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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大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자유권 대大하이웨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종단하여 터널이나 혹은 철교로 일본 열도에 연결하고 
일본을 종단하는 자유를 보장받는 일대 국제 하이웨이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건설된다면 아시아 3국은 문자 그대로 하이웨이로 연결되어 
일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나 문화의 교류가 빈번해지며, 
아시아 문명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중국도 여기에 찬성할 것이며, 

한국은 물론 일본도 두말없이 찬성할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도 자연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창하는 이념에 따라서 이런 안이 성취되었을 경우
 아시아 각국인들 사이에는 자유 왕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 결과 북한도 평화적 통합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VISION of PEACE ROAD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1981.11.10.>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ty of the Sciences

-참아버님 기조연설문 중-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동과 서를,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터널을 뚫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싼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줄 “WORLD PEACE KING BRIDGE and TUNNEL”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이상세계 왕국을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VISION of PEACE ROAD

조국향토 120개국 환원대회 <2006년 5월~8월> 

中 크로아티아 대회(7.8) 
“God’s Ideal Family and Peace Kingdom” 120 Nation Tour 

<From May to August of 2006>
Global Peace Tour in Croatia (July 8th)

-참어머님 연설문 중-



참아버님께서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시며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1981년 국제과학통일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을 제창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유럽대륙과 아시아를 거쳐

 해안과 반도를 지나 남미의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입니다. 
또한 알래스카 배링해협 터널도 말씀하셨고, 

한일해저터널을 통해 일본열도와 대한반도로 연결하여 
세계가 하나 되는 길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번 성화 3주년에는 
전세계 121개국이 동참하는

피스로드 대장정을 무사히 완성시켰습니다.

VICTORY of PEACE ROAD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 
Commemorating Ceremony for the 3rd Anniversary of Cosmic 

Seonghwa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s
<천일국 3년 천력 7월 17일 (양 8.30)>

True Father has prepared a lot out of his concern for the future of 
human being and the earth.

In 1981 he advocated of establishing the “World Peace King Bridge-Tunnel” 
at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ty of the Sciences.

The road is starting from the Cape of Good Hope in Africa, links Asia, 
Coasts and Peninsulas, to Santiago Chile. 

Also he mentioned the Bering Strait in Alaska, and tried to link Japan and Ko-
rea by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in order to 

connect the world with one way. 
The Peace Road project which is participated 

by 120 different countries has accomplished safely, 
as commemorating 3rd Anniversary of Seonghwa.



Peace Road 2015 World Tour 120 nations 

Continent Registered Participating Nations

KOREA 1 KOREA

JAPAN 1 JAPAN

Asia 16
Myanmar, Thailand, Malaysia, Vietnam, Cambodia, Laos, China, Mongolia, Philippines, In-
donesia, Singapore, India, Hong Kong, Taiwan, Nepal, Afghanistan

North America 3 Canada, Mexico, USA

South America 11
Paraguay, Uruguay, Colombia, Suriname, Venezuela, Brazil, Argentina, Ecuador, Bolivia, 
Peru, Chile

Central America 14
Jamaica, St.Lucia, Trinidad And Tobago, Barbados, St.Vincent & The Granadines, Dominican 
Republic, Haiti, Cuba, Guatemala, El Salvador, Honduras, Nicaragua, Costa Rica, Panama

Africa 33

Lesotho, Angola, Mauritius, Rwanda, Gabon, Ghana, Congo Brazzaville, Ethiopia, Uganda, 
Kenya, Liberia, Niger, Tanzania, Malawi, Central African Republic, Zambia, Morocco, Sen-
egal, Cote D'Ivoire, Guinea Bissau, Zimbabwe, Mali, Burkina Faso, Mozambique, Dr Congo, 
Swaziland, Togo, Benin, Nigeria, Cameroon, South Africa, Botswana, Chad

Europe 32

Estonia, Hungary, Bulgaria, Slovenia, Norway, Moldova, Germany, Switzerland, Italy, Por-
tugal, Denmark, Kosovo, Latvia, Ukraine, San Marino, Russia, Belgium, France, Turkey, Be-
larus, Wales, Finland, Albania, Sweden, Luxemburg, Scotland, Netherlands, Czech Republic, 
Spain, Poland, Austria, England

Middle East 2 Lebanon, Israel

Oceania 8
Samoa, Marshall Islands, Solomon Islands, Australia, New Zealand, Vanuatu, Fiji, Republic 
of Kiribati

합계 121

··············· 

PEACE World 
ONE Korea! 

•• Santiago(S.301 • 



VICTORY of PEACE ROAD

PEAEC ROAD 미국 라스베이거스, 남아프리카 희망봉, 남미 칠레 동시 출발
<2015. 5. 30>

Peace Road Mutual Launch at the Las Vegas in America, Cape of Good Hope 
in South Africa, and Chile in South America <May 30th 2015>

World Launching in Las Vegas, USA세계출발식

South America Launching in Santia-
go, Chile

남미 출발식
 Africa Launching in Cape of Good 
Hope, South Africa

아프리카 출발식



PEAEC ROAD, 세계 120개국 종주 완료 기념식 <2015.8.27, 서울 광화문 광장>

VICTORY of PEACE ROAD

The Arrival Ceremony of International Runners, <GwangHwaMun Square, Seoul>



대한민국 국회 도착 환영식 및 국제 심포지엄 <2015.8.27, 국회 의원회관>

VICTORY of PEACE ROAD

Arrival Ceremon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at Korean National Assembly

Byung-ho Son
President of Unification Korea 

Federation

Myung-chul Ch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o-young Jo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Gap-yun Jung
The Vice-Speak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dd Tiahrt
Memb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rom Kansas’s 4th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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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of PEACE ROAD

Media Report언론보도

Media Repo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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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 
Pease 
is all 
we 
need / 

MEXICO 
29-41/JUHE~ULY 

NICARAGUA 
1'-16/JUNE 

CENTRAL AMERICA & CARIBBEAN HQ COSTA RICA 
11-13/JUNE 

Ba r b a d Os... Approximately 300 individuals 

participated in Saturday's Wa lk, which commenced in Jubilee 
Gardens and climaxed in Independence Square. Among the local 
charities, groups and organ izations represented were: the 

Barbados Hindu Temple, the Caribbean Mentorship Institute, the 
Barbados Nat ional Football Team, the Barbados National Peace 
Council, Junior Chamber In terna tional (JCI) Barbados, Barbados 
Youth Service, Universal Peace Federat ion, Woma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the Youth Federation for World Peace. 
Organizer of the Walk and President of the Barbados National 
Peace Council, Peter Phillips said he hopes to have the event 
annually. He added that the objective of the occasion was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to show that regardless of one's race, 
religion or nationality people can come together and work 
together. He also said tha t the day's event was one of several 
Peace Road events being staged globally from Cape Town, South 
Africa to Santiago, Chile from May to August 2015.(MG) 

PANAMA 
0810/JUNE 

/ . 
... ~ .. -

TRINIDAD AND TOBAGO 
25/JULY 

---- ST.LUCIA 
17-19/JULY 

BARBADOS 
20-22/JULY 

ST. VINCENT & 
THE GRANAOINES 
23-25/JULY 

the first official event in Cuba, so it is very sign ifi cant 
for our mission. It is more meaningful internally and 
externa lly because the venue of event was a famous 
and historica l hote l in Havana, HOTEL NACIONAL DE 
CUBA. It included inauguration Ceremony of Peace 
Road and Ceremony of Appointment for Peace 
Ambassador. This journey was 290 km trip for 
rou ndtrip from Havana to Varadero beach which is 
very famous for beautiful nature to tourists starting 
from June 25 unti l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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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Vincent ... 
Messages of peace were 
del ivered by a fo rmer Prime 
Minister Hon Arnhim 
Eustace who marched with 
us through the streets.he is 
the current leader of t he 
opposition who is likely to 
be the next prime minister 

Costa Ri ca ' s leaders signing 

Peace Road 2015 of the 
Commemorative Banner 

. . ' ., .. 
t . ' ' ' . 

' .•.• i .• 

. ' .... 
Headquarters. Panama 

Signing of the 

Commemorative 

Banner by the 

Mayor of David 
City in Chiriqui 
Province, Panama 

Mexico leaders sign ing 
Peace Road 2015 

Trinidad and Tobago ... Rev Sang 

Seuk Kim Korean Nationa l and cont inental director 

fo r Central and Sout h America travelled to Trinidad 
from Costa Rica to join in our National Peace Wal k. 
Special greet ings and success were also sent fro m 
the President office, Ambassador to Korea in 
Trinidad Doo Young Lee, and the Uni ted Nations 
Representat ive all sent success messages as they 

e unable to attend. The Mayor of Port of Spain 
eduled to attend. The Peace Wa lk was lead 

by Trlni a and Tobago National Leader Dr. 
Bacchus-H an who spoke along the walk about the 
meaning of I e Peace Walk and work of Rev and 
Mrs. Sun Myung Moon. Forty three persons 
participated in the historic peace walk. 
Special Thanks to the police escorts and 
Ambulance service who journeyed wi th us for 
safety and protection as we passed historic sights 
around the Queen's Part Savannah, ( the world 's 
largest round about) the US and Korean Embassy, 
the Holy Grou nd, Prime Minister's office, President 
Office and other historic sites. 

. ..... :-;...... , -- ~ . 

(~.✓ ~ M 

A new ~-~ 7 I 
dawn of · -
peace 

Costa Rica ... Peace Road is a 

powerful event to unite people and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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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peace 
through the 
actions of a open 
heart 

Nicaragua ... It was a powerful 

manifesta9on and we had the support of the 
police that came to give assistance with the 

traffic on the r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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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an 
Republic ... Mr. 
Teodoro Reyes, 
Ambassador for peace and 
cong ressman for t he 
parliament convey the 
press media from 
parliament house. 13 TVs 
channel came and 
recorded the event in front 
of the pa rliament house. 

Ha it j... On Sunday July12 from 

_;).am a'ti held the Peace Road 
Journey in Qi ititcity of Port-au
Prince and anothe city with the 

slogan "Togetherfo peace in 
Haiti and the world' total ly in 
150 km from the capital, w·th 
support from our members and 
ambassadors for peace around 100 
people took part in the journey. 

or 
Peace 
and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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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South America)

30

"'~ 
. 
... cape of Good Hope(SJO) Wellington 

North America . 
• •• Las VegaslS.30) . . . . 

.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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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merica 
5/30 : Chile (~ ell) 

6/3 : Bolivia (~2.11:tl O~) 

6/6: Ecuador (otl~.5: 2 ) 

6/12-13 : Brazil (~2.1-~) 

6/17-20: Suriname (9-2.l'Et) 

f?.'3 : Peru (!!II~) 

7 /5 : Uruguay (~~J!}OI) 

7/6: Argentine (OP=~EILD 

Chile 
{S/30) 

o al Coronel y la capitan 

PALA.[IO VIAL GUZMII 
t 'fl~ ... 1"11111 ll '1tt,lllltll 

rU,'1(0 l II NCI.UI, J•11l I" u,-.,C 1-H I ,1 .. 
Ul&t ~l t<'UtKI l,.41;9'URf'(.6 1uu,11, ,n 
Jlllt All. Ctr )1A1lllALli n•IMI II f1•w, 

l(f,U.IUII( U.flUI( f 
'1Ml1 • UMRI (IL\1'f1'1U t {JofflU,1111 .-it•4t utl'ITI, f "'~-A-It ,1•1, o .... ,u, 
j1,11fA.• •1or11~n"' . .. ,.,..lolUt'Nl,.(dlU.I 
t , ~11,1, • rtrlA.,U ... •1111C.UIII llt '1l • r .. ,. .. Iii 
"'ltffT I' 1...- .IIJHRt.11 ~111 I' t"""'-' 

Uruguay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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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IVIA LA P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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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Road Tour 201~-
Eastem Africa Region 

~AD 

South Africa 

The tour started from the Cape of Good Hope, South Africa, on May 
30, 2015_ From there the tour continued to Johannesburg, Swaziland, 
Mozambique Zimbabwe, Zambia_ From Zambia the tour continued to 
Malawi, Tanzania, Kenya, Uganda, Rwanda ended in Ethiopia on 
July 25_ 

sun at cape of 
c_oocl hope 

In Eastern Africa, the tour started from the Cape of Good 
Hope and ended at Miller' s park, on May 30, 2015 

There were ten cyclists that started the 5 km ride that took 
about an hour to Miller's park 

Another peace tour was help in Johannesburg on the 7'11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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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bia Saturday 27th June 2015 

/ 

\. 

The launching took place ataround900amfrom Makeni Mall up 
to Peace Embassy about 5 km of march. Among the some 200 
marchers, were the Deputy MinisterofYouth and Sport, Hon. 
Ronald Chitotela, East Africa Regional President, Rev. Bakaiy 
Camara, UPF Zambia Chairman, Gen. Malimba Nathaniel 
Masheke, UPF Secretarv General, Rev. Rudolf Faerber, FFWPU 
members,Ambassadors for Peace, YFWP, WFWP, Clergymen, 
students and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Unl:ed Church of Zambia M~sbll Band. 

' 

The Peace walk was supported by Zambia Police Traffic; 
an Ambulance for emergency was provided 

Zambia Saturday 27th June 2015 

The speech of Deputy Minister of Youth and Sport with East Africa 
Regional President, Rev. Bakary Camara and UPF Secretary 
General, Rev. Rudolf Faerber 

Speech by UPF Zambia Chairman, Gen_ 
Malimba Nathaniel Masheke 

• i',, l. ''-· ; 
i ,· I W 

1J,'. . 
• I, 

Closing 
Prayer by 
Rev_ Bakary 
Camar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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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 Saturday 11 th July 2015 

Kenya launched the Peace Roal Tour 201 5 in 
Nairobi city, on July 11, 2015, at the Uhuru 
Parle 

The Kenya Cyclist Federation led by their 
chairman Mr. Francis Mwangi who is also the 
Africa Vice Chainman_ He joined the event wrth 
more than 30 professional cyclists of both men 
and women_ 

The Speaker of the County Assembly Hon_Alex 
Ole Magera gave the congratulatory address_ 

The Speaker of the County was accompanied by the 
fonmer Mayor of Nairobi City His Worship Joe Aketch_ 
The speaker of the county highlighted the peace efforts 
made by Rev_ Moon and urged the Government to 
support peace programs initiated by UPF_ 

Kenya Saturday 11 th July 2015 

The process ion covered about 10 kilometers t hrough t he city 

main st reets. The byst anders watched the riders and t he 

march ing crowd s ing ing peace songs and wavi ng the Peace 

Road fl ags and the Nationa l fl ag. More tha n 400 people, 
includ ing ambassadors for peace attended the event. The T
Shirts and printi ng, refreshment of juices and biscuits were 
donated by the House of Manji company. Lunch was provided 
by t he Hari- Krishna; water was provided by Sharmas Motor 

Company. 

The Government through the Governor of Nairobi County waived 
the official payment for venues and Taxes and provided police to 
accompany the procession on the roads from beginning to en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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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opia Saturday 25th July 2015 

Ethiopia is the only African nation with South-Africa to pa rticipate in 
the league of the 16 nations to fight and push back North-Koreans 
invasion by sending 6035 soldiers. Ethiopian soldiers got themselves 
noticed by fighting so bravely that not even one was made prisoner 
during the war. 122 soldiers have lost their lives for the sake of Peace 
& Unity in Korea. 

UPF Regional President for East Africa region, Rev. Bakary Camara 
welcomed all participants wtth warm greetings, especially the Korean 
war veterans. 

Ethiopia Saturday 25th July 2015 

While walking, all the participants were singing an Ethiopian song 
called ·selam (MV")' Selam means Peace in English. 

The Peace Road was done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The theme of the peace Road Tour was: 
"Ethiopia, a peace keeping force for the world & dedicated 
to bring unity and development in Africa." 

At the end of the walk, Lieutenant Aklilu a Korean war veteran 
offered a remarkable speech about the role played by the 
Ethiopian soldiers during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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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nda Saturday 18th July 2015 

Peare Road Tour 2015 Uganda was flagged off, in July 18, at 
Kampala Serena hotel. 
People were tuned to the spirit of peaoo road through TF life 
Video and power point presentation on conflict 
resolution in families. 

The marching group walked for about 5km. 7 
All in all , about 347 people participated in the Peace Road Tour I 
2015. We had about 197 guests and 150 members. 
The guests include 63 from the community, 52 students, 50 
cyclists, 12 pastors and Reverends, 2 Buddhists, and 18 Police 
men. 

Uganda Saturday 18th July 2015 

I Outspan schools 
provided a Marching Band 

Kampala Serena Hotel provided a hall. 

Hon Katongole Singh provided a full tank that fueled the 
ambulance 

Uganda Police provided security and excellent traffic control 

Uganda Broadcasting Corporation contributed free news 
coverage 

Sunshine Beverages co. Ltd contributed mineral water 

Britania Industries contributed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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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zania Saturday 4th July 2015 
The Peace Road March in Tanzan ia was held on July 4, 20157 
started. The Peace Road Tour walk started from Mambas; · - I 
Bus Terminal and ended at Pugu Town. The walk was about 
3km long 

The launch started with Tanzania National anthem fo llowed 
by Everlasting peace song and prayer offered by Sheik Juma 
Ugoga 

About 50 people attended the Peace Road Tour event. Among 
the participants were Rev Stylos, national leader of Tanzania,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Motorists and some 
ambassadors for peace. A speech was given by Hon Frank 
Mavula Development Director of Dares salaam City Youth 
council. Hon Mavula, Tanzania UPF secreta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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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olGoodHope 0 
ls.30)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PEACE ROAD 2015 

r.'11.1sv119&1 
V <S.JOl 

SOnti,go 0 
(s.30) 

\\{ES" AFIUCA RE6ION REPORT 
litrr~ ""--!l.lW~ May 30 - August 30. 2015 

PEACE ROAD 2015 - DR CONGO: KINSHASA 

Thousand people marched 8 km from the 7th street at "Li mete", in front of the 
"People's Palace" to reach the "Square of the 5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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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CONGO: POINTE NOIRE 

Two methods were implemented for this Peace Road. First, there was the marching. 
Secondly, there was the riding bike with 25 cyclists that traveled 93 km to represent 
the 93 years of life of True Father. 

PEACE ROAD 2015 - GABON: N'TOUM 

Early in the morning, about 30 people gathered in Libreville, the capital of Gabon and 
made their way to N1Toum City, which is located 40 km from Libreville for a Peace 
Road march. 20 people were already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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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CAMEROON: YAOUNDE 

121 participants marched along 7 km in the main crowded areas of Yaounde town 
and gathered at the monument of a famous Cameroonian hero, Charles ATANGANA. 

PEACE ROAD 2015 -CENTRAL AFRICAN R.: BANGUI 

60 people departed from the esplanade of the 20,000 seat stadium of Bangui. And 3 
km later they reached the crossroads of the United Nations Square, going through the 
roundabout of Martyrs and France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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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NIGERIA: KARU 

130 people attended at the Hall of Karu Local Government Council Secretariat. After 
the lecture, 70 motor-bike riders went out. 

PEACE ROAD 2015- BENIN: PORTO NOVO AND COTONOU 

In Porto Novo, the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of the Parliament signed on the Peace Road Flad. 

Nigeria transmitted the Peace Road Flag to Benin at the border. They left Porto Novo 
with drivers and bikers and reached Cotonou at the "Friendship St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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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TOGO: LOME 

Benin transmitted the Peace Road Flag to Togo at the border. They hold a cycling tour 
from the esplanade of the Lome City Hall to the "Independence Square". 

PEACE ROAD 2015 - GHANA: ACCRA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Nana Addo Dankwa 
Akufo-Addo signed on the Peace Road Flad. 

120 ambassadors for peace and other guests of other providenti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a march starting at the Arts Centre. About two hours later, they 
arrived at the Accra Sports Stadium through the Independence 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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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NIGER: NIAMEY 

A forme r Minister of Youth 
signed on the Peace Road Flag. 

120 people, mainly young people, university students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members of FFWPU came out for a march until the "Sport Palace". 

PEACE ROAD 2015 - BURKINA FASO: OUAGADOUGOU 
,,, 

EAUIATIOHO'UHMONO•O >-.. \~\ •+ 
Root! OE LA Pllll 2111 · BURJ(JN FASO 

They hold a 7 km cycling race from "Patte d'Oie" crossroad to the "City Stadium. His 
Majesty Mogho Naaba BAONGO invited the participants to his palace and signed on 
the Peace Road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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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COTE D'IVOIRE: ADZOPE 
The Regional President launched the 

The Regional President launched the event. Then, 54 international riders from Cote 
d'Ivoire, Mali, Nigeria, France, Guinea, Benin and Burkina Faso run for 100 km around 
the city hall. 

PEACE ROAD 2015 - MALI: BAMAKO 

They hold a cycling race at "ACI 2000" venue in Bamako with 12 bikers. After the race, 
the pa rticipants signed on the Peace Road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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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 SENEGAL: DAKAR 

signing on the Peace Road Flag 

91 people participated in a march from the center of Keur Massar in Dakar, to the 
mayor's office. 

