위 

분들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저희는 70 개의 마스크를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Elena Granata, 폴리 테크닉, 이태리-밀라노: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특히 제 3 지역, 지역 사회, 

현장에서 뛰는 사업자들을 위한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 대학, 전문지식, 화학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양장 업소, 물류 배부 

조직 기술가도 포함된 국가 가상 마스크 생산 지구를, 현재 집에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에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를 돕기 원한다면, 우리는 2~3 명의 재봉사가 함께 지식을 모으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재단소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치하지 않으면 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Grazie. 

 

Didascalia: segreterie.mascherineinrete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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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light” by Nick Cianfarani e Joe Sopala – USA (videoclip) 

 

 

8. RUN4UNITY: UNA RETE DI PACE NEL MONDO (평화의 전 세계 네트워크) 

 

Lydia Palaioligou, Nuova Zelanda (in inglese): 지금 우리는 자정이기 때문에 자러갈텐데, 

조금 후면 부엌에서 함께 할 Run4Unity 를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집에서 Run4Unity 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Chiara Schelmer: Run4Unity 는, 보통은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주입니다. 

올해는 조금 달리 5 월 3 일에 11 시에 시작해서 12 시 까지모든 시차를 망라하는 온라인 국제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그룹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창의력을 발휘하여 집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오에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잠시 멈출 것입니다.  

12 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디자인하여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며 타임 아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릴레이로 연결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Run4Unity 는, 이런 식으로전 세계에 확산될 것입니다..  

 Run4Unity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웹 사이트와 Facebook 및 Instagram 

페이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 가지 잊었는데, 그 순간 우리는 Run4Unity 이면에 있는 정신을 알기 위해 

일치를 훈련할 것입니다. 

 당연히 신체적인 운동도 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Ciao!  

 

Ezequiel Reyes, USA (in inglese): 이 Run4Unity 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24 

시간 동안 뉴질랜드의 리디아에게서 텍사스 저에게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InTimeForPeace 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우리 친구 후안은  그 

곳서는 어떻게 할 지 얘기해 줄 것입니다. 

 

Juani Ignacio Clariana – Argentina (in spagnolo): Ciao! 부에노스 아리에스의 후아니입니다. 

우리는 내일  알바 국제 대화 센터와 벳 엘 공동체 및 포콜라레 운동과 함께 Zoom 으로 “Ru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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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의 경험을 나누고 도시와 전 세계에 초 

종교적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Lydia Palaioligou, Nuova Zelanda (in inglese): 내일 여러분의 시간으로 오전 11 시에 우리와 

연결하여 InTimeForPeace 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해요. 

 

 

TG Teens  

Teens 뉴스 

 

Lydia: Teens4Unity 도 이 어려운 시기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활동을 했는데, 함께 봅시다. (음악) 

 

Marco: Teens 가 이제 한 뉴스에 나옵니다. (음악) 

 

Marta, 십대 튜터: 전세계로부터 소식을 모아 남녀 십대 들이 만든 청소년 잡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arco, 십대 튜터: 집에서 나가는 이 첫 생방송에서는 전 세계의 여러 청소년들이 어떻게 

팬데믹을 사는지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것입니다. 

 

Marta: 스페인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서비스로 즉시 가 봅시다.  

 

Marta, 스페인 (in spagnolo): 이 격리 경험은 우리가 몇 평방 미터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arco: 이탈리아에서 코비드 19 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 중 하나인 베르가모로 가 

봅시다. 

 

Anna, 이탈리아- 벨르가모: 나는 3 주 동안 2 명의 친구와 함께 한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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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하기 어려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투쟁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투쟁 중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Paolo, 알레포 (in arabo): Ciao, 알레포의 바오로입니다. 전 세계가 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매우 힘듭니다. 

 

George, 다마스코 (in arabo): Ciao, 다마스코의 죠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건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긍정적 인 면도 있습니다. 

 

Marta: 오늘은 지구 환경의 날입니다. 학급에서 환경 보호에 기여한 페라라의 중학교에서 온 

두 소년의 인터뷰를 들어 봅시다. 

 

Sara, Vigarano Mainarda: 나는 집에서 부모님이 많은 량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서서히 도와 드렸는데, 그 직후에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가 감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Marta: 전 세계의 다른 경험에 관심이 있다면 www.cittanuova.it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teens@cittanuova.it 로 메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Marco: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청소년 뉴스에서 만나겠습니다. 