PEACE ROAD 2015 - MAURITANIA: NOUAKTCHOTT 

58 Ambassadors for Peace attending a special Divine Principle workshop joined the 
Peace Road event by vaving the Peace Road Flags and dancing at the end of the 
workshop. They have planed a big celebration in the upcoming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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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PEACE ROAD 
2015 

EUROPE 

Padua, 26th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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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gal 
. b 26th July 2015 L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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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ormer Iron Curtain, pt - 4th August 2015 

y 

- Berlin, 2nd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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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Paris, 19th July 2015 

The Netherlands 
The Hague, 4th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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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land 
Edinburgh, 5th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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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a World of Peace I!•! I 

c£2.AD PEACE ROAD 2015 in 
NorthEast Region 

• • uss1a 
• • ra1 

• Mo,ldova 

• B a us 
• atvia 
• Mongo ia 

• Dates: July 23 - August 12 

• Events: Cari rides, bicycle rides, marathon 

A 
PEACE BIKE 

• Starttfinish: From St. Pe ers6urg to Vladivostok 

• Distance: 10 000 km 

• 12 main cities, media coverage, performances, 
VIP Conferences, Soccer matcll,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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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WOCCE MHPA 201~ ,,«. 

Ulyanov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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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terinburg 

Vladivostok 

us 

KYV 

K 

• Dates: July 25 - August 4 

• Start/finish: From Dnepropetrovsk to Krakovets 

• Distance: 1083 km 

• Events: Jogging, car and~bus ride 

• The media coverage, VIP conference FEDERA 

UK: A,NE Key Participants: 21 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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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July 18 

• Events: bicycle ride, meeting, performance 

• Start/finish: From Minsk to Korolevo 

• Distance: 53 km 

• Key Participants: 5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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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August 5 

• Events: bicycle ride, meeting 

• Location: Chisinau 

• Key Participants: over SO people 

• Presenting True Father's auto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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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July 25 

• Events: March, meeting 

• Location: Riga 

• Distance: 5 km 

• Key Participants: 25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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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August 11 

• Events: ~orse riding 

• Location: Mongolia 

• Key Participants: 100 people 

I • 
• 

0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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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PEACE ROAD 2015 

ASIA Peace Road 2015 Launching Ceremony cG.a 
June 14, 2015 Siem Reap, Cambodia PEACFROAO ------I!!!!!!!:::===~~ 

On June 14, in Siem Reap, Cambodia, representatives of Asian nations, the Philippines, 
Thailand, Nepal, Indonesia, Malaysia, India, Singapore, Myanmar, Laos, Vietnam and 

Cambodia met to launch the Peace Road in the As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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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NEPAL ol:C?AO 

Special Envoy to Nepal, Hon. Ek Nath Dhakal Hand over the Nepal Flag to Rev. Santosh 
Kumar Paudel, FFWPU-Nepal President to begin the Peace Road event in Nepal held at 
Jhapa District eastern part of Nepal 

Peace Road 2015 INDIA 
July 19, 2015 

Bike Riders with VIPs and Guests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Peace Road India 
before the start of bike rally in New Delhi,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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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SINGAPORE 

The participants of the Peace Road 2015 in Singapore after completing one of the 
designated destination of the Peace Journey 

Peace Road 2015 INDONESIA 

Peace Road 2015 in Indonesia also commemorates 70 years of 
lndonesia'n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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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Philippines 

Around 4,000 people including 1,400 bikers converged in the 
morning of August 9, 2015 at the Quezon City Memorial Circle in 
Manila, Philippines. Many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Philippine Anny, Navy, Air Force and Police sent their contingents 
in support of the Peace Road 2015 event. -~------

Peace Road 2015 CAMBODIA 

Bikers and volunteer participants in the Peace Road 2015 Cambodia 
held in Phnom Peh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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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MALAYSIA 
August 16, 2015 

ol!?.aAD 
- ""'"'"""-----..... 

Some 2,500 people me ucling hundreds of liikers and runners converged in tl,e 
early morning of August 16, 2015 at the Petaling Jaya, State of Selangor, 
Mala sia with the theme "One Nation, One Heart" 

Peace Road 2015 Thailand 
August 22, 2015 

Peace Road 2015 Thailand participants converged in Bangkok before the 170 kms. 
Peace caravan to the historic River Kwai where a ceremony was held with V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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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Philippines 

l..OUU \\'H lS PI .. KI A 1,0 .. M 1>«H' t• r.i ll )' d1t• 
pc-i~!!'~d,!.n·ul 

•11 ....... ____ ....... -·- • -- --------·---., ____ _,.. _________ _ 
,,__ ___ ..,_ -· .... ---··-
__ .._., ............ _,, ______ ,._ 

:::: ... .::::::-=';..-..:-:.:, .. :.:.-::~:::.~ 

Newspapers and and TV promotions of Peace Road event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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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CHINA REGION 

PEACE ROAD 2015 

JUL 3 -AUG 16, 2015 

Greater China Region, PEACE ROAD 2015 

\" 
Kazakhs t an 

Kaa .. o;cTaH 

India 
~ 

( Nepal 

~ 

Greater China 

Ru ,, 1 .. n Feder811on 
Pocc111iiicKa~ <De.nepau,M~ 

Mongolia 

China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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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EACE ROAD 2015, Taiwan -----------
' Peace Road 2015 Taiwan 

Peace Bike Cycling around Taiwan 

Konii(lg 
11\ Doy 

1 Region '. Greater China . Nation Taiwan : Location . Taiwan l Date . July 3-5, 2015 

1. Gathering Date: July 2 
2. Gathering Location: Kaohsiung Church 
3. Kickoff Date: July 3 
4. End Date: July 10 
S. Duration: 8 days of biking 
6. Distance: 1,000km 
7. Signers: Former Donggang mayor, store clerks, temple abbot ... etc. 
8. Situation: Typhoon warning signaled but it didn't hit, thanks to HP and TP. 
9. Number of participants: 14 (included two 2nd Generation kids) 
10. Total distance: around 10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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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co Road in Taiwan 

!II 

July 4 Filial Piety Festival (9th ) & PEACE ROAD Kickoff 

Seminar Guest Speakers Seminar Attendees 

VIP Guests Signing PR Map Festival Awardees &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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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5 PEACE ROAD 2015, Hong Kong, China 

1. Gathering venue: True Parents' Holy Ground 

(1965), Hong Kong Zoo and Botanical Gardens 

(~pJj!Ji! ~ 0 lil) 
2. Number of participants: 65 

3. Method: Bus touring {Please see attached a 

map of the HK Peace Road) 

4. Total distance: 91.5 km 

-· PEACE RO~P.-I2015, 

Date: 2015, 7.26"-'7.31 

Route: Taichung-Taitung 

Distance: 400KM 

STOPS 

7 /26( El ): Chiayi (93km) 

7 /27( - ): Kaohsiung (120km) 

7 /28(= ): Pingtung (80km) 

7 /29(_ ): Taitung (101km) 

7/30( [Q ): Hu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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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Taichung 
L----===:------

. -, 
.,,.i.,.. - ~~-.....,.. .,.;;;i_._ .. 
~( -· \ - .. -'~ - \ ',-,~ -~---~ 

D a y 1: Chianan Plains 
Day 2: Chimei Museum 
Day 3: Heartfelt responses & support 
Day 4: South-Link Highway 
Extra: Sam Exercise before departure 

TAIWAN BIKING FOR THE FAMILY 
REPORT BY HSINCHU CHURCH 

\11 • Kickoff: Hsinchu Nanliao A 

• Route: 17KM along the coast 

• Date: 2015, Aug 15 

• Time: 9:00am-12noon 

• Destination: Rainbow Bridge 

• Special significance: Combine 
Seunghwa coming of age 
with Peac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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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PEACE ROAD 2015, Hsinchu 

Au ust 16 PEACE ROAD 2015, Taipei 
1st Stop: Taipei Botanical Garden Holy Ground (1965) 

2nd Stop: Daan ForestParkH.G. 

3rd Stop: National Taiwan Nonnal University H.G. 

4th Stop: Ankang ports and RecreationParkH.G. 

5th Stop: Yong He Humane Love Park H. G. 

5 Holy Grounds 
19KM 



72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PEACE ROAD 2015

오세아니아(Oceania)

92

"'~ 
•• cape of Good Hope(SJO) Wellington 

North America . 
• •• Las Vegas(S.30) 

Central Ame 

. ~~-,} 



7394 95

OCEANIA 
PEACE ROAD 2015 

~~1 4,:~ ~-1.. 
(Calligraphy of Rev. Sun Myung Moon) 

I Unified World Begins from OCEANIA I 

1992~ 11 i 30~ . ..!.4 "'-l;. '-l . .3.-t:,l 0 ~'-l 0 ~ ~ !l-~ ""~~ 
(30th November 1992, Oceania Peace Embassy,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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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Participating Nation) 

·S;;::J IL * 
,::,~ * * 

J'-! 

~7~~(Participating Nation) 
- •<~ •• • [' 

* : 
R; *, .. • ir~~E(New Zealand) 

(;?-- t:tt,=-ot~(Vanuatu) 
/ 

1/ $'~-@ ~!£(Solomon) 

~ □~~ o~~~.:.(Marshall) 

8/2, Sydney, 73~ 

8/1, Auckland, 40~ 

8/1, Port Vila, 51 ~ 

8/3, Honiara, 40~ 

8/4, Majuro, 70~ 

7 /25, Suva, 40~ ] 

8/14, Kiribati, 58~ 

~ ~7tAt(Total Participator):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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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1. 2? AUSTRALIA 

8~ 2~ ~.R ~, Olympic Park, 73~, 10km X~~]i(Bike) 

.~ ·•,.ii 
'·'.~ 

~ PEACE ROAD 2015 in Austra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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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01 L 2.H ..e. t::i 2 ~ A~ l;J:I o c! .:I:. 2 T- 1...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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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 ~.R ~' Auckland, 40~, 20km A'.tt:!7-l(Bike) 

~~~ ~1-1~ 
q~~ Lt2.t 0 1 

~71 ~ ~jJ. 

A'.tt:! 7-I ~ Et::: 

~7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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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4. ~.£~ Ail£ SOLOMON Is. :*: 
8-'EI 3°1 -'El n ° 1 Honiara 40CJ:I Walking -= e .=..J:L e,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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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Ah~~ .!¥-Ei) 
-~ t:U &i Hon. Note 

(Former President) 
- Rev. ITO 
- Hon. Senator Jiba Kabua 
- Mr. J.Tulley, 
- Hon. Eldon Note, 
- Senator candidate 

7~ 25~ ~R ~' Suva, 40~, Soccer Make Peac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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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zEil ~. tH~~~I atlAI x1 
(Message of President Anote Tong) 

I wish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entering on the Vision of Rev Dr Sun Myung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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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 .... L • .5. 01.2 0:1 ~J 0L.!:::. • L.2 0 ;::a o r o a a c ~ r L. 1 c-.:c. 

7121 t:JtAI ~x11~wotlA1 ~~ lil-&-f.l-11tx1 
40km xt~7-I ~~ 

40 Km Cycle From International airport 
to National Stadium 

with the Peace Road Flag and T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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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in Japan 

~ g Peace Road ~ ~ 
~3~01 ~ ~fJ-¥-01 A~31 (2015 ~ 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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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LQI c: ~A DI liAEJ 
..A. r ....L c:>'T ~ ....L_ ·I 

§ ~ ~ CH Al ~ · ~ L~ DI ill oH Al ~ (7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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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E:! 0 I Peace Road 
~ C~OI · ~~Al •~2~ ill oH A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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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J3~ Peace Road ~~ ~ 2.I (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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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I ~H ol Oil Al~ ~~ 
Peace Road~~~ (8 ~ 15 ~) 

Al I!~ ~ ~ Peac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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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g,A: (2 ~E) 

Al .:2 =?
rt=A: · 231 L~2~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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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L~ J ~ 2~ TV 
• LIJ~E~ ~gt TV 
• 1t Oi l x Cable TV 
• 2~2-1~ ~~ 

• ~ 3~ L~ 01 Press 
• J~-2-=?- tl ~ 
• 1t Oji~ Times 
• 01 £ 01 J~ 2J Times 
. ~o~o~ tl~ 

• ~2~ Al •~ Cable TV • 2 -=;=:i 2-1 -=;=:i ~ LI xi tJ ~ 

• PEACE TV • ¥-=?-01 tl~ 
• ~ 0~0lxl tl~ 
• L~ J ~A~ 31 tJ ~ 
• A1 ~ ~ tJ ~ 
• L~ 01!:i:I_ f- 1~ 

C) 2 L- L- '-'-

PEACE ROAD 2015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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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eofGoodHope{SJO) 

. . . 
• • • • • •• Wellington 

North America . 
• • • Las Vegas(S.3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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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orea) 
피스로드 2015 실행보고 

(Peace Road 2015 Reports from each Region) 

2015 ~~~~ W~~I ~~OI £IX~ 
'Kl~E 2 1 ' !t -~ !i!~k 

2015.8.27 

~~~ij~fi I All~~i~~g~~~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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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스로드 기원, 역사, 목적  

1.기 원  
   - 1981년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한일해저터널 포함 국제평화고속도로 주창. 

   - 2005년 천주평화연합 창설시 베링해협 터널(다리)주창에 기반. 
2.역 사 
   - 2013년 8월 : 한일 자전거 종주 3.800키로 
                         (한국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일본 평화통일연합 공동) 
   - 2014년 8월 : 한일 피스바이크, 미 러 등 세계 14개국으로 확대 
   - 2015년 5.30-8.27 : 세계 120개국으로 확대  
 
3.목적 :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실현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고조 및 세계적 확산 

2. 한국종주 개요 

1. 취지 및 목적  
   1)피스로드 통한 남북통일 준비운동 확산 
   2)광복70주년 맞이 지역 통일축제 
   3)피스로드 이념확산을 통한 성화3주기 저변확대   
 
2. 기간 
   1)세계종주 일정 : 5.30(라스베스가 세계출발 및  
                                  아프리카/남미 산티아고 동시출발) ∼ 8.27 
   2)광역시도별 통일대장정 : 8.18 ∼27일 
   3)세계종주단   한국종주  : 8.21 ∼27일 

':itcf ~t (,. t-}J-T~'

fl-1?~/".!- f7- /,""" 

::::~~.= ....... =•• <l-, l , 
2015.8 30!1111 --~-. ~....,t""l,• •nt ...... 

~-~;w;tt11t•.2.~3Z;'\:!7IWl6.f 
________ .,_,..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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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종주 노선도 

1. 종주단 구성  
   1)세계종주단 본팀 : 40명(러시아, 일본 대표 등 스텝포함)  
   2)금강팀 :10명(평화대사 등 참여) 
    
2. 주요 코스 
   1)세계종주단 : 8.21(부산낙동강)->24일(이화령)->한강->27일(서울) 
   2)금강팀 : 8.22(군산 출발)->23일(금강길)->24일(이화령 종주단 합류) 

8.21일 일본종주단 부산항 도착 

순 날짜 지부 장소 참석자 주요 참석자 지역종주 구간 세계종주단 한국일정 

1 8.18(화) 전북 전북도청 200  이형규  
전북부지사 등 

도청광장->전북독립운동
추념탑 

  

2 8.19(수) 경기
남 

경기도의회 200  추성춘  
전제주MBC사장 

경기도청->수원시청->연
무대 

  

3 8.20(목) 강원 
동해국제 

여객터미널 
200  

김혜숙 
동해시의회의장 

러시아종주단환영식 
러시아종주단  
동해항 도착 

4 8.21(금) 부산 부산시청 500  서병수 부산시장, 배
덕광 국회의원 

부산시청->유엔기념공원 
일본종주단  도착,      
     한국종주 1일째 5 8.21(금) 울산 울산시청 100  이지헌  

울산부시장 
울산시청->북구청 

6 8.22(토) 경남 경남도청 500  강기윤/안홍준 
국회의원 

경남도청->만남의 광장 2일차(금강팀 군산출발) 

7 8.23(일) 대구 
경북 

강정고령보 
(달성군) 

500  류성걸/이종진  
국회의원 

종주팀과 함께 예정 3일차 

8 8.24(월) 대전 
충남 

대전의회 
강당 

300  백춘희  
대전부시장 

대전시청->국립대전현충
원 

4일차(세계종주단 이화령
에서 금강팀 합류) 

9 8.25(화) 충북 
충북 충주 

호암체육관 
500  이종배국회의원  호암체육관->탄금대 5일차 

10 8.26(수) 광주 
전남 

광주의회 200  홍기월 광주동구의장  
광주시청->문화예술의 전

당 
6일차 

11 8,26(수) 
인천 
경기
북 

인천남구청 200  홍순만 인천부시장  남구청->시청 

12 8,27(목) 서울 광화문광장 500    서울광장동 ->광화문광장 7일차(서울도착) 

합       3,800       

4. 광역시도 통일대장정 및 한국종주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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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광역시도 통일대장정  
1) 전북(18일),경기남부(19일) 

- 러시아 종주단 1만키로 대륙 달려 
블로디보스톡에서 동해항 입항 
 

- 개회 : 김혜숙 동해시의장 등 200명 
(동해국제여객터미널) 

- 러시아 종주단 환영 및 부산이동 
 

-     한국 DMZ 포격전, 준전시상태 돌입 

2)강원도 통일대장정(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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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 부산/울산시청, 서병수                
                   부산시장 등 500명  참석 

 
-    종주 : 부산시청-부산UN공원 

 
- 세계종주단 낙동강길 한국종주 

공식출발!! 
 

- 남북 비방 성명전, 일촉즉발 상황 

3)부산/울산 통일대장정, 한국종주 공식시작(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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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 경남도청, 강기윤/안홍준 
국회의원 등 500명  참석 

- 종주 : 경남도청-만남의광장 
 

- 세계종주단 낙동강길 2일째 
- 금강팀 호남 군산에서 출발!! 

 
-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돌입 

4)경남 통일대장정, 한국종주 2일째(22일) 

- 개회 : 낙동강 강정고령보, 
류성걸/이종진 국회의원 등 500명   
 

- 세계종주단 낙동강길 3일째 
- 금강팀 금강길 2일째 
- 사할린 교포4세 사물놀이패 

‘하늘’내한 

5)대구경북 통일대장정, 한국종주 3일째(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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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MTB동호회 글씨 퍼포먼스 

- 개회 : 대전시청, 백춘희 부시장 
등 300명  참석 

- 종주 : 대전시청-국립현충원  
 

- 세계종주단 낙동강길 4일째 
     금강팀과 이화령고개에서 합류 

6)대전 통일대장정, 한국종주 4일째(24일) 

이화령고개에서 세계종주단과 합류한 금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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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 충주호암체육관, 이종배 
국회의원 등 500명  참석 

- 종주 : 호암체육관-탄금대  
 

- 세계종주단 남한강길 
     여주보까지 100키로 빗속행군 
 
-  남북 협상 타결, 6개항 합의문 발표 

7)충북 통일대장정, 한국종주 5일째(25일) 

8)인천/광주전남, 서울 통일대장정, 한국종주 6-7일째(26-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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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총재님 정주생가 방문(6.19-23) 
- 평양 유소년축구대회 브라질 

소로카바팀 유니폼에 로고부착 
      (유니폼전수식 8.16 인천공항) 

 
- 러시아종주단 판문점 방문(8.15) 

6. 특별보고 – 북한 피스로드 조건섭리  

소로카바, 피스로드 유니폼 전달식 
평양 거쳐 판문점에서 통일의 노래를 부른 러시아 종주대표단 

7. 한국종주 성과 및 향후과제  

1. 성  과  
   1)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2)지역 단위 단체장 등 유력인사 대거참여 외연확대  
    3)방송 신문 등 언론기관, 관심과 협조 
    4)비전 2020 성취위한 대단결 의지고양  
 

2. 향후 과제 
   1)세계평화 위한 실천기구로서 구체전략–분쟁지역 평화메시지 전달 등 이벤트 확대 
   2)한반도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구체전략 구상 

세계종주단 환영에 나온 식구들 콩고 피스로드 사이클대회(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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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총재님 정주생가 방문(6.19-23) 
- 평양 유소년축구대회 브라질 

소로카바팀 유니폼에 로고부착 
      (유니폼전수식 8.16 인천공항) 

 
- 러시아종주단 판문점 방문(8.15) 

6. 특별보고 – 북한 피스로드 조건섭리  

소로카바, 피스로드 유니폼 전달식 
평양 거쳐 판문점에서 통일의 노래를 부른 러시아 종주대표단 

7. 한국종주 성과 및 향후과제  

1. 성  과  
   1)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2)지역 단위 단체장 등 유력인사 대거참여 외연확대  
    3)방송 신문 등 언론기관, 관심과 협조 
    4)비전 2020 성취위한 대단결 의지고양  
 

2. 향후 과제 
   1)세계평화 위한 실천기구로서 구체전략–분쟁지역 평화메시지 전달 등 이벤트 확대 
   2)한반도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구체전략 구상 

세계종주단 환영에 나온 식구들 콩고 피스로드 사이클대회(7.30) 

10 

8. 언론보도  

25일 충북대회, MBC,KBS,충북방송 등 취재경쟁  21일 부산대회,  부산 KBS 보도  

25일 충북대회,  청주 MBC 보도  

충북방송 뉴스동영상 

SEG YE-com 

~#,/If!!/~ -/;-Af.,!, 

NEUI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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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orea)

일본(Japan)

북미(North America)

남미(South America)

중미(Central America)

아프리카(Africa)

아시아(Asia)

유럽(Europe)

중동(Middle East)

오세아니아(Oceania)

PEACE ROAD 2015 국가별 실시 결과

---- 107

---- 110

---- 122

---- 150

---- 176

---- 202

---- 263

---- 287

---- 354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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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Korea 대한민국 
Korea 

Sc.hedule 

8/26 

Gwangju, Jeonnairn 

{~.~~) 

8/21 

Busan,. Ulsan 

,(-¥-;'-J, ~) 

8/26 

lncheon, 
GyeonggiBuld>u 

(~~.~Pl:.W) 

8/22 

Gyeongnam 
(~'.at) 

8/27 

Complet!Jon Ceremony, 

Gwanghwamun 

(~. ~ ~~~711~61) 

8/23 

Daegu, Gyeongbuk 

([IR,. ?,i~) 

8/27 

ntemational 
Symposium, Natfonal 

Assembly 
(~Ail~¥AI~. ~§1) 

8/24! 

Daejeon, Chungnarn 
(QI~. ~ ) 

8/25 

Chungb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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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Tour in each Metropolitian city

광역시도별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Jeonbuk(Aug.18)
Jeonbuk Provincial Office 

Chungbuk(Aug.25) - Chungju Ho-Am 
_ H I H 

South, Gyeonggi-do(Aug.19) -
G eon i Provincial Office 

Gyeongnam(Aug.22) -
G eon nam Provincial Office 

Gwangju Jeonnam(Aug.26)-
wan ·u it all 

Gangwon-do (Aug.20) - Port of Donghae 

Daegu-Kyeongbuk(Aug.23) - Gangjeong 
Gor eon ,bo 

lncheon(Aug.26) - lncheon Nam-gu Office 

Busan(Aug.21) - Busan City hall 

Daejeon(Aua.24) - Daejeon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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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International Team Cycled Korea

피스로드 세계연합 종주단 대한민국 국토종주

August 21- 27, 35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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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Japan 일본

Japan 

Schedule 

,8/2 

Fukuyama 
(~J..1 1•r) 

6/22 

Japan Peac:e Road 
Launching 
(~~f"IJ~) 

,8/6 

lokyo 
(.0.) 

7/20 

Nosappu Mlsakl; 
Hold<aido, 

{~"'!lJAt.~I, ;~.!c.) 

8/17 

Hiroshima1 
{il~Alll.r) 

7/22 

Wal<kanal,, Hokkaido 
(~l~ I, ~~~) 

,8/20 

Yamaguchi-Busan 
(O~Dt;l'-1 -¥tr) 

7/24 

Sapporo 
{1!'!ii ~} 

7/28 

Aomori 
(Ot.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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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일본 출발식 Japan Launching

국가
Nation

일본
 Japan

 지역
Location

도쿄
 Tokyo

일시
Date

2015. 6.22
June 22, 2015

6월 22일 1시 30분 일본 게이오(京王) 프라자 호텔에서 에서 2015년 일본 피스로드 출발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출발식에는 일본 및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 UPF에서도 송광석 사무총장이 참여했
다.

일본은 2013년 제1회 피스바이크 종주를 북해도에서 시작하여 한국 임진각까지 진행하였고  2014년에도 
일본 열도 6000km를 종주했다. 올해 피스로드 2015 프로젝트 일본 종주 성공을 결의하는 출발식이 많은 
사람들의 성원속에 성료되었다.

On June 22, 1:30 pm Japan held the Peace Road launching in the Keio Plaza Hotel.
At this Peace Road launching, Korean National Assemblymen, Japanese Diet members, and Gwang-seok Song 

the secretary general of UPF Korea attended.
 The first Peace Road was held in Hokkaido Japan in 2013. They rode bikes from Hokkaido to Imjingak, Korea.
The Peace Road continued in 2014; they rode across the Japan for 6,000 km. 
Japan held the Peace Road launching with the support of many people to add to the success of this year Peace 

Road.

- po9 .1<1pun J1.1,we:! auo - !>-

~ Ueder UJ SJ;O~ 0'10li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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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일본 북해도 Hokkaido, Japan

피스로드 일본 행사가 북해도에서 한.일 국회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20일 개최됐다. 오전 8시30분 북해도 최북단 노삿푸미사키에서 출발
식 후 오후 4시 구시로 시에서 환영식을 가지며 8월 21일까지 32일간 10,000km에 이르는 ‘피스로드 일본’ 행사의 출발을 알렸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토 요시다카(중의원,자민당부간사장) 일본 국회의원과 에바 히로야 구시로 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간 조명철·송영근(새
누리당), 설훈(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하여 한.일 우호 증진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자전거 종주를 함께 하여 뜻 깊었다.

이토 요시다카 의원은 축사에서 “120개국이 동참하며 아프리카 희망봉과 칠레 산티아고에서 출발한 장대한 평화프로젝트인 ‘피스로드’가 
일본에서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금번 일본 열도의 자전거 종주를 통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 우호친선과 동아시
아 안전, 그리고 세계평화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명철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모토로 전 세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피스로드 일본 행사의 출발에 함께하게 되
어 무척 기쁘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분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열자는 금번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만큼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해 민간차원에서의 이와 같은 행사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계기로 양국의 상호협
력과 우호관계를 더욱 곤고히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종주를 마친 종주자들이 한국에 합류하여 남북통일의 깃발을 
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함께 종주하는 만큼 남북갈등 해소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병호 한국실행위원장도 일본 피스로드 대장정을 축하하며 “피스로드를 통해 연결된 지구촌 평화의 물결이 일본 전역
을 거쳐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될 대마도를 지나 한반도로 향하는 만큼 분단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남북통일이 곧 아시
아를 넘어 세계평화의 초석이라고 볼 때, 일본에서 출발하는 피스로드는 일본 내 평화실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힘이 될 것
이다.”라고 피스로드에 대한 의미설명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강조했다.

22일에는 남미 칠레에서 출발하여 북미,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을 거친 피스로드 깃발이 북해도 와카나이에 도착한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마친 깃발을 사할린 동포가 배를 타고 들어와 일본에 넘겨줄 예정이다.

특히 일본에 도착한 러시아 일행과 일본 피스로드 종주단은 1983년 9월 1일 격추된 KAL기 희생자들의 위령탑이 있는 와카나이 평화공원
에서 추모제를 가진 후 24일 삿포로 시내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행진을 대규모로 벌일 예정이다.

국가
Nation

일본
 Japan

 지역
Location

북해도 노사푸미사키 
Nosapu Cape, Hokkaido

일시
Date

2015. 7.20
July 20, 2015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Korean and Japan opened a chapter of private exchanges 
to promote their friendship. On July 20, the Peace Road event was held in Hokkaido, Japan, with several congressmen from 
Korea and Japan. After the launching at 8:30 a.m. on Hokkaido, the northernmost of Japan’s four main islands, at Nosapu Cape, 
the participants moved on to Gushiro and had a welcoming ceremony at 4 p.m. At the ceremony, they announced their departure 
on a 32-day Peace Road journey of 10,000 km through Japan, which will end on August 21. In this event, Korean and Japanese 
congressmen participate for the promotion of friendship between their respective nations. They are Rep. Ito Yoshidaka, secretary-
general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Mr. Eba Hiroyagushiro, Mayor of Wakkanai (both Japanese) and Mr. Myeongcheol 
Jo and Mr. Yeonggeun Song, both Korean congressmen in the Saenuri Party and Hun Seol a Korean congressman in the New Poli-
tics Alliance for Democracy. Rep. Ito Yoshidaka gave a congratulatory message. He said, “Congratulations for the launching of 
Peace Road, which is a spectacular project involving 120 nations that had its beginning at the Cape of Good Hope, South Africa, 
and Santiago, Chile. I hope through this Peace Road cycling tour in Japan, we can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and also realization of the Security in East Asian, furthermore I’m looking forward to contributing the realiza-
tion of world peace.”

Mr. Myeongcheol Jo also gave a congratulatory message. “I’m happy to be here for the Peace Road launching, which has as its 
motto the hope for world peace and the 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because 
I agree with the theme of Peace Road, which is to overcome the various disputes and conflicts happening in the world. Addition-
ally, it is a means to open the way to a peaceful world. To promote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kind of event is very 
important and I hope through this opportunity, Korea and Japan can become closer.” In addition, he appealed to the audience “to 
the same degree that Japanese riders will join the Korean Peace Road team tour from Busan to Seoul, I hope Japan will support 
and cooperate with us on conflict resolution and the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r. Byung Ho Son, president 
of the Peace Road Organizing Committee, who also participated in the event, explained the meaning of Peace Road and requested 
support from Japan. “I think,” he said, “this division is difficult to maintain much longer, due to this movement to produce a wave 
of global peace connected by the Peace Road, which will pass through Daemado to Korea, where the undersea tunnel will be built. 
As you see, the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be a cornerstone of world peace, the Peace Road department in 
Japan is important.” The Peace Road flag that came from Chile, South America, to North America, and again to Sakhalin, Russia, 
will arrive to Watkanai, Japan, on July 22. After the Peace Road event in Sakhalin, they will pass the Peace Road flag by ferry to 
Japan. Especially after the Russia Peace Road team arrives in Japan, they will have a memorial ceremony at the Watkanai Peace 
Park for the 269 victims (passengers and crewmembers) of the Korean Airline passenger jet that was shot out of the sky over 
Sakhalin on August 1, 1983. Than, on July 24, they will start on the peace march for world peace from the city of Sapp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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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ation

일본
 Japan

 지역
Location

북해도 노사푸미사키 
Nosapu Cape, Hokkaido

일시
Date

2015. 7.20
July 20, 2015

7.20 일본 북해도 Hokkaid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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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일본 북해도 와카나이 Watkanai, Japan

7월 21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된 후 피스로드 종주기가 배를 통해 바다를 건너 일본 북해도

의 와카나이시에 전달되었다. 사할린 피스로드 대표와 송광석 한국 UPF 사무총장은 22일 와카나이 항에 도착하여 

피스로드 종주기를 일본 피스로드 대표단에게 전달하며 국경을 넘은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와카나이

의 UPF와 평화통일연합, 가정연합 회원들은 사할린 대표를 환영하며 축하의 노래를 전했고 스에나가 평화통일연

합 부회장이 인사말씀을 통해 피스로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서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지는데 힘이 될 

것을 기원하였다.

환영식을 마친후 일.러 대표단은 와카나이에 위치한 소야미사키 세계평화공원을 방문하였다. 냉전시대 사할린 상

공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여객기의 269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를 찾아 넋을 위로하였다. 이 자리에는 와

카나이 시의 시장과  시의원이 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러시아로부터 피스로드 종주기를 전달받은 일본 피스로드 와카나이 팀은 계속해서 일본 국토 

종주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환영식 및 추모식 행사는 와카나이 신문 1면에 보도되었다.

국가
Nation

일본
 Japan

 지역
Location

북해도 와카나이
Watkanai, Hokkaido

일시
Date

2015. 7.22
July 22, 2015

On July 21, after the Peace Road event in Sakhalin, Russia, the Peace Road flag went all the way by ferry 
to Watkanai Japan, carri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Sakhalin group. Mr. Guang Suck Song, the UPF-Korea 
secretary general, accompanied him. When they arrived at Watkanai Port and the Peace Road-Russia repre-
sentative passed the flag to the Peace Road-Japan representative, they vowed to connect the peace movement 
between their two countries.
A member of UPF-Japan and Japan’s Feder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FPU) welcomed the Sakhalin 

representatives and sang a song to celebrate. Mrs. Suenaga, vice president of FPU greeted them by saying, “I 
hope the Peace Road movement can spread to the world and I hope this movement can help the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fter the welcoming ceremony, the representatives of Japan and of Russia visited the World Peace Park in 

Soyamisaki, Wakkanai. They prayed for the 269 victims (passengers and crew) of Korean Air flight 007 that 
was shot down in the sky over Sakhalin during the cold war. A congressman and the mayor of Wakkanai also 
gave some encouraging message.
Even though it was raining, the Peace Road Japan team keep move on with the flag they had received from 

Sakhalin.
Watkanai Newspaper covered the event on its fron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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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일본 북해도 와카나이 Watkana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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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일본 삿포로 Sappor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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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일본 아오모리 Aomor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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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본 후쿠시마 Fukushima, Japan

미야기(宮城)현에서 종주 깃발 전달받은 후쿠시마(福島)현 실행위원회는 8 월 2 일 후쿠시마 현 소마 (相馬市)시에서 이
와키 (いわき市)시까지 58km의 다섯 구간을 11 명의 참가자들과 종주하였다.

오전 6시 53 분에 종주자 2 명이 출발 하여 후타바군 후타바정에서 후타바 군 히로노마을까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라 출입 금지 구간이 설정되어있는 마을이었지만 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개통됨에 
따라 자전거를 차량에 탑재하고 통과 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히로노 마을에서 이와키시까지 자전거 종주를 재개하여 피
스로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오전 10시 30 분부터는 아타미 플랙스(ユラックス熱海)에서 “부흥의 도약 in FUKUSHIMA」를 개최하여 300 명의 지
지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합창단의 노래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피스로드 2015의 소개 영상이 상영되고, 내빈 인사, 그리고 FPU 후쿠시마 현 상
임 고문으로부터 “평화 실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있었다.  그 후, 종주자들의 소감발표가 진행되었다.

한 종주자는 “피스로드는 세계 120 개국의 서로 다른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리는 멋
진 이벤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평화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열심히 활동하
신 식구부터 직접 소감을 들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는 소감을 남겼다.

Fukushima Prefecture received the Peace Road flag from Miyaki District and continued their 58 km ride on August 

2, from Soma city to Iyaki city in-five sections with 11 participants.

At 6:53 two of the cyclists departed from Futaba District to Hirono town. This town was restricted because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However, recently some sections were open for cars; they could 

pass through by car with their bikes in the trunk. They continued their ride from Hirono town to Iwaki city and 

successfully ended the tour.

At 10:30 a.m. at Atami flex, with 300 supporters they held an event under the theme, “Leap and revival in Fuku-

shima.” The event began with a song from the chorus team. Then they watched the Peace Road introduction video, 

and greeted the VIPs. The event continued with a speech by standing advisor FPU Hukushima with the theme “The 

way of realizing peace”

In the end, some cyclists shared their impressions. One of the cyclist said, “Peace Road is a great event with all 

different racers from 120 nations participating. I want to encourage to the cyclist who will ride for peace in this hot 

weather. “I was impressed to hear their impressions of those who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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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일본 동경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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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일본 히로시마 Hiroshim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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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일본 야마구치 Yamaguch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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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North America 북미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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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U.S.A

일시
Date

2015. 5. 30
May 30, 2015

5.30 세계출발식, 미국 라스베가스 Global Launching, Las Vegas, USA

‘피스로드(Peace Road) 2015’ 세계출발식이 미국 라스베가스 국제평화교육센터(IPEC)
에서 현지 시간 5월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출발식은 세계 각 대륙실행위원장과 각국 실행위원장을 포함한 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스로드 세계평화 지구본 제막식’과 ‘평화기원 사인식’에 이어 김만호 조
직위 세계본부장과 김기훈 미국 대륙실행위원장의 인사말씀, 그리고 닐 살로넨(Neil Sa-
lonen) 미국 브리지포트 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미국 내 이슬람교 고위성직자인 하이탐 분
닥지 이맘의 축원, 손병호 한국 공동실행위원장의 만세 삼창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계출발의 첫 종주자로 나선 라스베가스 CARP 회원 및 청년 20명은 자전거로 국
제평화교육센터를 출발하여 천화궁을 들러 문선명 총재님 성화1,000일 추모 헌화를 한 
후, 라스베가스 시내를 종주하며 ‘피스로드 세계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종주자들은 40
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를 이겨내며 라스베가스 시내 16km를 종주하면서 피스로드 프로젝
트 주제인 “평화로 세상을 연결하자(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슬로건
을 미국 시민들에게 알렸다.

특별히 한학자 총재와 문선진 세계조직위원장은 피스로드 깃발을 들고 출발 게이트를 가
장 먼저 통과하며 ‘피스로드 2015’의 세계출발을 알리고 종주자들을 격려하였다. 

The Peace Road 2015 World Launching Ceremony was held at 2 p.m. on May 30, 2015, at 
the newly opened International Peace Education Center (IPEC) in Las Vegas.

500 people gathered at the 2015 Global Launching Ceremony including the continental 
and national presidents of the PEACEROAD executive committee. It started with the unveil-
ing ceremony of the PEACEROAD globe, in front of the IPEC in order to reveal the symbol 
of the PEACEROAD. Greeting messages were given by Dr. Man Ho Kim, Director General 
for FFWPU International and Dr. Ki Hoon Kim, Continental Chairman of FFWPU in North 
America. Congratulatory remarks were given by University of Bridgeport President Neil Sa-
lonen and Imam Haitham Bundakji, Chair of the Islamic Center of Orange County, Califor-
nia prayed. At the end Dr. Byung Ho Son leaded three rousing cheers.

The first riders of the 2015 Peace Road bike tour were 20 young CARP members. They 
made their way from IPEC and they dropped by the Cheon Hwa Gung, and offered flowers 
for the 1,000 day memorial commemoration of True Father’s Sung-hwa. After that they ride 
at Las Vegas. The temperature of Las Vegas was 40 Celsius but the riders were filled with 
an amazing energy, and they rode their bicycle wishing for the true peace in the world. 
Through this ride the participants let the passengers know the slogan,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Especially Rev. Hak-Ja Han Moon, and Dr.Sun-Jin Moon, who is the international presi-
dent of FFWPU encouraged the riders and waved Peace Road flags through the opened win-
dows of the car as they drove through gate of the Peac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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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출발식 : 피스로드 승리기원 사인(참어머님, 문선진 세계회장, 박인섭 세계부회장, 문권진님, 문화연님) 

 Autographs for wishing the victory of the PEACE ROAD project 
         ( True Mother, World President Sun-jin Moon, World Vice-president In-sub Park, Gwon Jin Moon Nim, and Hwa-yeon Moon Nim )

5.30 세계출발식, 미국 라스베가스 Global Launching, Las Vega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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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출발식 : 국제평화교육센터(IPEC) 광장   Global Launching : IPEC Square

5.30 세계출발식, 미국 라스베가스 Global Launching, Las Vega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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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 종주 : IPEC광장 - 라스베가스 시내 16km / 20명   Riding at Las Vegas: IPEC Square - 16 km in Las Vegas / 20 participants

5.30 세계출발식, 미국 라스베가스 Global Launching, Las Vega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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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Media Reports

5.30 세계출발식, 미국 라스베가스 Global Launching, Las Vega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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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국가
Nation

멕시코
Mexico

도시
Location

Puebla(7.3)   /  Morelos (7.4)
Mexico D.F. (7.7) 

일시
Date

2015. 7. 3-7
July 3-7, 2015

7.3-19  북미 멕시코 North America  Mexico

7.3  - Peace Road in Puebla 

7.4  - Peace Road in Morelos 

.3 - Peace Road in Puebla 

~ 

Conectando e M ndo a traves de la Paz 
J9~ l'I ((;.k, . = '2 

Mexico del 1 a l' .20 de ju io de1 201 s 
7 ciudad e s m as de 1 , ooo kms 

12 0 aciones part ipantes en ester proyecto de Paz Mund1a 

PEACE ROAD 

Morelos News paper (2nd page of 5/Jul/15) _ _ _ 

L1evan sobre ruedas un 0 =~-
mensaje de paz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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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북미 멕시코 North America  Mexico

7.7  - Peace Road in Mexico D.F..7 - Peace Road in Mexico D.F. 

H !LE 
H T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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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국가
Nation

미국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U.S.A.