 

9. MARIA VOCE (EMMAUS): CONTINUIAMO INSIEME CON LO UNITED WORLD PROJECT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와 더불어 계속 함께 나아갑시다 

 

Gloria Pong, 홍콩: 엠마우스 환영합니다!  

 

Maria Voce (Emmaus): 모든 분께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Gloria: 이제, 우리 마라톤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 올랐나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http://www.cittanuova.it/
mailto:teens@cittanuov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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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Voce (Emmaus), 포콜라레 운동 회장: 나에게 매우 중요한 2 개의 질문을 하는군요. 첫 

째는 이 마라톤 끝의 내 느낌을 물었는데, 더 일치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형제애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살고 일하는 끼아라 가족의 증거에 대해 느끼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이 순간을 위해 추진력, 창의력, 용기, 체력, 소셜 미디어 경험, 이 모든 것을 

동원해, 이 결과를 이끌어낸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기바랍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결과는, 끼아라 가족의 삶의 많은 경험과 표현의 일부만이라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재차 말하지만, 젊은이들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Grazie!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를 물었지요? 세계 일치 주간은 일주일간 계속되겠지만, 일치된 

세계를 위해서는 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일치 주간의 아이디어를 “현 순간의 일치된 세계”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에 일치된 세계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밀어주나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밀어주었고 계속해서 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창조물, 우리 주변의 모든 필요를 돌보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힘은 오직 모든 사람의 

일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치의 힘은 우리를 밀어 주고, 동시에 고통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되 동시에 기쁨을 증거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보았던 다채로운 경험에는 

눈물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1 년에 한 번 세계 일치 주간이 열리고, Run for Unity 가 열려,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볼 수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년 내내 살아야 할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우리가 한 모든 

경험, 활동, 모든 아이디어에 참여하고 연결 할 수 있는 일치된 세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게하는 이 위기는, 또한, “제한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 

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일치의 시각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의 

위기의 현실을 보면, 사업회의 맥락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 지원 및 전파하는 일종의 위기 

위원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중요하고 새로운 것이므로  전 세계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전 세계에 걸친 특별한 제산의 공유를 시작하고, 특별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주고 받음으로써, 이 곳 본부와 모든 곳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과, 일치의 

숨결과, 사업회의 일치 만이 줄 수 있는 보편성의 숨결로 이루어지는, 모든 작은 사랑의 몸짓들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이 센터에서 모든 사람의 요구가 수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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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를 위한 도움을 줌으로써, 이 특별한 재산의 공유는 전세계 사업회의 모든 사람이 참여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가지 수단은, 전 사업회의 일치를 사는 것도 도와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포옹하고, 전 세계에서 보고, 듣고 있는 모두를 안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를 건설할 

시기이고, 지금이 적절한 때이므로, 계속 일치된 세계와 평화를 구축할 것을 축원합니다. Ciao a 

tutti!  

 

Gloria: Ciao Emmaus, grazie Emmaus, 사랑과 기쁨으로 앞으로 나갑시다. 

 

Emmaus: 그래요, 일치와 더불어! 

 

 

 

10. CONCLUSIONE  

결론 

 

Paolo: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InTimeForPeace 의 의미를 찾고자 세상 곳곳을 둘러 

보았습니다.  

 

Aline (in portoghese): 이  탐색은 일주일간 계속되며, 70 개가 넘는 도시에서 250 개 이상의 

이벤트의 세부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www.unitedworldproject.org/uww. 

 우리와 함께 하며, 친구들을 초대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갑시다.  

 

 Conleth (in inglese): 하지만 이 경험담들을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안됩니다.  

 

 Gloria (in inglese): #InTimeForPeace 는 살아야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Laxman (in inglese): 모든 구역 공동체에서 소매를 걷어 붙여야 합니다  

 

Lydia (in inglese): 세상 곳곳에서죠. 

 

 Anita (in spagnolo): 불의와 불평등에 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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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ud (in francese):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것. 

 

 Facundo (in inglese): 연대와 보살핌의 공동체 건설. 

 

 Pascale (in arabo): 오늘, 이 탄원서의 서명부터 시작합시다. 

 

 Ezequiel (in inglese): 시리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금수 조치를 막기 위해  

 

 Liz (in inglese):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line (in portoghese): #InTimeForPeace 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Paolo: 우리는 지금부터 이 도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명하는 것 잊지 말고 www.unitedworldproject.org/uww 를 방문하여 이번 주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알아 보세요. 

 다음  6 월 13 일 토요일 합동 전화에서 만납시다.  

 

Tutti: Ciao!! 

(titoli di coda sulla canzone “Now”, del Gen Ros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