일시
Date

2015. 7. 18
July 18, 2015

7.18 미국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USA

미국 두 번째 피스로드 행사가 7월 18일 로스엔젤레스 파서디나(Pasadena) 시청앞에서 부모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자전거를 탄 참가자들은 파서디나 시내를 통과하며 (가정연합 센터 앞까지) 

3.2km를 종주했다. 80여명이 피스로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전 민선 치

안 담당관 바카 리, 시청 관계자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단체에서도 동참하였다. 제랄드 필립스(Ger-

ald Philips) 국회 지역구 대표와 크리스 홀든(Chris Holden) 현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하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세계의 각 국가들이 피스로드가 제안한 길을 따라 자전거로 종주함으로써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인 미나 조모로드(Mina Zomorod) 씨는, “피스로

드를 처음 들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프로젝트에 협조해서 놀랐고, 우리가 누

구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많은 질문을 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국가에서 지정한 부모의 날에 

실시된 이 날 피스로드 행사는 지구촌 한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Los Angeles residents pedaled for peace on the morning of Saturday, July 18 at the rotunda of the Pasade-
na City Hall, in conjunction with the annual Parents’ Day event. Bicyclists rode through historic downtown 
Pasadena for two miles to the Pasadena Unification Center at the top of Holly Vista Drive. More than eighty 
people came together for the joint event that celebrated families on a micro- and macro-level. The audi-
ence consisted of former Los Angeles Sheriff Lee Baca, representatives from city hall, and various religious 
organizations. Gerald Philips, the district Representative of the Assembly member Chris Holden, a current 
assemblyman, gave the welcome address. The Peace Road project was then introduced to all attendees 
by Nehdar. He explained that the Peace Road is a bridge to unite the world and that in many cities along 
the proposed road, people are participating in symbolic bike rides. Mina Zomorod, a young Unificationist 
participant, expressed shock at the positive energy she felt from the audience. “So many people who never 
heard about the Peace Road before were so excited to support the project,” she said. “Many people were 
asking questions and try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who we are!” One world family is being con-
nected through the Peace Road, and that was really highlighted, because we celebrated family at National 
Parent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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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미국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U.S.A.
미국 로스엔젤레스 피스로드 Peace Road in Los Angele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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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sisco, U.S.A.

일시
Date

2015. 7. 19
July 19, 2015

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U.S.A.

미국의 피스로드 종주가 로스엔젤레스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 연결되었다.

7월 19일 오전 10시 크리시필드(Crissy Field)에 모인 참석자들은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골든게이트 
다리를 건너 소살리토(Sausalito) 근처의 비스타 포인트(Vista Point)까지 4.8km(3mile)의 종주를 준비
했다.

캐빈톰슨(Kevin Thompson) 목사는 자전거 종주단과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문선명 총재가 1981년 
한.일.미국의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피스로드의 대한 말씀을 훈독하고 피스로드의 취지
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문화와 무역을 통해 ‘하나님 아래 한가족’을 실제화 하기 위한 피스로드의 중요
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피스로드 종주에 참여함으로서 문총재의 꿈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우리
는 세계 한 가족의 이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로를 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라
고 덧붙였다.

전날 로스엔젤스에서 온 피스로드 깃발을 전달받은 37명의 자전거 종주자들과 100명의 행진단은 크리
시필드에서 다리를 건너 비스타포인트(Vista Point)로 출발한 후 다시 크리시필드로 돌아오는 일정의 종
주를 진행했다.

조시 하드만(Josh Hardman) 회원은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한 가족이 되서 참아버님을 위한 
일을 할 때 항상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이벤트는 미래의 활동들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스로드는 평화의 도로와 하나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는 참 아버님의 비전을 이루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The Peace Road journey of America moved on through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On July 19, in San Fran-
cisco, cyclists for peace and well-wishers rallied at Crissy Field along the San Francisco Bay near the Golden Gate 
Bridge at 10:00 a.m. to celebrate the Peace Road. The main event of the day would be a three-mile trek across the 
Golden Gate Bridge ending at scenic Vista Point near Sausalito.
Reverend Kevin Thompson of the Bay Area Family Church welcomed the cyclists and their supporters, and read 

from part of Father Moon’s speech that first proposed the Peace Road at a 1981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f 
Korean, Japanese and American scientists in Seoul. Then he spoke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as a 
substantiation of one family under God, through culture and commerce. By taking part in this tour, he said, we are 
supporting Reverend Moon’s dream. Once the world is connected through the Peace Road, one world culture can 
spread so easily. “We are putting the rubber to the road, to show our commitment to the concept of one world fam-
ily.”  The flag, which travelled from Los Angeles to the Bay Area overnight, was passed on to the bikers. Thirty 
seven riders and a hundred walkers then set off through Crissy Field and over the bridge to Vista Point. Then they 
made a return journey back to Crissy Field. “It was a beautiful day and it is always meaningful to do something 
in Father Moon’s memory as a unified family,” said Josh Hardman, a young member. “But I really feel like this 
event can be so much more than a leisurely bike ride, depending on our future actions. This is a historical step 
towards creating a peace road and a unified world, because we’re going to make Father Moon’s vision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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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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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미국 샌디에이고 San Diego, U.S.A.

샌디에이고에서는 2015년 7월 25일 아침 발보아(Balboa) 공원에서 피스로드 종

주를 시작하였다. 월터프랭크 (Walter Frank) 목사의 사회로 피스로드 종주기를 

전달 받으며 출발식이 시작되었다. 월터프랭크 목사는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피스

로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셨고, 인류가 평화와 조화가운데 살도록 희망하셨다. 

세상에는 수 많은 전쟁과 상업을 위한 길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형제애로 지구에 

서게 될 국가간 평화를 위한 길을 만들기 원한다.”고 설명하였다.

샌디에이고 출발식에는 케나다, 북미원주민 공동체, 미국, 포르투갈, 일본,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공원을 행진한 참석자들은 피스로드를 통해 

평화세계가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건배를 나누며 종주를 마쳤다.

In San Diego, Peace Road 2015 riders gathered on the morning of July 25 
at Balboa Park, the site of the 1915 World’s Fair. The group started with a 
prayer for peace at their kick-off ceremony for the Peace Road event. Cy-
clists geared up for the exciting journey on the road.

The San Diego program was officiated by Pastor Walter Frank, who began 
the ceremony by receiving the Peace Road flag. Participants watched proud-
ly as they officially gathered for the event. Pastor Walter Frank explained, 
“Rev. Moon has a hope in the Peace Road the hope of all humankind to 
live in peace and harmony. There have been many roads built to wage war, 
many roads built for commerce. We want to build a road for peace, peace 
between all nations and for brotherly love to arise on the earth.” The San 
Diego event was represented by cyclists from Canada, the Native American 
community, the USA, Portugal, Japan and France. The event finished with a 
toast of symbolic champagne to True Father’s dream of world peace through 
the Peace Road.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샌디에이고
San Diego, U.S.A.

일시
Date

2015. 7. 25July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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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미국 포틀란드 Portland, U.S.A.

7월 25일 미국 포틀란드에서 8명의 자전거 종주단이 윌라메트(Willamette River)강과 포틀란드 시내가 한눈에 내

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테이버 파트(Mr. Tabor Park)산 정상을 타고 평화기념공원으로 출발하였다. 피스로드 종주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종주가 진행되기 전 주 토요일에 12명의 준비단이 오레곤 유진(Eugene Oregon)에 모여 화합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한 준비단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피스로드 비전을 공유하고 종

주 일정의 승리를 결의했다. 종주 당일인 25일, 여름 첫 비가 내리는 가운데 종주단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따라 종주를 

시작했다. 9.6km(6 mile)의 시작점인 테이버 파트 산은 문선명 총재가 1965년에 지정한 성지이기도 하다. 비오는 날

의 종주는 윌라메트 강 동쪽 산책로를 따라 좁은 길로 이어 졌다. 종주가 진행되는 동안 50명의 참석자들은 밴드의 리

드에 맞춰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  종주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만찬이 진행되었다. 에릭 실트(Eric Sylte)목사는 

짧게 피스로드의 취지와 문선명총재의 세계평화고속도로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피스로드 비전에 크

게 공감하며 배너에 사인하며 종주 일정을 마쳤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포틀랜드
Portland U.S.A.

일시
Date

2015. 7. 25
July 25, 2015

In Portland, eight brave cyclists left the summit of beautiful Mt. Tabor Park and rode to Peace 
Memorial Park overlooking the Willamette River and Downtown Portland. Several heat waves oc-
curred this summer, however on July 25th when the cyclist ventured out, they had the first day of 
rain. Cyclists rode slowly and carefully, particularly on the steeper downhill areas. Mt. Tabor, the 
start of the six-mile ride, is home to one of the Holy Grounds created by Rev. Moon in 1965. Partici-
pants prayed and began their journey there. The destination for the event was Peace Park, a venue 
dedicated by War Veterans in the hope to put an end to warfare and strive for peace. The rainy ride 
included a stretch of scenic pathways along the banks of the Willamette River on the Eastside Espla-
nade. At the rally, a youth band led the gathering of about 50 participants in song, including Tongil. 
Pastor Eric Sylte briefly shared the vision of Rev. Dr. Sun Myung Moon, who inspired for decades 
the idea of a world highway that would help usher in the new world of peace. Following after was 
a closing in prayer and a wonderful celebratory meal. Participants, satisfied and inspired, joined in 
signing their signature on a Peace Road board. Cyclists had a great time, and the crowd was lively at 
the rally. Some mentioned the event reminded them of the rain at Yankee Stadium, and they were 
glad they came. In addition to the Peace Road event, on the prior Saturday, a dozen people gath-
ered at Eugene Oregon’s Holy Ground to pray and later gathered at a Korean War Memorial, where 
True Mother dedicated a beautiful bench.These two additional events were planned in honor of the 
anniversary of Rev. Moon’s Seonghwa (ascension) anniversary and for the success of the Peace Roa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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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틀란드 피스로드 Peace Road in Portland, U.S.A.

7.25  미국 포틀란드 Portl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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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미국 시애틀 Seattle, U.S.A.

7월 25일 오전 10시 워싱턴 주 시애틀의 워런G.메그너슨(Warren G. Magnuson Park)공원에서 피스로드 종주가 진행되었다. 워런 G.메

그너슨 공원은 시애틀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이며 과거 시애틀의 군사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다. 여기는 시애틀의 동북쪽 1마일 크기의 워싱

턴 호수의 멋진 물가가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자전거 종주는 공원에서부터 1907년 데니스(Dennys)페밀리에 의해 지어진 시애틀시티의 설

립자 러시컬든(Lochkelden)대저택까지 이어졌다. 러시컬든 저택에서 시애틀 가정연합 넬슨 미라(Nelson Mira)목사는 피스로드의 중요성

과 피스로드 설립자이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피스로드의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연설 이후 두 명의 자전거 종주단 대표가 피스

로드 깃발을 시애틀의 인권 운동가 리즈완 사마드(Rizwan Sama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스콧(Scott Dolfay)종주단원이 러시컬든 저택에

서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짧은 연설을 하였다. 애틀의 저명한 인권 운동가 리즈완 사마드는 행사에 앞서 축사를 전했

다. “우선, 저는 좀 더 살기 좋은 곳, 우리 후손들을 위해 문선명 총재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탱고를 출 때에는 두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

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평화 집회에 여러분의 헌신과 행동은 전쟁의 ‘탱고’를 끝내고 평화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 입

니다.” 그는 덧붙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형제로서, 동지로서, 여러분과 같은 것을 원하는 이슬람 교도로서 여러분과 함께 서

겠습니다. 평화는 집을 짓기 위한 벽돌입니다.”라고 말했다. 사마드의 연설이후, 평화대사와 종주단은 테레사 수녀, 마틴루터킹주니어를 포

함한 여러 종교지도자들의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발표자들은 메시지 공유를 한 후 피스로드 포스터에 사인을 하였다. 시애틀 가정연합 음악

부장은 브레인 그랜드스톰(Brian Granstrom)의 지휘아래 모두가 통일의 노래를 한국어와 영어로 불렀다. 게르하르트(Gerhard Wies-

inger) 피스로드 출발식 사회자는 통일의 노래의 유래와 한국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문선명 총재의 많은 노력과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피스로드 종주단 중에 인상 깊은 종주단원은 눈이 보이지 않는 엔젤라(Angela Noriega)이다. 그녀는 맹인임에도 불구

하고 종주에 동참하기 위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함께 종주에 참여하였다. 피스로드를 마무리 하면서 사마드가 피스로드 깃발을 짧은 연설

을 한 레리 (Larry Krishnek)에게 전달하였다. 시애틀의 피스로드 종주는 피스로드 깃발을 캐나다 밴쿠버로 전달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In Seattle, Washington, the Peace Road Bike Tour began at 10:00am on July 25 at the beautiful Warren G. Magnuson Park. As Seattle’s 
second largest park, it includes pieces of Seattle’s military past and sits on a splendid mile-long stretch of Lake Washington’s shoreline 
in northeast Seattle. The bicycle trek commenced through the grounds of the park to the historic Lochkelden Mansion built in 1907 by 
the Dennys family among the founders of Seattle City. Toshiaki Yamamura, a young Unificationist who led the tour, mentioned that 
everyone had a great time and many expressed that they want to do it again next year. At the Lochkelden Mansion, Pastor Nelson Mira 
of the Seattle Family Church spoke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initiative according to its founders, the Reverend Sun 
Myung Moon and his wife, Mrs. Hak Ja Han Moon. After his speech, two representative bikers officially brought the Peace Road flag to 
Seattle by handing it to the guest speaker, Rizwan Samad. Scott Dolfay, one of the bikers, gave brief remarks, highlighting the signifi-
cance of holding the ceremony at the Lochkelden Mansion, a property tied closely with the founding of Seattle.Rizwan Samad, Seat-
tle’s prominent Human Right Activist, conveyed his congratulatory address and began by saying,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you and 
congratulate you for all the hard work and effort to bring Dr. Moon’s peace message to this planet, to make a better place for us and 
for our future generation.” Samad also said, “This type of event is important for many reasons, namely humanity. War is not usually 
the fault of one person, because as the saying goes, ‘It takes two to tango.’ Your dedication and action here at this peace rally is an 
effort to end the ‘tango’ of war and start the ride for peace.” Samad added, “I applaud you and I stand with you as your brother, fellow 
human, and a Muslim who wants what every one of us wants. Peace is the brick that builds a house.” After Samad’s address, Ambassa-
dors for Peace, bikers and Unificationists of all ages read messages for peace from many religious leaders, including Mother Teresa and 
Martin Luther King, Jr. Each speaker signed the Peace Road poster after they spoke. Brian Granstrom, the head of the Seattle Family 
Church Music Ministry, led every attendee in singing the Unity Song in English and in Korean. Gerhard Wiesinger, the emcee of this 
event, explained that the song originated in Korea and is significant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 cause in which the Rev-
erend Moon invested a lot of his effort. One remarkable participant and Peace Road rider was Angela Noriega, a recent Unification-
ist who is blind and has an incredible story of discovering Unificationism, the Divine Principle and Father and Mother Moon through 
the internet. She rode on a tandem bike with another rider so that she could take part in this event. The program concluded with the 
transferring of the Peace Road flag from Seattle to Vancouver, British Columbia. Samad handed over the flag to Rev. Larry Krishnek, 
who gave brief remarks. He thanked everyone for the event and reassured that the flag will make it to Vancouver, and then Alaska, 
along the Peace Road.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시애틀
Seattle, U.S.A.

일시
Date

2015. 7. 25
July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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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미국 시애틀 Seattle, U.S.A.

미국 시애틀 피스로드 Peace Road in Seattl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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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캐나다 벤쿠버, Vancouver, Canada

최근 두 달간 비가오지 않던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에 7월 26일 오래만에 비가 내리는 기쁨 가운데 캐나다 피

스로드 종주가 실시되었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만 70여명의 가정연합 회원들과 평화대사 가족들이 베어크릭공원

(Bear Creek Park)에 모여 출발식을 가졌다. 출발식에는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Simon Fraser University)교수이

자 평화대사인 유리 팬크래츠(Dr. Yuri Pankratz)박사와 캐나다 가정연합 김문식(Dr. Moon Shik Kim)박사가 환

영사를 통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피스로드 비전을 강조하였다. 팬크래츠박사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만

들도록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래리 크리슈넥 (Rev. Larry Krishnek)목사가 미국 시애틀에

서 전달받은 종주기를 가져와 캐나다 종주팀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 후 앨런 와일딩 (Rev. Alan Wild-

ing) 목사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다함께 피스로드 승리를 외쳤고 감바시(Rev. and Mrs. Kambashi)목사 부부가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며 색색의 풍선들을 하늘 높이 올려 보냈다. 비가 더 거세게 오는 가운데에도 자전거 종주단과 행

진단은 피스로드 슬로건을 외치며 행진과 종주를 전개하였고 종주를 마치자 비가 개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피스

로드 종주기는 북미 대륙 피스로드 행진이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종주 지역인 미국 알래스카로 전달되었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캐나다 벤쿠버
Vancouver, Canada

일시
Date

2015. 7. 26
July 26, 2015

Vancouver, for the past two months, hardly experienced any rain. However, on the very day of their Vancouver 

Peace Road rally, it poured like a typical summer day in Vancouver. Despite such weather, more than 70 Unifi-

cationists, Ambassadors for Peace, friends and families stood together at Bear Creek Park on Sunday, July 26 to 

rally for global peace.

During the opening ceremony, Dr. Yuri Pankratz, a Professor from Simon Fraser University and Ambassador 

for Peace, together with Dr. Moon Shik Kim, Director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Canada, emphasized in their messages the legacy of Rev. and Mrs. Moon. Dr. Pankratz reiterated that, 

like them, we need to continue to pursue the dream of realizing one world under God. In a symbolic motion, 

Rev. Larry Krishnek, who successfully held a Peace Road event the day before in Seattle, transferred the Peace 

Road flag to Dr. Kim. Participants joined in fellowship and music as the flag was passed along to Vancouver.

After the song, Rev. Alan Wilding led the crowd in reciting loudly, “Victory of the Peace Road!” As they 

cheered, Rev. and Mrs. Kambashi released dozens of colorful balloons up into the Vancouver sky, representing 

peace over the land. As the rain started to pour harder, the peace bike cyclists started their Peace Road journey 

by riding in front of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who walked and repeatedly shouted the slogans above. As they 

finished the walk entirely through the blessing of rain, the sunshine came out. Next they will pass on the flag to 

Alaska as the Peace Road rally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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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미국 코디악 Kodiak, U.S.A.

7월 31일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다.

출발식은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코디악에서 방문할 때마다 머물고 간 북가든빌딩(North Garden 
building)에서 진행되었다. 해안구조보조그룹(Coast Guard Auxiliary Group)의 회장을 포함하여 현
지 가정연합, UPF 회원들과, 해양 챌린지 프로그램 참가자 및 코디악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였다.

미국 가정연합 마이클 발콤(Michael Balcomb)회장은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어 30명의 종
주단이 참석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시내를 종주하였다. 시내에서 만난 코디악 시장은 피스로드 종주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자전거 종주를 마치고, 치니악(Chiniak)에서 몇몇 회원들과 함께 피스로드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치
러졌다. 행사에서는 배구 대회, 프리즈비(Frisbee:원반던지기) 게임, 저녁 만찬 및 모닥불과 함께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오픈 마이크게임이 진행되었다.

피스로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밤에 풍등(風燈)에 소원을 담아 하늘에 날렸다. 이날은 보기 드문 푸른 달이
(Blue moon)이 떴다. 가족과 친구, 코디악 주민들과 전세계 여러 곳에서 모인 방문객들이 함께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며 피스로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코디악
Kodiak

일시
Date

2015. 7. 29
July 29, 2015

On a bright and sunny afternoon on the island of Kodiak, Alaska, Peace Road activities were held with over 
100 participants.

The day’s activities started at the historic North Garden building, where True Father and Mother stayed 
at during their many visits to beautiful Kodiak. The crowd consisted of local church members, participants 
of the Ocean Challenge Program, and members of the Kodiak community, including President of the Coast 
Guard Auxiliary Group.

Dr. Balcomb gave a message about the meaning and vision of the Peace Road, and about 30 bikers were 
cheered on as they biked to the downtown area. Once there, the bikers were met by the mayor of Kodiak and 
were congratulat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Peace Road event.

After the biking event, all the participants as well as additional members of several local churches met in 
the beautiful property of Chiniak for a huge celebration. There was a volleyball tournament, frisbee games, a 
barbecue dinner, bonfire, and an open mic.

At the end of the night, floating lanterns were released, with the rare blue moon shining in the background, 
with all of our hopes and wishes written on them. Families and friends, Kodiak residents, and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joined together with a common goal for peace and shared a truly warm and unforgettable 
experien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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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디악 피스로드 Peace Road in Kodiak, Alaska

7.29  미국 코디악 Kodia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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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미국 앵커리지 Anchorage, U.S.A.

7월 한달간 미국 서부해안을 따라 올라간 북미 피스로드 깃발은 7월 31일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지점인 

알래스카에 도착하였다. 8월 1일 오전 11시 앵커리지의 가정연합 회원들과 가족들이 딜레이니(Delaney 

Park)공원에 모여 피스로드 자전거 종주를 실시하였다. 

지역 커뮤티티의 리더인 유진 할넷(Eugene Harnett)씨가 피스로드 종주가 앵커리지를 경유하는 의미

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20명의 종주자들은 딜레이니 공원에서 토니롤스(Tony Knowles) 해안길

을 따라 산악지형인 태평양의 좁은 쿡(Cook Inlet) 후미(알래스카 만)를 지났다.

종주자들은 종주를 마치고 출발 장소로 돌아오고 유진 할넷의 사회로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God Bless America’를 함께 불렀고 앵커리지 가정연합 도나 에이비아(Donna Avey)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다.

코디악의 현지주민을 대표하여 카즈요 맥카티(Kazuyo McCarty)씨가 피스로드 기를 앵커리지 지역커

뮤니티 대표인 제나 트렌버그(Jaena Tranberg)에게 전달하였다. 북미 피스로드 종주기는 8월 3일 마지

막 일정지인 노엄(Nome)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앵커리지
Anchorage

일시
Date

2015. 8.1
August 1, 2015

In late July, the Peace Road flag moved up the West Coast of the USA, reaching the northernmost 
point of the trek: Alaska. With just one month left of the journey, the world looks forward to the 
ceremony in Korea to celebrate this enduring vision of an international highway. Here’s the lat-
est from Anchorage: A group of 37 family members and friends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in Anchorage from ages one to 70 gathered for a Peace Road 2015 
rally at Delaney Park for an 11:00am biking event.Local community leader, Eugene Harnett, intro-
duced the Peace Road 2015 vision and 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Peace Road running through 
Anchorage. The 20 participating bikers moved out along the Delaney Park Strip and onto the Tony 
Knowles Coastal Trail along the scenic, mountainous Cook Inlet section of the Pacific Ocean.Riders 
returned to the rally point greeted by enthusiastic volunteers and good food. Emcee Eugene Har-
nett opened the celebration program with the group singing God Bless America and an invocation 
prayer by Pastor Donna Avey of the Anchorage Family Church.A representative former resident of 
Kodiak Island, Mrs. Kazuyo McCarty, transferred the Peace Road flag to Mrs. Jaena Tranberg, who 
accepted for the Anchorage community. This Peace Road flag will be taken to Nome for the con-
cluding North America event Monday August 3rd.Dr. Michael Balcomb, President of FFWPU-USA, 
spoke about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at the Peace Road is not only an actual road, but also 
the process of our daily lives to bring more peace in our relationships. He challenged everyone 
present to do something in the next week that will bring more peace to the people in their lives.
Gathering with the bikers to hear the remarks were passersby going to the Governor’s Annual Pic-
nic, some of whom were Alaska Native residents born in Little Diomede Islands, which is a central 
link to the Bering Strait Tunnel. As we build the awarenes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eace Road 
and the Bering Strait tunnel, the cooperation and the blessing of the Alaska Native peoples is essen-
tial.Dr. Balcomb personally signed certificates for each biker and volunteer, thanking them for their 
participation. All present signed the Peace Road signature board and closed the program with the 
singing of the Tongil Unity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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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미국 앵커리지 Anchorage, U.S.A.

미국 앵커리지 피스로드 Peace Road in Anchorag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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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미국 노엄 Nome, U.S.A.

8월 3일 미국의 마지막 피스로드를 장식하기 위해 6명의 대표단이 알래스카 노엄에서 피스로드를 진행
하였다. 노엄은 예전에 금이 많이 나던 마을로 배링해협 기슭에 위치하여 배와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곳
이다. 노엄에는 알래스카에서 연결된 도로가 전혀 없다.

노엄 시정담당자 조세핀 배그(Josephine Bahnke)는 피스로드 팀을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가정연합 마
이클 발콤(Michael Balcomb)회장이 공식적으로 피스로드기를 전달한 노엄시청에서 짧은 환영식을 열
어주었다. 피스로트 팀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비전과 오랫동안 사랑으로 정성을 투자한 알래스카에 대
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150명이 참가했던 코디악 피스로드의 사진들을 감상한 후에 노엄시의 대표자가 피스로드의 행렬이 
2016년에 더욱 확대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현지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레오 라스무센(Leo Rasmussen) 노엄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이르마
(Irma)는 “소련이 붕괴된 1992년 당시에는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노엄 사이의 연결을 양국이 추진했
었지만 최근까지 진척되지 못했다.” 고 인터뷰 하였다. 이어 이 피스로드의 노력으로 관심이 재 점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베링해협의 기슭을 따라 짧은 행진에 참여한 노엄 해변가 금광업에 종사하는 피터 네글(Peter Nagle)씨
는 방수장화를 신고 100마일 떨어진 러시아쪽으로 바다에 들어가 파도를 가르며 해안에 피스로드 기를 
꽂았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앵커리지
Anchorage

일시
Date

2015. 8.3
August 3, 2015

A small delegation of six people made the journey to Nome on August 3, 2015 for the final leg of the Peace Road in 
the United States. Nome, a former gold-rush town, sits on the shores of the Bering Sea and can only be reached by 
boat and air. There is no road connection with the rest of Alaska although the city has long wanted one.

The Peace Road group was warmly welcomed by City Manager Ms. Josephine Bahnke in a short ceremony at the 
Nome City Hall, where the Peace Road flag was formally presented to the city by FFWPU USA President Michael Bal-
comb. The group shared about True Parents’ vision for the Peace Road and their long standing love and investment in 
Alaska. Reporters from the local radio station interviewed the group, who explained about True Parents’ vision of the 
Peace Road and their long love for Alaska.

After viewing some of the photos of the Peace Road program in Kodiak—where almost 150 people participated—
the city representatives present said were really keen that the Peace Road come back in 2016 and hold a full-fledged 
parade. In an interview with the local radio station, Mr. Leo Rasmussen, a former mayor of Nome and his wife Irma, 
said there had been a real hope establishing a connection to Russia back in 1992 when the Soviet Union ended, but 
in recent times momentum has been lost. They hoped the Peace Road effort would reignite interest. A recent CNN 
report about a new Russian enthusiasm placed Nome as an important stop and first US waystation on the proposed 
Intercontinental Highway.

Peter Nagle, a local Unificationist who is currently mining-gold off the beaches of Nome, joined the short parade 
down to the shores of the Bering Sea, and since he was the only one wearing waterproof boots, kindly offered to 
plant the flag in the waves facing out toward Russia, less than 100 mile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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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미국 노엄 Nome, U.S.A.

미국 노엄 피스로드 Peace Road in Nome, Ala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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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미국 뉴욕 New York, U.S.A.
한반도 평화통일과 평화세계를 기원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가 8월 7일까지 86개국에서 실시된 

가운데 8월 4일 미국 UN본부에서 피스로드 UN 출발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6개 대륙을 평화로 연결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비전과 의미에 대해서 나눴던 이날 행사에는 
김기훈 가정연합 북미대륙회장을 비롯해 토마스 월시(Thomas Walsh) UPF세계회장과 미국의 여
러 NGO 단체 대표자들을 포함한 8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마스 월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선명총재의 국제하이웨이 구상을 소개하고 그것을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피스로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김기훈 대륙회장은 개회사를 통
해서 피스로드 미국 종주를 진행하며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장,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정한 평
화세계는 개인의 몸과 마음의 통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선명 총재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세계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특별히 종교와 인종, 그리고 국가 간의 분
쟁과 갈등을 넘어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문선명 총재의 위대한 업
적과 놀라운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UN행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한 그레네다 유엔을 대표이며 평화대사인 안토인 데니
스(Antoine Denis) 박사는 축사를 통해 “UN에서 이렇게 귀한 평화 프로젝트를 개최하게 되어 감
사하고, 피스로드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세계분쟁을 줄이고 세계평화로 나아
가는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72개국에서 실시되었던 생생한 피스로드 사진 전시를 통해 UN본부에서도 피스로드 프
로젝트를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UN 출발식 행사를 마친 후에는 뉴욕 센
트럴파크로 이동하여 자전거로 10km 구간을 종주하며 전체 일정을 마쳤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뉴욕 UN본부
New York, UN HQ

일시
Date

2015. 8.4
August 4, 2015

The idea of the International Peace Highway, first raised at a 1981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f Korean, Japanese and American scientists in Seoul and later expanded to include a proposed tunnel crossing of the Bering Strait, exemplifies True Father’s conviction that humanity is really 
one family under God. He believed that if people could meet each other in daily life, through culture, trade, and travel, they would come to break down the historic fears and misunderstandings that often divide us from our closest neighbors.

 On Tuesday, August 4, 2015, the Peace Road entered the global spotlight at a United Nations gathering, where a group of over 60 people discussed the vision and impact of a road that would connect six continents. Part of the Peace Road journey, this event coincided with the 70th 
anniversary of bo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p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meeting was sponsored by the Mission of Grenada to the United Nations and organized and co-sponsored by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and Universal Peace 
Federation (UPF), and it concluded with a cycling trek at Central Park to promote the idea of the Peace Road. Speakers, representative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guests gathered early at the UN Headquarters building in New York City, greeting new faces and browsing the Peace Road 
exhibit—a display of posters with photos of Peace Road events around the world. At 10:00 a.m. the briefing began, the highlight of which was a report on the 2015 Peace Road by Dr. Byoung Ho Son, President of UPF Korea and of the Peace Road organizing committee in Korea. Dr. Taj 
Hamad, Secretary General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was the moderator of the gathering. “Peace Road 2015 is a journey to raise hope that we can build a peaceful world,” he said as he opened the meeting. Dr. Thomas Walsh, President of UPF, then gave some welcoming remarks, 
sharing the history of True Father’s idea to build an international highway, and updating everyone on the current status of plans to build a tunnel at the Bering Strait, to which UPF has been encouraging the Russian government to give more attention in the near future. Dr. Ki Hoon Kim, 
Chairman of UPF USA, gave opening remarks, saying that “we call these days the Super Speed Era, but through this Peace Road we want to take time, go from town to town, village to village, city to city, and we want to meet people.” He shared that the origin of world peace begins with the 
unity between mind and body, and without this we cannot build a peaceful community, nation, or world. “We are in the United Nations, where people represent their nation looking for world peace,” said Dr. Kim. “On the Peace Road, we bike from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to Portland 
to Seattle, Vancouver, Anchorage and Kodiak. We share with mayors, government workers, farmers, city workers, and we ask them, ‘How can we bring peace starting from you?’ This is our message to the world.” Dr. Byoung Ho Son then began his message and report. He described the ori-
gin of the Peace Road project, which started with a Peace Bike project in 2013 where Japanese and Korean participants rode together for 3800 kilometers. In 2014, 14 countries in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and Asia participated for 6000 kilometers. This year, the global Peace 
Road journey involved 120 nations around the world. 

“The Peace Road can be called a global peace project where global citizens can participate beyond borders of religion and race,” said Dr. Son. He shared about True Parents’ suggestion for a project called the World Peace King Bridge Tunnel from Cape of Good Hope in South Africa to 
Santiago, Chile with the aim to realize the ideal of one family under God. “They also concretely proposed and strived to realize a Japan-Korea tunnel project and the Bering Strait project,” he said. “It has been 70 years since Korea has been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the basis of global peace. The Peace Road project will create an urge for realiz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ur hope is that the United Nations will be interested and cooperate with us. We ask for your support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Peace Road world 
tour.” Dr. Hamad responded by saying that UPF will present a report to Ambassadors and officials of the United Nations. Antoine Denis,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Mission of Grenada to the United Nations and host and co-sponsor of this event, then took the floor to further address 
next steps in the Peace Road cause. “This Peace Road program and exhibition convened here today at the United Nations is about world peace,” he began. “It represents a growing intolerance of violence and conflict in our world. Going on a long journey begins with a first step, and if we 
do it together we can go very far.” “Peace Road marchers, riders, walkers are more than just travelers,” he continued. “They must be seen as change agents and messengers.” Mr. Denis announced that the United Nations is now embarking on a momentous collective journey, with member 
states determined to see certain goals fully met in their strategic plans for 2030. As homework to the group, he said, “Today I call upon Ambassadors for Peace and Peace Road riders to adopt and embra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I encourage you to become familiar with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designed to stimulate action.” The United Nations gathering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peace-building partnerships, and joining forces to realize the dream of a unified and peaceful world. Adjourning from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participants 
signed the Peace Road Declaration and then regrouped at the Columbus Circle entrance to Central Park at 1:00pm, to “walk the talk,” as Dr. Hamad announced at the close of the UN meeting. There, Miilhan Stephens, Vice President of FFWPU USA, gave a short overview of the purpose of 
the Peace Road.  The group took a photo and invited other bikers at the park to join in the ride, giving them extra T-shirts and hats to wear and flags to hold. Many other local bikers learned about the Peace Road while biking alongside the Peace Road riders on the scenic bike route through-
out the park, asking them questions and cheering them on. After the last Peace Road ev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Thursday in Washington, D.C., the journey will continue on to Japan, and finally Korea—“the most divided nation in the world,” said Dr. Ki Hoon Kim. “The finish line is the 
38th parallel which divides North and South Korea. We want to bring peace from her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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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미국 뉴욕 New York, U.S.A.

미국 뉴욕 UN본부, 센트럴파크 피스로드 Peace Road in New York, Central Park and Exhibition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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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미국 워싱턴 국회 Washington D.C. U.S.A.

8월 6일 외교관, 성직자, 전의원과 지지자들이 6 대륙을 하나로 연결 시킬 피스로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빌딩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의회브리핑 실이 가득 차도록 모였다. 이날 행사는 5월 30일 라스베가스에서 시작된 미국피스로드가 
자전거 길을 따라 한국전쟁기념비를 경유해 최종도착지인 백악관까지 진행되었다. 가정연합의 김기훈 북미대륙회장은 3년전 문선명 총재의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과 계획을 바탕으로 한 한학자 총재의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비전을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김기훈회장은 피스
로드 이벤트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시작되어 120 개국에서 3개월의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임을 설명하였다. 피스로드는 샌디에이고, 로
스엔젤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 벤쿠버, 코디악, 앵커리지, 노엄 그리고 뉴욕의 UN본부까지 미국의 양쪽 해안의 피스로드 행렬
이 확산됐다. “각 시에서 만나 모임을 갖는 것 대신에 우리는 남아프리카에서 북한까지, 또 한국까지; 일본 북해도에서 한국의 부산, 남아프
리카에서 파리에 이어 서울까지 자전거로 종주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피스로드의 취지는 국가를 연결하는 사회기반시설과 사람들의 통
일에 대한 탐구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였다. “통일 없이는 우리사회에 평화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우리 안에 통일 없이는 우리 집에, 우리 땅
에, 미국에, 세계에 평화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피스로드의 취지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평화와 통일의 철학을 만
들 방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후, 인종 차이와 서로 다른 국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단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분열이 되어 
우울해 하고 고통 받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 한마음 한 뜻이 됩시다. 우리는 이 취지를 세계에 퍼트리고 싶습니다.” 이날의 사회
자 마이클 젠킨스(Michael Jenkins)는 최근 몇 해 동안 배링 해협 밑으로 통과하는 해저터널이 추구하는 가치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 터널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오랜 계획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남미대륙의 최남단까지 트럭으로 운전해서 통과하는 일을 가능하
게 만들 것입니다.”워싱턴D.C. 의 자전거 종주는 1992 년 바르셀로나 장애인 올림픽에서 은메달, 1988 년의 서울 올림픽 게임에서 동메달
을 받은 필렌질로 벨트라미(Pierangelo Beltrami)가 이끌었다. 그는 청소년기에 오토바이 사고를 다리를 잃은 후 1980년대에 취미로 자전
거를 타다가 1988년 진지하게 경쟁에 임하게 되었다. 그는 문선명 총재의 가르침으로 엄격하게 훈련한 것이 힘을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문
선명 총재님은 저에게 모든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총재님 덕분입니다.”
그와 올림픽을 함께 준비했던 알 브레이넛(Al Bryant) 역시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피스로드 종주 루트에 따르면, 공식적인 피스로드 기는 
산티아고에서 알레스카 노엄으로, 뉴욕시에서 워싱턴 국회로 옮겨졌다. 벨트라미와 브레이넛은 콜롬버스, 오하이오, 메릴랜드, 웨스트버지
니아주에서 온 참가자들을 포함하여 15명의 자전거 종주단을 이끌고 종주하였다. 종주단은 백악관 앞, 한국전쟁기념비 앞, 백악관 뒤에 위
치한 1965년 문선명 총재가 미국에 세운 성지에 도착하였다. 각 지점에 도착 할 때마다 유니폼을 입은 종주단들은 피스로드를 크게 부르며 
피스로드에 관심을 보인 워싱턴을 찾은 관광객들을 매혹시켰다. 피스로드 종주는 러시아에 이어 한국에서, 문선명 총재 성화 3주년인 8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륙
Region

북미
North America

지역
Location

미국 워싱턴 국회
Washington D.C., Capital Hill

일시
Date

2015. 8.6
August 6, 2015

Diplomats, clergy, former congressmen and well-wishers packed a briefing room at the Rayburn House Office Building on Capitol Hill 
on Thursday, August 6, 2015 to hear about the campaign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Peace Road, a proposed highway to connect six 
continents. The event, followed by a cycling trek to the Korean War Memorial and to the White House, was the final stop of the Peace 
Road journey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gun in Las Vegas on May 30. Dr. Ki Hoon Kim, Continental Chair of the Family Federa-
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North America shared with the audience the vision of the Peace Road Project, initiated by 
Rev. Hak Ja Han Moon three years ago based on Rev. Moon’s vision for world peace. Dr. Kim pointed out that the cycling events in 120 
countries was a three-month project that had started with cyclists holding rallies in Santiago, Chile. Following events in San Diego, Los 
Angeles, San Francisco, Portland, Seattle, Vancouver, Kodiak, Anchorage, Nome and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City 
spread the news of the Peace Road on both coasts of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just having meetings in cities, we are bicycling from 
South America to North Korea and to South Korea; and from Hokaido in Japan to Pusan, South Korea and from South Africa to Paris 
and then coming to Seoul,” said Dr. Kim. He further explained that the idea of the Peace Road relates to the need for infrastructure to 
connect nations but is also a symbol of the quest for unity among all peoples. “Without unity, we cannot bring peace to our community. 
Without unity within ourselves, we cannot bring peace into our homes, peace into our land, into America and the world,” he said. “The 
idea is to recall how we can bring the philosophy of peace and unification based on the teaching of Father and Mother Moon. After 
this, find out how we can unite into one despite racial differences and different nationalities. Let us have one mind, one heart and one 
idea that lead to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all peoples who are divided, who are struggling and who are depressed 
because of disunity. We want to spread this idea around the world,” he said. Dr. Michael Jenkins, the moderator of the event, told the 
audience of the improvements in undersea tunneling in recent years that make the passage underneath the Bering Strait a goal worth 
pursuing. Such a tunnel, long championed by Rec. Moon, would make it possible for trucks to drive from the tip of South Africa to the 
southernmost tip of South America. The cycling in Washington, D.C. was led by Mr. Pierangelo Beltrami, the winner of a Bronze medal 
at the Paralympics Games in Seoul in 1988 and of a Silver Medal at the Paralympic Games in Barcelona in 1992. Mr. Beltrami, who lost 
a leg in a motorcycle accident as a teenager, had taken up bicycling as a hobby in the 1980’s but became a serious competitor in 1988.  
He explained that he drew strength for the rigorous training regimen from the teachings of Rev.Moon. “Rev.Moon gave me the power to 
believe that all obstacles could be overcome,” he said, adding, “All those medals I got were because of Rev.Moon” Al Bryant, the cycling 
trainer who had helped Beltrami prepare for the Paralympics, stood by him at the ceremony.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eace Road 
rallies, the official Peace Road Flag, which had made its way from Santiago and was carried to Nome, Alaska and to New York City, was 
transferred to Washington, D.C at the briefing. Beltrami and Bryant then led a group of 15 cyclists which included participants from Co-
lumbus, OH, Maryland, West Virginia and Virginia. The cyclists stopped at the Korean War Memorial, at the front of the White House and 
at the Ellipse behind the White House near the Holy Ground consecrated by Rev.Moon on his first national tour of the United States in 
1965. At every stop the uniformed cyclists chanted “Peace Road,” to the fascination of some Washington tourists who responded in kind. 
Peace Road cycling treks and rallies will continue in Russia and will conclude in South Korea on August 30, 2015, at the third anniversary 
memorial Rev.Moon ‘s Seonghwa (asc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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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국 워싱턴 국회 Washington D.C. 

미국 워싱턴 국회 피스로드 Peace Road in Washington D.C. Capital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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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South America 남미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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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칠레
Chile

도시
Location

산티아고
Santiago

일시
Date

2015. 5. 30
May 30, 2015

5.30 남미 칠레 산티아고 Chile, Santiago

5월30일 칠레 산티아고시에서 남미대륙의 첫 피스로드 일정이 시작되었다. 국제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칠

레에서의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위해 이정문 남미 특사와 송광석 한국UPF사무총장이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FFWPU 

회원들과 함께 일정을 준비했다. 산티아고 경찰청을 방문하여 고위인사인  José Sepúlveda 에게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José Sepúlveda 씨는 피스로드 현수막에도 사인하고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산티아고 

Carolina Toha Morales 시장을 만나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시장 역시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사

인을 하고 피스로드의 성공을 기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종주 당일 칠레 가정연합 교회에서 출발한 50여명의 종주단은 산티아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시청으로 향했

다. 시청앞에서 출발식을 갖고 대통령궁으로 향한 종주단은 대통령 궁앞인 헌법광장(Plaza de la Constitución)에서 

종주를 종료했다. 이날 칠레의 국회의원(Jorge Tarud, José Edwards Silva)이 피스로드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피스로드 사인에 동참하였다. 

칠레 산티아고 종주를 성공리에 마친 종주단은 남미대륙과 세계 피스로드 종주가 승리할 것을 기원하며 다음 종주

지인 볼리비아에 대륙 종주기를 전달했다. 

On May 30, the first Peace Road Bike Tour in North America was departed at Santiago, Chile. Chile is the starting point of 
“World Peace King Bridge-Tunnel”. For this reason, Chile was chosen to hold the regional launching, in order to support the 
project, Gwang Seok Song the General Secretary of UPF Korea, and North America Special Envoy Rev. Jeong Moon Lee visited 
Chile and prepared the PEACEROAD project together with the FFWPU members. 

Dr. Lee and Dr. Song went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met the Lieutenant Colonel, José Sepúlveda and explained the 
importance of Chile as a launching country of the Peace Road. The Lieutenant Colonel signed on the flag and opened spaces for 
the Peace Road Tour. He sent four motorcycles to the center of Santiago to escort the bike riders. 

Dr. Song and Dr. Lee went to Santiago’s municipality to have an interview with the city mayor; she miraculously welcomed, 
listened, and promised to cooperate with Peace Road project. After that the mayor signed the Peace Road flag. 

The 50 riders departed from the FFPWU Chile to the Santiago city hall, escorted by the police. They held the regional launching 
in front of the city hall, made their way to President’s palace and the ride ended at the Constitution square. 

At that time, there were some public events at the Constitution square; so they had a chance to meet the two congressmen Jorge 
Tarud and José Edwards Silva. Dr. Song and Dr. Lee explained the important of the Peace Road to these two congressmen and 
they signed the Peace Road flag. 

After holding the successful Peace Road event, the participants gathered around together, wished for the victory of the Peace 
Road and passed their flag to Bolivia which is the next Peace Roa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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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피스로드 준비 과정과 종주 일정 Process of Preparing the Peace Road

5.30  남미 칠레 산티아고 Chile, Santiago

o,:0_ PEACE ROAD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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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미 볼리비아 Bolivia

6월 3일 남미대륙의 두번째 피스로드 종주 국가인 볼리비아에서는 200여명의 볼리비아 청년들과 평화대사들이 동

참한 가운데 피스로드 출발식이 거행됐다. 종주를 위한 자전거 종주팀과 출발식을 위한 밴드가 준비되어 성황리에 

출발식을 마치고 종주에 나섰다. 

두개의 종주팀을 구성하여 한팀은 새벽 3시에 다음 피스로드 종주 국가인 페루 국경도시 부노로 출발했고 볼리비아 

종주팀은 오전 9시 30분에  알토지역에서 지역 평화대사들과 공무원들의 협조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까지 동원한 

가운데 출발했다. 

종주팀은 라파스 시 시스코 중앙광장에 도착하여 행사를 가졌다. 광장에는 라파스 시장 그리고 군인들이 동참하여 

평화의 피스로드에 싸인을 하고 그룹사운드 “라이온”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이번 피스로드 행사에는 볼리비아의 

최연소 국회의원(20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앙광장에서 피스로드의 성공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한 일행은 다시 대통령궁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다음 

남미 피스로드 종주국가인 페루에 종주기를 전달하며 볼리비아 피스로드 행사를 마쳤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볼리비아
Bolivia

도시
Location

라파즈
Lapas

일시
Date

2015. 6. 3
June 3, 2015

Bolivian Peace Road team departed from Brno, a city near Peruvian border, at 3am on June 3rd, 
2015.  

It was a clear and sunny day and there were more than 200 people including young adults and Am-
bassador for Peace at the launching ceremony. The participants rode bicycles and all kinds of instru-
ments. Around 9:30 am,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ambulance and fire trucks, the team passed 
the Alto area, Plaza San Francisco, Central La Paz, and ended at the president’s palace. 

At the Plaza San Francisco soldiers and youngest congresswoman (19 years old) participated the 
event and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They also had a performance by a music band called “Lion”.

Then they marched from the Plaza to the President Palace, with a deep prayer and wish for the reuni-
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le holding the Peace Road Flags in 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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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피스로드 행사 Peace Road in Bolivia

6.3  남미 볼리비아 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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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Media Reports

6.3 남미 볼리비아 Bolivia

E 10 
de Ta Pre11sa ,Vacio11al 

DIA INTERNACIONAL DE LA FAMILIA i 
"SEMANA CULTURAL DE LA FAMILIA" ' 

La Federaci<in para la Paz Universal , Capitulo -
Bolivia, junta a la Fundacioo Cuerpo de Cristo, la 
Asociacion de Mujeres para la Paz Mundial, 
Asociacion Espiritualidad Bolivia, Iglesia Metodista 
San Pablo, y otras organizaciones sociales y 
espirituales organizaron entre el 1 O y el 17 de mayo 
"La Semana Cultural de la Familia", en 
conmemoracion al "DIA INTERNACI0NAL DE LA 
FAMILIA" declarada por Naciones Unidas. 

La Semana Cultural comenzo con una • Caminata 
par la lntegracion de la Familia" y canto con la 
participacKin de diversas organizaco,es sociales y 
espirituales de la ciudad de La Paz, los 
participantes se idenlificaron con polerns blancas 
y pancartas alusivas a la integraci6n de la familia, y 
sobre todo expresando su apoyo al modelo de 
familia tradicional, la caminata concluyo con una 
Celebracion Artistica y Culb.Jral en la Plaza 
Bicente11ario, este eve11to lue cubierto por los 
medios de comunicaci6n. 

Uc. Nely A/m,nza durante su diS811aeidn !JD/xe: "1.8 familia 
coma IISCllllla dBi amor y la Pill" (Hole/ Pmsirlenle) 

el Dia Internacional de la Familia bajo el tema: 
• l Mandan Los hombres? La lgualdad de Gencro y 
los Derechos de los nifios en las Famllias 
Contemporaneas", al Hotel Prer,denle de nuestra 
Ciudad, se dreron cila Autoridades Lcglslalivas, 
Municipales, Colegiadas, Sociales y Religiosas, los 
distinguidos panelistas del faro fueron: La 
Honorable Gina Torrez, Gustavo Casanova de 
Calidad de Vida, Flavio Diaz H. de la Escuela de 
Padres de La Paz y Rodrigo Aguliar de Ser Famil,;,, 
Quienes enta tizaron los pilares sabre los cuales 
podemos construir lamilias sanas, firmes. y mils 
lel<:es. 

La Presidenla de la AESUCM. Nely Almanza, en SU 

presentaci6n hablo sobre la Familia como Escuela 
del Amor y lo Paz, prese11tacion Que fue bren 
recibida por todos los part,:ipantes. 

Durante el evento la Dil)IJtada Gina Torres del 
Departamenlo de Tarija entrego a los 
0rganizadorns el Proyecto de Ley "MAYO MES DE 
LA FAMILIA". Los organizadores se 
comprometieron a promover esle Proyecto de Ley 
Posleriormente fueron reconocidas famihas que 
cumplieron mas de 30 anos de casados. 

El 15 de mayo tuvo lugar una · ceremonia de 
Purif<:ackin de la Familia" en la Capilla Virgen 
Milagrosa de la ciudad de El Alto. durante esla 
Ceremooia andina - cat61rca, ml£has famil ias 
reconfirmaron su matrimonio, determinandose a 
establecer mejores familias. 

do Lo p;,z Yrsila numcrosos 11111 sOOS, la UPf iunto n 
Esplrltualldod Uol1vit1 Ofgm1l,o nn "Lspaclo 
Esplrllual para la Famllln", cslo octo con lo con 
prcscnlilclOn en pronmck)n d IJ r,,mlll,1 
Tradicional, conl~ con prc:;cniae lo<mS ,rrllstlc.1s y 
culturales de las dller<:fJlcS osp,rlluUlld,ldt>S 

partrcipanles 

Esta semana cultuml do la famiho culmlno con un,1 
Misa en Honor al Ola lntcmaci011ul do la ramlll,1, 
que lue cc lcbrada por cl Rcvcrcndo P;,dro 
Sebastran 0bcrmalcr de la Fund1 Ion Cucrpo do 
Crlslo, en lo Capll~• do Vilkl Adela de la Ciudad do [I 

Alto. 

La Fundacr6n Cucrpa de Cristo dcsarrollo muchos 
proyectos de ayuda soc"'' en drlcrcnles zon,,s de 
la Ciudad de El Alto. 

Tamb1e11 en la ciudad de S.1111J Cruz so dcs:molhi 
un programo en Homena10 al 01.1 lntcm,,coon,11 d 
Iii Familia. en el cual se prcmio ~1 fom1h~\S con ni.1~ 
de 30 aiios do caSJdos, de L1 misma mane'fa en la 
ciudad de Cochabamba la UPF junta J 1.1 Plntrlorm,1 
Municipal por la Famrlla, qu~ p1us1do la Honorable 
Alcaldia Munrc,pal de Coch.1b,1mba, es~m 
or9<1nizando el Programa l Yo Amo a M, Famrh,l y 
tu? Este programa rncluye Fcr~1s do b.prn:rciones 
en parques. Foros. PresenL,c,on de Sl.inds en 
lu9ares pubhcos de la crud.Id do Cochabamba, cstc 
p,ograma concluv cl l)(0lln10 29 de m,wo 

David Pereyra Aguilar UPF- Bohv,a 

El 16 de mayo el Gobierno Municipal de La Pa2 ------------- -------- ·~••.1.....-L..-....l-...l.L .. .....__...,.".,1,.....,.J,._._~,_i;,,,..--~2!~~~~!!!!;~!!!!!!'.!l~il!!..i!!:.!!.!.!2!!:I 

Entre as conareron--es y-cau~ 111.lcil;l\Jll't~:::S po1mv0•= ----~ 

Campafia 'Camino de Paz' 
apoya demanda mar:f tima 

"Camino de Paz"' es el nom~ 
bre de la campana internacio• 
nal que impulsa la Federaci6n 
para la Paz Universal (FPU ), 
una organizaci6n sin fines de 

• lucro que tiene el respaldo de 
la Organizacion de Naciones 
Unidas (ONU). Esta entidad 
apoya a la demanda maritima 
boliviana y pide que el pedido 
de soberanla se logre median
le el dialogo y la concertaci6n , 

El secretario general de la 
FPU. Daniel Pereyra, inform6 a 
EL DIAR/O de la partlcipaci6n 
de Bolivia en este evenlo que 
se realiza a nivel mundial. El 
objetivo es llevar por todos los 
pslses el mensaje de paz y 
unldad mundial medlante dis
tintas actividades. 

, 1· 

"Es una campaMa para pro
mover la paz mundial y la uni
dad de los pueblos de America 
Latina y tambien promover el 
acceso soberano al mar para 
Bolivia ( ... ) para que exists la 
paz completa en America 
Latina mientras existan palses 
come el nuestro sin sallda al 
mar, no puede haber paz y 
armonla", afinnn6 el represen
tante. 

LA MARC HA POR LA PAZ MUNOIAL A SU ARRIBO A LA CIUDAD DE LA PAZ. 

Es asl que ayer le toc6 a La 

Paz, Bolivia , donde se reallz6 
una marcha simb6Iica promo
viendo este mensaje, le misma 
inici6 en la ciudad de El Alto y 
lleg6 hasta el centro de la urbe 
pacena , Esta activldad logr6 la 
participacl6n y apoyo de varias 

autoridades nacionales, depar
tamentales y municipales. 

"Esle evento que lleva el 
lema de 'Camino de Paz' se 
esta llevando a <:abo en 120 
palses alrededor del mundo" 
explic6 Pereyra, 

IL GOBERNADOR FELIX PATZI PARTICIPA OE LA CAMPANA POR LA PAZ MUN DIAL. 

El evento se lnlci6 el pasado 
30 de mayo de forma slmulta
nea en Cabe Buena Esperanza 
en Sudafrlca, al otro lado del 
mundo y en Santiago de Chile 
y posterionnnente se traslad6 a 
Bolivia 

Va a recorrer todo el mundo 
y va a terminar el 30 de agosto 
en ta Peninsula de Corea que 
es un punto fronterizo entre 
Corea del Norte y dal Sur. 

El slmbolo de esta campa
~a es una bandera blanca 
denominada 'Bandera de la 
Paz' misma que es lntercam
biada entre represontantes 
de todos los palses en sus 
fronteras 

Este 1ueves. la act1v1dad se 
trasladara hasta Lima, Per(,. 
donde las congresistas de 
ese pals reconoceran esta 
campana. 

Perey ra explic6 que la 
Federac16n para la Paz 
Universal es una organizo
ci6n no gubernamental "de 
estatus especial consul tivo 
anle el Consejo Econ6mico y 
Social de las Naclones 
Unidas" y reahza sus activrda
des en mas de 120 palses 
alrededor d11I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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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미 페루 Peru

6월 3일 볼리비아에서 종주기를 전달받은 남미대륙 세번째 피스로드 종주국가인 페루는 국경지
역 Desaquadero에서 Juli시와 Acora시를 거쳐 Puno시까지 155km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스로드 종주식을 가졌다. Acora시에서는  시장, 주지사 등 지역 지도자들과 지역의 교사, 학생들
이 피스로드 행렬에 동참했고 음악밴드도 참여했다. 페루 경찰도 차에 피스로드 종주기를 꽂고 함
께 참여하는등 다양한 시민 계층들의 참여를 이뤄냈다.

Puno시에서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스로드 행진을 진행했으며 평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흰색 
풍선을 다함께 들고 피스로드 종주를 축하했다.

이번 피스로드 페루 종주는 페루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했으며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
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페루
Peru

도시
Location

푸노
 Puno

일시
Date

2015. 6. 3
June 3, 2015

On June 3, Bolivia passed the Peace Road flag to the participants of the Peru, and 
their 155 km Peace Road journey began. They marched with the Peace Road flags 
from Desaguadero to Juli, through Lave to Acora and to Puno.
 Especially in Acora, the city mayor, governor, lieutenant governors, directors of 

two schools, teachers, students and musicians joined the march. At the Puno, with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the participants could continue their march. The 
marchers chanted the slogan loudly as they walked, and they were holding white 
balloons.   
 The press of Peru reported Peace Road and also different radio stations inter-

viewed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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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미 페루 Peru
페루 피스로드 종주 Peace Road in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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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미 페루 Peru
언론 보도 Media Reports

UGELILAVE 

CTii 
Denuncian pagos 

Sin_ 
Front eras 

Puerta abierta a la 11erdad 

HUELGA SU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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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tgencia~anita ·a antina• 

· emo Regio1al 
. :ita a ew1 liUJr.inn :<;~ r~

liz5 en la re-union .er.nic11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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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P .11 o v Arcq lpa. com I d,:! rnblil en I rcglo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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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pr·im,era vez Pu no f ue 
partede la Bandera de la Pell 
Av?.r la1dudr1n lflu1m fue pro-
tagonista de Ila ma tria1 de: la 
Bardem porlB Faz., empren-
dkla e Chile par-a o:m,t'1uar 
rn _iornada por 120 pai5Es 
mas. 
El uiurdir1.-1dur µo r Ice lsi:!d~ l Recocriara 120 pafm. 
radon parai la Paz: Uni1ter• 
:sal, Cesar caceres, ,"' ija esta que a traveso 11: !Bandera de 
band!!!ra all ;er traida a lf',t"(lj la Paz- es eid'i ibi:la e di"ereri-
de!.de 8ol i'.1ia -segu do pafs teHiudades, rnmo Puno. 

La bandera de la paz recorre el mundo y 
pas6 por Puno 

82 votos "' Twittear 

Escribe: Los Andes I Regional - 04 jun 20 15 

0 Comentarios lmprimir 

Dos ba11deras para la paz que 
recorreran 120 pafses 

cruzaron la frontera con 

Bolivia par Desaguadero y 
llegaron a Puna, cerca al 

mediod ia, trayendo un 

mensaje por la paz, que 
lllegara incluso hasta Corea 

del Sur. 

"Es una iniciativa para la paz 
mundial, llevando el mensaje 

del PI ECE ROAD; el mensaje en nuestro pars es alto a la violencia y unamonos por 
un mundo de paz, vamos a llevar la bandera hasta la capital de Liima, luego pasara a 
Trujillo y otras reg iones", indic6 el coordinador de la Federaci6n para la Paz 

Universal, PIECE ROAD Puno, Cesar Caceres 

En horas de la mafiana, con firmas plasmadas en las dos banderas para la paz, las 

autoridades de Bolivia entregaron las dos simbolos: la bandera nacional y la bandera 

de america, en el Puente lntemacion,al de Desaguadero .. 

Cabe indicar que la campana para la paz inici,6 el 30 de mayo,. con la inaugurac i6n en 

ch ile, el 1 y 2 junio en Bolivia; el 3 y 4, en Peru, y posteriormente se dirigira a 
Ecuador, y asi hasta pasar por 120 paises en 93 dias, en sfmbolo de la paz, hasta 

lllegar a la republica de Corea del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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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남미 에콰도르 Ecuador

에콰도르에서는 6월 6일 남미에서 네번째로 피스로드 종주를 진행했다. 에콰도르의 평화
대사들이 적극 협조한 가운데 6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평화대사의 지인인 모터사이클 동
호회 회장이 피스로드의 취지와 비전에 적극 공감한 가운데 많은 모터사이클 단체들이 함께 
동참을 결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피스로드를 주관하고 있는 UPF의 활동 취지에도 관심을 갖고 피스로드 종주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UPF 비전과 인성교육을 소개하는 강좌에도 참여하는 등 앞으
로의 평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모터사이클을 이용한 총 27km의 에콰도르 피스로드 종주를 성공리에 마친 참석자들은 남
미대륙의 피스로드 승리를 기원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에콰도르
Ecuador

도시
Location

트리부나
Tribuna

일시
Date

2015. 6. 6
June 6, 2015

On June 6, Peace Road 2015 launched at Ecuador, the fourth South American nation. With strong sup-
port from the Ambassadors for Peace in Ecuador, 60 people participated.
One motorcycle club president, who is a friend of one Ambassador for Peace, brought his club mem-
bers to join Peace Road 2015. The president of the club showed interest in our projects, Peace Road, 
the International Highway, and UPF Character Education. So at the end of the event, they had a short 
Character Education lecture given by a university student, a member of UPF-Ecuador.
Becaus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motorcycle club, we changed the plan from having a 5 km-parade 
to 27 km motorcycle ride. Also, because of Ecuador’s social situation, Ecuador could not win the sup-
port of police department this time. Instead, our Ambassadors for Peace willingly supported the pro-
ject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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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남미 에콰도르 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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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남미 아르헨티나 Argentina

6월 7일 오전9시 아르헨티나 피스로드 출발식이 “평화와 국가적 통합”의 슬로건 아래 Casa Ro-
sada 대통령궁 앞의 Mayo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피스로드 출발식은 가족단위로 모인 90명의 젊은 참가자들과 함께 축가와 축원, 축사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출발식에 이어 전개된 피스로드 행진은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Mayo 광장에서 가정연합 본부까지 5Km를 행진한 후 도심 도로 및 주요 장소를 따라 50Km 떨어
진 Gral지역까지 버스로 이동하였다. 이어 Lujan성당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13세기에 만들어진 
아르헨티나의 성인인 Lujan 성모의 믿음을 상징하는 기념비까지 20km를 다시 행진했다. 

행진을 마치고 피스로드 관계자들과 함께 소감발표와 케익커팅,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만세삼
창으로 폐회식을 가졌다.    

피스로드 행진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이번 피스로드 행사를 통해 하늘부모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때인 지금 참어머님의 뜻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마음속으로 부터 다짐하고 결의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아르헨티나 
Argentina

도시
Location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일시
Date

2015. 6. 7
June 7, 2015

On Sunday June 7th from 9am, a group of families and young people gathered at Plaza de Mayo, in front of 
the Casa Rosada (Government House) to start the Peace Road 2015 journey under the slogan “For the peace 
and national unity.”

The meeting began with songs, prayers and allusive words.

The march was conducted in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fallowing the main avenues. They marched 5km 
from Plaza de Mayo to Argentina’s Headquarter with 90 blessed Families include kids. 

Then they made their way to Gral by car and bus. Their march started again from Gral to the patron of the 
Argentina, Basilica (Church) de Lujan, an imposing monument of faith.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XIII 
century, dedicated to the Virgin of Lujan and also considered the National Shrine of Argentina.

At the end of the march, the closing was held by the FFWPU headquarters members with testimonies, reflec-
tions, cake cutting and the end with tree rousing cheers of Mansei.

Participants felt strong desire and commitment to support the True Mother in these important years of provi-
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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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남미 아르헨티나 Argentina
아르헨티나 피스로드 행진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 25Km / 90명 Peace Road March in Buenos Aires  25Km / 90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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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남미 브라질 Brazil

남미 피스로드 종주 여섯번째 국가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6월 13일 125명이 이비라프에라 공원에 모인 가운데 피

스로드 출발식을 실시했다. 개회식 이후 참석자들은 7km를 자전거로 달렸고 Sergio Brito (셀지오 브리토)씨가 소

로카바까지 13시간에 걸쳐 101km거리를 브라질을 대표해서 자전거로 종주했다.

자르딘시에서는 121명이 행사에 참석했고, 시장을 대신해서 경영국 국장이 참석했다. 

피스로드 종주는 상파울로 이외에도 소로카바에서 20명이 3km, 자르딘시에서 121명이 10km, 구리치바시에는 

45명이 5km, 캄포크란지에서 28명이 7km, 고이아니아시에서는 14명이 5km, 아키다우아나시에서 12명이 5km 

피스로드 종주에 참여했다. 총 363명이 143km를 종주하며 피스로드의 취지를 브라질 전역에 알렸다. 리오데자네이

로와 포토알레그레시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브라질에서는 칠레에서 아프리카까지의 하나의 길을 연결하는 피스로드의 취지인 “이상가정 실현을 통한 평화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만들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브라질
Brazil

도시
Location

상파울로
Sao Paulo

일시
Date

2015. 6. 13
June 13, 2015

On June 13, Peace Road 2015 launched in Sao Paulo Brazil, the sixth South American nation. A hundred and 
twenty-five participants gathered at Ibirapuera Park to cerebrate the Peace Road launching. After the ceremony 
participants marched and rode bikes for 7 km. As a representative of Brazil, Mr. Sergio Brito, rode 13 hours 
(101 km) from Ibirapuera Park to Sorocaba by bike. 

The director of management attended instead of the mayor and 121 people participated in the event in Jardim. 

The Peace Road Tour was also held in 8 different places beside Sao Paulo, such as Sorocaba, 20 participants 
(3 km); Jardim, 121 participants (10 km); Curitiba, 45 participants; (5 km), Campo Grande 28 participants (7 
km); Goiania, 14 participants (5 Km);  Aquidauana, 12 participants (5 km).

In total, 363 people participated in spreading the meaning of Peace Road all over Brazil. Also Rio de Janeiro 
and Porto Alegre held the Peace Road event individually. 

They made a meaningful event under the theme “ Building a Peaceful Society through the Ide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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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남미 브라질 Brazil
브라질 피스로드 (상파울로) Peace Road in São Paulo

브라질 피스로드 (소로카바) Peace Road in Soroc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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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남미 브라질 Brazil
브라질 피스로드 (자르딘) Peace Road in Sorocaba

브라질 피스로드 (구리치바) Peace Road in Curitiba 브라질 피스로드 (아키다우아나) Peace Road in Aquidauana

브라질 피스로드 (캄포그란지) Peace Road in Campo Gr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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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남미 베네수엘라 Venezuela

6월 14일 남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Caracas)시에서 남미대륙에서 7번째로 피스로
드가 실시되었다. 

30여명의 베네수엘라의 가정연합 회원들과 평화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피스로드
의 취지를 공유하고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어 발레스카 평화대사가 준비한 4륜차 10여대가 카라카스 시내에서 발라꼬토 수
련소까지 45km의 피스로드 종주를 진행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베네수엘라
 Venezuela

도시
Location

카라카스
Caracas

일시
Date

2015. 6. 14
June 14 2015

On June 14, the seventh departs from North America of Peace Road 2015 
launched in Caracas city, Venezuela. About 30 members of FFWPU Venezuela and 
ambassador of peace gathered around and share the meaning of this Peace Road 
project. Members prayed for the world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Mr. Waleska, the Ambassador of Peace prepared the ten four-wheel cars. The 
members rode the car from Caracas city to Venezuela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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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남미 베네수엘라 Venezuela

 베네수엘라 피스로드 Peace Road in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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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0  남미 수리남 Suriname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남미 수리남의 피스로드 2015 행사가 진행됐다. 피스로드 기간이 수리남의 장마
기간이기도 했지만 강한 믿음으로 피스로드 일정을 잘 준비하였다. 17일 첫날 피스로드 행사에서  수리남 
이슬람 협회(SIV)의 신자인 Mary Ghafoerkhan – Karamat Ali여사가 마침 라마단의 시작일과 같은날 출발하
는 피스로드 행사가 성공리에 치뤄지기를 기원해 주었다. 의회 안의 독립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평화대사
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피스로드 행사에서 수리남의 평화운동에 동참해 오다가 성화한 8명의 평화대사들
을 추모하는 의식도 가졌다. Rev.Ooel Rotgans 가정연합 수리남 회장은 참아버님 자서전을 훈독하였고 평
화대사들의 축사 및 축가일정이 이어졌다. 참석자 모두가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하며 기념촬영을 마치고 
의회 근처에 있는 한국전쟁 수리남 참전 용사들을 위해 한국정부가 기증한 기념비를 찾았다. 기념비에서 수
리남의 국기 색으로 만든 풍선 93개를 억만세 삼창과 함께 날리면서 피스로드 첫날 행사를 마쳤다. 

둘째날인 6월 18일부터 피스로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오후4시에 수도인  파라마리보에서 코메베이너 지
구인 뉴암스테르담까지 총 7명의 종주자가 GOW2 Energy수리남 본사에서 Van ‘t Hogerhyusstreet까지 
달린 후에 Jules Wijdenbosch bridge까지 종주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파라마리보 구역의 Poelepantje 에서 와니카 구역의 Lelydorp까지 4명의 군
인과 오토바이로 시민 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번째 자전거 여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수리남 피스로드 행사는 3개의 방송사와 1개 신문사에서 보도되었다. 피스로드 출발식이 진행되기 하
루 전날인 16일에는 “RBN” 방송사에서 미리 나와 인터뷰를 하였고 “Dagblad Suriname”라는 신문에는 
17일에 보도되었다. 또 17일에는 피스로드 진행 내용을 “Apintie Television Station”의 인기코너인 “In 
de Branding”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6월 18일 진행된 피스바이크 여정은 “Dagblad Suriname”신문 6월 
20일자 기사에 보도되었고, 6월 19일 피스 바이크 여정 또한 국영방송인 “STVS”에서 6월 20일과 21일 아
침뉴스에 보도되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수리남
Suriname

도시
Location

파라마리보
Paramaribo

일시
Date

2015. 6. 17-20
June 17-20 2015

From June 17 – 20, 2015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Suriname held the Peace Road 2015 pro-
ject. Despite the heavy rainy season, Heaven granted us on our prayer request 4 beautiful sunny days. Ambassador for Peace, 
Mrs. Mary Ghafoerkhan-Karamat Ali, who is a faithful member of the Surinamese Islamic Association (SIV), and who was 
one of our main speakers that day, reminded the audience of the fact that the Ramadan fasting period had started. n Wednes-
day June 17, we had launch at Congress Hall at the Independence square. We started the program at 10:00 a.m. with several 
Ambassadors for Peace seated. We had a special item added to our program, a candle-lighting ceremony in remembrance of 
8 of our Ambassadors for Peace who are now in the spirit world. Everyone appeared deeply moved and grateful. Hoon Dok 
Hae was done by the National Leader of FFWPU Suriname, Rev. Roel Rotgans, who read the first chapter of True Father’s 
autobiography. Afterwords there was a special message and Congratulatory song. Everybody who attended was asked to sign 
the PEACE ROAD 2015 banner and several group pictures were taken.After we closed off the program inside the Congress 
Hall, we all walked outside to the monument close by, which was dona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riname 
in remembrance of the fallen Surinamese soldiers in the Korean War. A beautiful wreath was laid at the monument and we 
released 93 balloons in the colors of the Surinamese flag into the air with three cheers of Og-mansei. The next day, Thursday 
June 18, we held our first Peace Bike ride from Paramaribo to New Amsterdam, District Commewijne. The start was at 4:00 
pm. at the Head Office of GOW2 Energy Suriname at the Van ‘t Hogerhyusstreet close by the Jules Wijdenbosch bridge. In 
total, 7 riders participated--4 from the army, 1 from the Surinamese Cycling Union, 1 youth and 1 motorcyclist. It was a heavy 
but exciting ride, especially going up the Jules Wijdenbosch bridge. On Friday June 19, we held our second Peace Bike ride 
from Poelepantje-William Kraanplein, Paramaribo to Lelydorp, District Wanica. It was an easier easy and more relaxing ride. 
We had 4 riders from the army, and 1 motorcyclist. On the way a motorcyclist called out to join us on the ride, so we attached 
a Peace Road flag to his motorcycle, which he gratefully accepted.Media Coverage : We got good media coverage from 3 
television stations and 1 newspaper. On Tuesday June 16, a day before the launch, we were twice on television station “RBN” 
that evening for an interview and the next day Wednesday June 17, there was an article in the newspaper “Dagblad Suriname.” 
On the day of the launch June 17 we got media coverage from “Apintie Television Station” and our launch appeared on their 
most famous and widely watched everyday hot itemed television news program named “In de Branding.” On Thursday June 
18, the first day of our Peace Bike ride, we had media coverage from newspaper “Dagblad Suriname” with an article appearing 
on Saturday June 20 in their newspaper, and on Friday June 19, the second day of our Peace Bike ride, we had media coverage 
from our national, government-owned television station “STVS.” They reported on us twice in their news journal, once the 
next day Saturday June 20, and again the day afte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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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0  남미 수리남 Suriname
수리남 피스로드 Peace Road in Suriname



170

6.29  남미 콜롬비아 Colombia

6월 29일 콜롬비아 피스로드 행사가 보고타 시청앞 볼리발 광장에서 출발하여 시몬 볼리
발 공원까지 약 10km 구간 행진과 함께 개최됐다.

150여명의 초종교 지도자, 6.25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평화대사 및 청년들이 행진하
며 피스로드를 알리며 구호를 외쳤다.

콜로비아 피스로드는 특별히 초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준비
와 진행을 맡아 주었다. 행진은 비가 오는 가운데 출발했지만 피스로드의 열기에 화답하듯 
중간부터 태양이 떠올라 피스로드의 길을 밝혀주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기헤르모 예비역 대령은 “전쟁과 싸움이 없는 한국이 되고 피스로드를 
통한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원한다”고 인터뷰를 했고 전쟁 미망인과 가족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들의 희생이 한반도의 평화로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 현역 육군대위는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군은 한국과는 너무 가까운 사이입니다. 피스로
드를 통하여 아시아가 평화롭고 남북이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콜롬비아
Colombia

도시
Location

보고타
Bogota

일시
Date

2015. 6. 29
June 29, 2015

On June 29, Colombia held Peace Road. The Peace Road march was from in front of Bogota 
City Hall to Simon Bolivar Park, about ten km. A hundred and fifty people participated, in-
cluding religious leaders, a Korean War veterans’ families, Ambassadors for Peace and many 
young people.
Notably, interreligious leaders led the city hall officials and prepared for this Peace Road. It 

was raining during the march but afterward sun rose. It was as if Heavenly Father responded to 
the energy we invested in the Peace Road march.
During an interview, a colonel in the Military Reserves said, “I hope Korea has no war and 

fights, and through this Peace Road, I hope there will be a peace in Korea.”
The war widows and family members’ eyes ached with tears. One of the wives said, “We 

hope their husbands’ sacrifice helps make peace in Korea.”
One active Colombian Army captain said during an interview, “The Colombian Army is very 

close to the Korean Army. I hope Asia can live in peace through this Peace Road project and I 
hop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icaragua 

gua 

~ 
Costa Rica 

0 
S,11n Jose 

Ouepos f Panama 
0 

Panama 
Ag ua ~ uena ) 

Barranquilla 
0 

Cartagenti 
0 

Medellin 
0 

Tutunendo 
0 

• 
Bo ta 

Maraca ibo 
0 

Merida 
_ o 

Colombia 

Manta 
0 

Quito 
0 

Pasto 
0 

Ecuador 
Guaraquil 

0 0 
Salinas 

Parque Nacrona/ 
Na rural Cahuinari ._ 

Aruba 
Curacao 

Coro 
0 

Barqu~imeto 0 
Valencia ,,-

Caracas 
0 

/ l 

Parque Naciona! 
Na rural fl Tuparro • 

r1-- / 
Venezu 

I 

Sao Gabriet 
<l"'ca~h~fra 

Fonl~ BOl 



171

콜롬비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Colombia

6.29  피스로드2015, 남미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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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미 우루과이 Uruguay

7월 4일 남미 우루과이 호세 이그나시오( José Ignacio )시에서 “강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70명이 모여 피
스로드 우루과이 출발식을 개최했다.

호세 이그나시오시는 특별히 1990년대에 문총재께서 남북미 33개국 및 신교, 구교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정성을 드리셨던 곳이다.

우루과이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 버스로 몬테비데오(Montevideo)를 출발해 11시에 호세 이그나시오시
에서 도착하여 출발식을 시작했다. 평화대사 코노로시(Cono Rossi)와 프로 자전거 선수인 셀히오(Sergio 
Freitas), 그리고 신동모 남미 대륙회장이 인사말씀을 해주었다. 이어서 호르헤 멘데스(Jorge Mendez)의 
축도로 출발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피스로드 종주를 실시하였다.

피스로드 종주는 호세 이그나시오에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까지 40km에 달하는 거리를 자전
거 10대로 선발대가 출발하고 뒤를 이어 참가자들이 달리거나 행진으로 이동하였다. 이 중 8명의 참가자는 
10시간에 걸쳐 40km를 걸어 밤늦게 도착하였다.

오후 4시에 실시한 폐회식에는 평화대사 후안 피골라(Juan Pigola), 신동모 대륙회장, 츠사카 카즈히로
(Tusaka kazuhiro) 우리과이 가정연합 회장의 인사말씀을 전했고 호르헤 가정연합 회원의 감사 기도, 축
하 케이크 컷팅, 엘레나(Elena da Silva) 회원의 억만세 삼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우루과이
Uruguay

도시
Location

호세이그나시오
Jose Ignacio

일시
Date

2015. 7.4
July 4, 2015

On July 4, in the hamlet of José Ignacio, Uruguay, seventy people participated in Peace Road, under 
the theme, Strong Family. José Ignacio is where Rev.Moon fished in December 1996 with 33 rods rep-
resenting the nations of our South American region, which in those days included Central America and 
all the Caribbean island nations. This was a condition for those nations, for the unity of South America 
and North America and for unity between the Protestant Christianity and Catholic Christianity. Our 
members still repeat the condition every year.
At 11:00 in the morning, the Peace Road team went from Montevideo to José Ignacio to hold the 

launching event. Mr. Cono Rossi, representing local ambassadors of peace, Mr. Sergio Freitas, a pro-
fessional cyclist and Mr. Dong-mo Shin, the regional leader gave welcoming speeches.  The opening 
event ended with Mr. Jorge Mendez’s prayer.
After the launching, ten cyclists left first on the 40 km journey from José Ignacio to Punta del Este. 

Other participants followed them on foot, some marching and others jogging. The last eight partici-
pants to finish the journey arrived late at night after walking for ten hours.
They held the closing event in Punta del Este at 4 pm. Juan Pigola, an ambassador for peace; Dong-

mo Shin, and Kazuhiro Tusake, President of FFWPU Uruguay all spoke.
In the end, they cut a cake and a church member named Elena da Silva led them in three rousing 

cheers of Og-ma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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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미 우루과이 Uruguay
우루과이 피스로드 Peace Road in 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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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남미 파라과이 Paraguay

8월 16일 “평화의 몸짓으로 세계를 통일시키자”는 주제아래 성공적으로 피스로드를 개최하였다. 
정부관저 뒤편에 위치한 아순시온(Asuncion) 물가에서 종주단과 참가자들은 평화를 위해 총 7km
의 거리를 달렸다.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세계평화의 번창과 세계의 인종, 종교적인 갈등을 유발하
는 다양한 문제들 종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행사는 세계의 유일분단국가인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과, 조직 책임자들의 관점에서 DMZ의 평화
공원을 조성하여 국제사회에 의심 없이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경로는 세계 평화를 실현시킬 방법으로 문선명 총재가 1981년, 제 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서 처음 제안하였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분쟁과 강들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문제를 종료하는 글로
벌 운송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로 두고 있다.

 피스로드는 세계 120개국에서 동참하는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파라과이의 NGO가 처음으로 함
께 참여하였으며 파라과이의 피스로드 가정연합의 지지자들과 자전거 동호회가 함께 동참하였다.

또 행사에는 천주평화연합의 평화대사들과 파라과이 시청 앞 물가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 모두
에게 기회를 열어두었다.

대륙
Region

남미
South America

국가
Nation

파라과이
Paraguay

도시
Location

아순시온
Asuncion

일시
Date

2015. 8.16
August 16, 2015

On Sunday August 16, we successfully carried out Peace Road 2015 with the slogan “Uniting the world 
through gestures of peace” on the waterfront of Asuncion, opposite the Palace of Government. A major influx 
of cyclists and guests pedaled 7 km for world peace, adhering to the path of peace in the world.
Peace Road is a global project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to establish peace 

and prosperity in the world and to end the various problems that cause racial and religious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e event stressed the importance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the Ko-

reas, and the need to create a park for world peace in the DMZ (demilitarized zone) which will no doubt guide 
and support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expressed by the organization directors.
This route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Peace Highway, which Rev. Sun Myung Moon and wife proposed at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ty of the Sciences in 1981 as a way to implement world peace. The 
International Peace Highway has a vision to connect the world through a global transport network to end the 
various problems that cause disputes and conflicts.
The initiative, Peace Road 2015, is being conducted in more than 120 nations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first year that Paraguayan NGOs have participated. Peace Road Paraguay 2015 consisted of a day of members, 
sympathizers and guests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Paraguay chapter) pedaling 
bicycles. The activity also drew participation of the Ambassadors of Peace from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nd was open to all citizens who joined the event on the waterfront of the Paraguayan capital, which placed the 
South American country on the path of peac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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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남미 파라과이 Paraguay
파라과이 피스로드 Peace Road in Para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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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Central America 중미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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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중미 파나마 Panama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파나마에서 중미대륙 첫 피스로드 행사가 전개됐다. 어른과 아이들
을 포함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나마시티의 “평화대사관” 앞에서 피스로드 출발식을 개최했
다.  출발식은 파나마 국가와 한국 노래를 부르고 파나마 전통 춤을 추면서 시작되었다. 피스로드 
종주기 전달식에서는 파나마 베사니아 자치구의 정치권을 대표하여 압둘산도야(Abdul Sandoya)
가 평화대사이자 파나마에서 가장 큰 가라테 학교의 창업자인 마에스트로 파비오 페레즈(Maestro 
Fabio Perez)이사장 에게 종주기를 전달하였다. 파비오 이사장은  참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메시지
를 전했다.

피스로드 사인식에는 다비드 시장이 치리키 주(Chiriqui)에서 현수막에 사인을 하였고, 다비드 시
의 경찰총장  레데 즈마(Ledezma)와  레지스 한나 박사 (Regis Hanna), 정치인 압둘산도야(Abdul 
Sandoya)와 파나마 협회장 토리 비오드로라 (Toribio de Lora)가 동참했다. 

공식 행사이후 피스로드 참가자들은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평화대사관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도
착지점인 다비드시에서 국립 경찰들이 동참한 가운데 종주기를 앞세우며 폐막식을 진행하였다. 

행진을 마치고 가정연합 본부로 돌아와 승리 자축을 위한 커팅식을 진행하였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파나마
Panama

도시
Location

파나마시티
Panama city

일시
Date

2015. 6. 8-10
June 8-10 2015

On June 8, 2015, the inaugural event for the Peace Road 2015 for the Central American Region was held 
at “Peace Embassy” headquarters in Panama City.  The ceremony began with the singing of the Panamanian 
national anthem and included a traditional Panamanian dance, a duet of a Korean song. Among adults, youth 
and children, about 100 people participated. The event also included the ceremony of passing the Peace Road 
tour flag to the political representative of the local Bethania Borough of Panama City, the Honorable Mr. Ab-
dul Sandoya, as well as to our Peace Ambassador, “Maestro Fabio Perez” who is the founder and master of the 
largest “karate” school in Panama.  Master Fabio gave a speech in which he expressed his deep gratitude to True 
Parents and highlighted the incredible legacy that Father Moon has left for humanity.  They also held the sign-
ing of the Commemorative Banner by the special guests Rev. Sang Suek Kim, the Central American Continental 
Leader, Dr.Regis Hanna, Honorable Representative Abdul Sandoya and Mr. Toribio de Lora, the national church 
president, Commissioner Ledezma, the Chief of Police for David City and at Chiriqui Province the Mayor of 
David City signed Commemorative Banner. Closure of the march in David City wher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Police they participated with their flag. After the cultural activities the participants proceeded to march 
through the busy commercial neighborhood of the Peace Embassy under a heavy rain. Upon returning to the 
headquarters, we held a victory celebration by cutting a cake. In spite of our wet cloths the atmosphere was 
filled with happiness and a sense of successful completion of ou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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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중미 파나마 Panama
 파나미 피스로드 Peace Road in Pa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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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4  중미 코스타리카 Costa Rica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미 코스타리카에서는 8개 장소에서 차량 875km, 달리기 66km, 걷기 37km, 바이크 

45km 를 종주하며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10일 파나마 국경도시 다비드에서 김상석 대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

시한 행사에서는 파나마 다비드 경찰부서장으로부터 피스로드 깃발을 전수 받았다. 이날 피스로드 종주는 파나마 국

경 파소 카노아스에서 10km를 행진한 이후 차량으로 460km를 이동하여 가정연합 본부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6월 11일에는 카르타고 시로 이동하여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하였다. 카르타고 시에서는 바이크와 달리기로 

각각8km를 종주하고 시가행진을 도보로 2km 실시한 후 코스타리카의 명소인 로스 앙헬라스 성당 앞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셋째날인 6월 12일에는 산토 도밍고에서 달리기와 도보로 각각10km 피스로드 종주를 펼쳤다. 이어 넷째날인 6월 

13일 오전 9시에 수도인 산호시시 사바나 공원에서 자전거 25km, 달리기 15km 그리고 도보로 5km 피스로드 행진

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평화운동 단체장 4명이 참석하여 이 행사를 빛내주었다. 

같은날 오전 11시에 알라후엘라 시에서도 도보와 달리기로 각각10km를 행진을, 오후 5시에는 산타 크루스시에서 

행진이 진행되었다. 

마지막날 6월 14일에는 피스로드 종주기를 니카라과에 전달하기위해 13km를 달려 국경에 도착하여 피스로드 종

주기를 니카라과 올리베이라 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코스타리카
Costa Rica

도시
Location

다비드, 카르타고, 
산토 도밍고, 산호시, 알라후엘라

David, Cartago, Santo Domingo, San Jose, 
Alajuela

일시
Date

2015. 6.10-14
June 10-14, 2015

From June 10 to 14, Costa Rica held the Peace Road World Tour in 8 different places. The event was 
held for 5 days and was done by car (875 Km), race (66 km), march (37 km) and bicycle (45 km). 
On June 10, the event was held with the regional president in the city of David, Panama, on the bor-

der of Costa Rica. They received the Peace Road flag from the Panama police. The Peace Road tour 
began from Paso Canoas with a 10 km race. Then they went 45 km by car to the FFWPU headquar-
ters. 
The next day, June 11, the event continued at Cartago, Costa Rica. They rode bikes and raced about 8 

km each and then marched for 2 km from the Cartago city to Isla Los Angeles, which is one of Costa 
Rica’s tourist attractions. They held a commemorative event in front of Isla Los Angeles (a famous 
inn). 
On the third day, June 12, they did a 10-km race and marched in  Santo Domingo. 
Subsequently, on June 13, 9 am Peace Road project took place at La Sabana Park, in the capital city, 

San Jose, 25 km by bike, a 15-km race and a 5-km march. That day, four leaders of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took part. From 11 a.m., they continued the race and march for 10 km in Alajuela and 
from 5 p.m. in Santa Cruz.
On the last day, June 14, to pass the Peace Road flag to Nicaragua, they raced 13 km to arrive at a 

border town. Finally the Peace Road Costa Rica team passed the flag to Jorge de Oliveira the national 
leader of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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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4  중미 코스타리카 Costa Rica
코스타리카 피스로드 Peace Road in Costa 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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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6  중미 니카라과 Nicaragua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미 니카라과에서 피스로드 일정이 전개됐다. 13일 18명의 니카라과 대표단은 먼저 피스

로드 종주를 시행한 코스타리카 국경에 모여 피스로드 종주기를 전달 받았다.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12명의 자전거 종주단이 피스로드 깃발을 들고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Managua)에서 

출발하여 레온(Leon)까지 90 km 종주하였다.  도착지점에서 3 km정도 떨어진 곳에서 340명의 사람들이 종주단을 

기다렸다가 종주단과 함께 피스로드의 승리를 기원하며 레온시까지 3km 행진을 펼쳤다. 

니카라과의 올리베이라(Jorge de Oliveira) 목사가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고, 평화 메시지를 선포하며 피스로

드 행사를 마쳤다. 

레온시 피스로드 환영식에는 레온시의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레옹의 목사 Gerónimo Vargas과  Marcia Jirón, 

평화 대사를 포함하여 국회 의원 Luis Fernando Barrarte Jiménez, 레온시 관할 부사령관 Denis Fonseca Bárcenas, 
청소년 대표단의 지도자 Mario Ruiz, 사이버 경찰대학 심리학자 Alberto López, 전 의원이자 출입국 사무소의 법률고

문 Dr. Ana Rosa Fonseca Bárcenas 등이 참여했고 종주 내내 니카라과의 경찰들이 적극 협조하였다. 

6월 16일 아침에는 나카라과와 온두라스의 국경인 과사울레(Guasaule)에서 27명의 온두라스 대표단을 만나 종주

기를 전달하며 국경을 초월한 피스로드가 전파되어가는 것에 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참석자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

렸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니카라과
Nicaragua

도시
Location

마나과
Managua

일시
Date

2015. 6. 13-16
June 13-16 2015

On June 13 to 16, Nicaragua became the third Central American nation to hold the Peace Road Tour. The 
delegation of Nicaragua and other youth connected with our organization--about 18 people--went to the fron-
tier with Costa Rica to receive the Peace Road flag from Costa Rican delegation. Despite difficulties from the 
border authorities, we received the flag with great joy and shouted Mansei.  On the following day a group of 
12 cyclists left from Managua and rode about 90 Km to the city of Leon. Three kilometers before reaching 
the destination, a group of about 340 people waited and followed the cyclists and marched with them to the 
Victory Sports field. After a short message given by the National Leader, Rev. Jorge de Oliveira, a few shouts 
of peace slogans were made and the activity concluded by serving light refreshments to everyone.  The main 
organizers and the main participants, besides the Unificationist Leaders of the city of Leon, Gerónimo Vargas 
and Marcia Jirón, and distinguished Peace Ambassadors, and leaders of the National Police were present such 
as:   Luis Fernando Barrarte Jiménez, the Commissioner of Departmental Director / Denis Fonseca Bárcenas, 
the Second in Command / Captain Mario Ruiz, Responsible for the Youth Department /  Alberto López, Pschy-
cologist of the Virtual School of the Police / The children of the Buffalo Infant Baseball League of the city 
of Leon / Dr. Ana Rosa Fonseca Bárcenas, ex sub-director and legal adviser of the Immigration department 
/ Dr. Muirel Gamez  /Other participants were 5th-year student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West. Various 
members travelled to Leon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We had the support of the police who came to give 
assistance with the traffic on the road. In the morning of the following day, June 16, we left on our way to the 
frontier of Honduras with a delegation of 27 people. We met with delegation of Hondurans in the frontier town 
of Guasaule. It was a very emotional encounter. There was a powerful spiritual atmosphere there. We cried and 
embraced each other while delivering the Peace Road Flag to the delegation of Hondurans. In that moment, we 
could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the True Parents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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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6  중미 니카라과 Nicaragua

니카라과 피스로드 Peace Road in Nicar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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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중미 엘살바도르 El Salvador

6월 21일 엘살바도르 산타테클라(Santa Tecla)시에서 중미대륙 네 번째 순서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피스로드 행사는 오전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산타테클라 시장을 대신해서 리세스(Lisseth 

Quijano) 사회개발국장과 호르헤(Jorge Quezada) 체육청장이 참석하여 피스로드 출발식을 함께 했다. 

약 120명의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58km의 산타테클라 시내를 종주하였다. 6대의 경찰 오토바이와 2

대의 경찰 픽업이 동행하였으며 다수의 언론사가 출발식과 종주 구간을 취재하였다.

피스로드 행사를 위해 통신회사 (Claro)에서 125벌의 티셔츠를, 음료회사(Industria La Constancia)에

서 360개 스포츠 음료와 300개의 물을, 제과업체(Bocadeli)에서 홍보차량과 제당회사(Dizucar)에서 홍

보물품을 후원 받았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엘살바도르
El Salvador

도시
Location

산타테클라
Santa Tecla

일시
Date

2015. 6. 21
June 21 2015

On June 21, members launched Peace Road in El Salvador, the fourth Central America nation. The event 
was held in Plaza de la Cultura, Paseo El Carmen, Santa Tecla, The event went from 7:00 in the morning until 
11:30.

Representing Santa Tecla Mayor Lisseth Quijano, the director of Social Development in Santa Tecla Mayor’s 
office and Jorge Quezada, presid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ports in El Salvador attended and gave the 
starting signal for the Peace Road bike ride. About 120 people participated, including Milton Magaña, El 
Salvador, newly appointed ambassador to South Korea. For the bike ride, we rode 58 kilometers around Santa 
Tecla. Six police motorcycles and two police cars accompanied us.

Supporters made contributions: Claro, a telecommunications company, donated 125 T-shirts, Industria La 
Constancia, a beverage corporation donated 360 sports drinks (PowerAde) and 300 bottles of water. Bocadeli, 
a bakery company, donated the use of a car and Dizucar, a sugar-manufacturer, donated additional materials.

Various media outlets covered the event, channel 2, channel 4; Viva la Mañana, Channel 6 Play promoted 
Peace Bike before it began helping attract people to the event. We advertized on three radio stations. Channels 
6, 21, 29 and 33 all covered the actu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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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중미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엘살바도르 피스로드 Peace Road in El 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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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중미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언론 보도 Media Reports

Channel 2, Channel 4; Viva la Mañana, 

Channel 6 Play promoted Peace Bike 

Channels 6, 21, 29 and 33 all covered the actu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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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중미 온두라스 Honduras

6월 21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에서 중미대륙 5번째 순서로 피스로드 행진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궁

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여, 국립경기장을 지나 의회까지 행진하였다. 총 28구역(Blocks)을 행진하였고 

국회앞에서 폐회식을 진행하였다.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피스로드의 승리를 자축하였다.

온두라스는 중미대륙의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매일 여러 단체에서 이벤트를 위한 행진을 한다. 또 그렇

게 진행되는 행진을 사람들은 평화 행진이라고 부르는데, 피스로드 행진을 계획하던 전날 (현지시간 20일;토요일)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던 평화 행진중에 국회앞에 폭탄이 날아든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폭탄이 터지지는 않았지

만, 우리가 기획하던 피스로드 행진역시 국회앞에서 종료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피스로드 계획을 중

단하고 일정을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대로 피스로드를 진행하되, 짧고 굵게 하기 위해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모집하

였다. 

피스로드 행사 당일, 법원앞에서 또다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였지만 참부모님의 

보호아래 피스로드를 성공리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온두라스
Honduras

도시
Location

테구시갈파
Tegucigalpa

일시
Date

2015. 6. 21
June 21 2015

On June 21, with lots of participants we held the Peace Road march in Tegucigalpa, Honduras. The 
fifth Central America nation.
We started the march from a few blocks away from the Presidential Palace, Tegucigalpa, walked 

down ten blocks to the National Stadium then kept walking down to the Congress Palace, a total of 28 
blocks.
 Honduras is in the middle of conflicts, so everyday many organizations are marching. They also call 

their marches “Marches of Peace.” The day before (Saturday), one of those marchers threw a bomb at 
the Congressional Legislative Palace. Fortunately, it did not explode.
Because we also had planned to finish at the Congressional Legislative Palace, the authorities ad-

vised us to stop the march the next day and reschedule it, but we decided to do it anyway.
On that same Sunday, someone else threw a bomb at the Justice Palace and it exploded. The circum-

stances were not easy, but under the protection of Heavenly Parent, our Peace Road march was suc-
cessful.
 At the end, near the Congressional Palace, we celebrated the victory of our March for Peace and 

Family with folk music, dancing and some spe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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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중미 온두라스 Honduras

온두라스 피스로드 Peace Road in Honduras



188

6.23  중미 과테말라 Guatemala

6월 23일 중미 피스로드 세계 대장정의 바통을 이어받아 과테말라에서도 피스로드를 진행하였
다. 23일 오전 11시부터 과테말라 가정연합 본부에 모인 참석자들은 Juan Pablo II 광장까지 행
진을 전개했다. 

피스로드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중에 교통경찰들이 협조하여 주었고 무사히 행진을 마
칠 수 있었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과테말라
Guatemala

도시
Location

과테말라시티
Guatemala City

일시
Date

2015. 6. 23
June 23, 2015

On June 23 along the course of the Peace Road in Central America, Guatemala received the 
Peace Road baton. They marched from their FFWPU national headquarters to John Paul II 
Plaza. 

Participants marched with Peace Road the banner and flags. With the support from the traffic 
police, the march ende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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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3  중미 아이티 Haiti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이티에서 피스로드 종주가 실시되었다. 12일 오전 9시에 아이티의 수도
인 포르토프랭크(Port-au-Prince)에서 “아이티와 세계의 평화를” 이라는 주제 아래 150km의 피
스로드 여정이 이어졌다. 가정연합 회원들과 평화대사 100여명이 피스로드 종주에 참여하였다.

전날 11일 미라건(Miragoane)시에서도 오토바이를 이요한 종주와 평화행진을 실시하였고 마리에 
데니스(marie denise bellabre)시장도 피스로드에 지지의사를 밝히며 기념촬영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아이티와 세계평화, 한반도 통일!”을 외치며 총 150 km의 거리를 오토바이, 택시 그
리고 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스로드 종주를 실시하였고 자전거 종주자들이 60km를 추가로 종
주하였다. 참석자들은 피스로드를 통해 이웃국가인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롭게 
하나될 것을 기원했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아이티
Haiti

도시
Location

포르포프랭크
Port-au-Prince

일시
Date

2015. 7.11-13
July 11-13, 2015

From July 11 to 13 Haiti held the Peace Road.  On the 12th from 9 a.m., at Port-au-Prince, the capital city 
under the slogan “Together for Peace in Haiti and the World” they departed on a 150-kilometer Peace Road 
tour. Including FFWPU members and Ambassadors for Peace, about 1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tour.

The day before (the 11th) in Miragoane City, they had a motorcycle tour and the Peace Road march. The 
mayor of Miragoane, Mrs. Marie Denise Bellabre, supports the Peace Road idea, and she posed for a photo 
with the Peace Road banner.

Everyone shouted “Peace in Haiti and around the world, peaceful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ring the tour and covering 150 km, using various types of transportation, such motorcycle, march-
ing on foot, bicycles and even taxis. The cyclists that were in the parade also ran an additional 60 km with 
the same slogan.

The Haiti Peace Road team walked for peace to come between Haiti and the Dominican Republic; tense 
situations are developing at this moment between the two neighboring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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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3  중미 아이티 Haiti

아이티 피스로드 Peace Road in Ha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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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0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피스로드 일정이 진행되었다.  출발식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
토도밍고(Santo Domingo)의회 앞에서 실시되었고 아르만도 베레무데스(Parque Armando Bermudez)국립공원
까지 총 23km의 행진이 이어졌다.

출발식 전날인 7월 16일에는 홍대희 중미 특사와 코노(Kono) 목사, 레갈라도(Regalado)목사가 의회를 방문하여 
1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의원들은 피스로드 취치를 지지하는 의미로 깃발에 사인하
였다.

17일 출발식에서 레오니다스 벨리아드(Leonidas Belliard) 가정연합 회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홍대희 중미 특
사가 피스로드에 대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통역을 맡은 쎄자르(Cesar Regalado)씨는 기자들에게 의미를 전달
하였다.

참석한 과달루페 (Guadalupe Valdes)의원은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무기를 사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과 가정연합의 피스로드 조직위원회는 진
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애쓰고 있습니다.”라며 축사를 전했다.

출발식을 마친후 의회 앞에서 국립공원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함께 자전거와 행진, 차량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였다. 국립공원에서부터 27명의 참가자들은 100km가량을 자전거로 종주하였고 다시 14대의 자전
거로 보나오(Bonao)에 있는 농장까지 피스로드를 종주를 이어갔다.  종주단은 저녁이 되어서야 첫날 도착지인 “평
화와 화합” 농장에 도착했다. 농장에서 야영한 뒤 다음날 차로 54km를 더 달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두아르테 산(
해발 3,087 Pico Duarte)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이틀에 걸쳐서 홍대희 특사와 FFWPU협회장들, 18명의 청소년들
이 함께 46km의 피스로드 산행을 진행하였다.

모든 종주 일정을 마친 7월 20일 오후 6시에 폐회식을 갖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피스로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도시
Location

산타도밍고
Santo Domingo

일시
Date

2015. 7.17-20
July 17-20, 2015

From July 17 to July 20, the Dominican Republic held their Peace Road event. They launched it in front of 
National Parliament in Santo Domingo. From there, they walked 23 kilometers to Jose Armando Bermúdez 
National Park, which is in a high mountainous region (3,087 meters above sea level). The day before the 
launching, July 16, Rev. Hong, Rev. Kono and Rev. Regalado visited the National Parliament, where twelve 
congressmen signed the flag and expressed their strong agreement with the activity. Mr. Leonidas Belliard, 
the national leader served as MC at the launching. Rev. Dae Hee Hong, the Special Envoy for the Dominican 
Republic gave the main speech, explaining the vision of True Parents through this Peace Road. Mr. Cesar 
Regalado was the interpreter and at the end of his speech, he explained to the journalists the meaning of the 
Peace Road. National Deputy Mrs. Guadalupe Valdes gave a nice speech praising the event. She said, “That’s 
the way that true peace may come: We are changing the hearts and feelings of the people. We are changing the 
weapon to the love, and UPF and Family Federation are peace organizations working very hard day by day to 
achieve real peace.” For the actual activity, we rode bicycles from Parliament to Central Park, where the main 
holy ground is located. Congressmen, the congresswoman and all other participants used various ways such as 
cycling, walking or driving. Everybody partook in this emotional rally. From the holy ground, 27 participants 
cycled 100 km and then some continued the whole day into the evening. Finally, we arrived at the Peace and 
Harmony Farm. We slept in tents and the next day we went 54 km by car and reached the Pico Duarte Moun-
tain, the highest mountain in the Caribbean Region. The following day, we began to climb the mountain. In 
two full days, we walked 46 km. Rev Hong led this walk with the national leader and his wife, church leaders 
and eighteen boys and girls from the second generation. To be able to offer this Peace Road to True Parent was 
just amazing. We finished the Peace Road at 18:00 on July 20, returning home at midnight. We are so grateful 
to contribute to making world peace through this Peac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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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0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공화국 피스로드 Peace Road in Dominic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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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중미 세인트빈센트 St.Vincent and the Grenadines

7월 23일, 중미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수도인 킹스타운(Kingstown)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케이 바쿠스 브라운(Kay Bacchus- Browne) 회장이 총괄하는 가운데 35명의 참석자들은 공립 중고등학

교의 체육관에 모여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피스로드 깃발을 단 경찰 오토바이의 인솔에 따라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날 피스로드 행사에는 전 총리이자 현 야당대표이며 다시 차기 총리 자리가 유력한 아른힘 유스타스

(Arnhim Eustace)가 동참해 축하와 격려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현직 경찰 총경인 야당대 행진에 

함께 참여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경찰총경이며 야당의 정당대표도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김상석 UPF 중미 회장이 함께 한 가운데 킹스타운 도심에서 진행된 행진을 마치고 행진단은 통일의 노래

와 억만세를 부르며 피스로드 행사를 축하했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세인트빈센트
St.Vincent

도시
Location

킹스타운
Kingstown

일시
Date

2015. 7.23
July 23, 2015

On July 23 i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held the Peace Road. 35 people at-

tended at the Grammar School sporting complex for the launching ceremony. For the 

entire Peace Road event, Kay Bacchus Browne, the national leader chaired the rally. 

The rally began from the Court House Yard in the Capital Kingstown led by a police 

outrider who carried a peace flag on his bike. The rally with Rev. Sang Suek Kim, the 

continental director together, it went through the Main Streets during the busy hour. 

Messages of peace were delivered by a former Prime Minister Hon Arnhim Eustace 

who marched with us through the streets. He is the current leader of the opposition 

who is likely to be the next prime minister. Messages were also delivered by the su-

perintendent of police, a leader of another political party. To conclude all of the par-

ticipants sang the Tongil song in Korean and English and ended with Oeg-Ma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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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중미 세인트빈센트 St.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 피스로드 Peace Road in St. Vincent and the Grenadienes

PEAC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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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중미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Tobago

7월 25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Port of Sapin)의 퀸즈파크사바나(Queen’s park Savanna)에서 피스

로드가 개최되었다. 포스오브스페인은 3명의 죄수자 들이 탈출하여 경찰과 총 싸움을 벌여 한 명의 경찰이 총에 맞아 죽기도 했

다. 이러한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주평화연합, 가정연합, 여성연합, 평화대사들은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120개국의 피스로드 프로잭트에 참여하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트리니다드토바

고의 초 종교연합 회장(IRO) 해리펄사드 마하(Harrypersad Maharaj)회장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피스로드에 참여하기 위해 70마일이상을 달려왔다.

이날 피스로드 행사에는 청소년 지도자 키션 베인(Keeshon Vane)는 선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스로드에 참여하였다. 김

상석 중미대륙회장 또한 코스타리카에서 피스로드 행진을 마치고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행진도 이어서 참석하였다. 경찰국장 스

테판 윌리엄(Stephen Williams)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두영 트리니다드토바고 한국대사와 UN을 대표자도 피스로드 성

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포트 오브 스페인(Port of Spain)의 시장도 참석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은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정연합회장 바카스호란(Bacchus-Horan)회장의 지휘아래 진행되었으며 행진하는 동안 바카스호란회장은 피스로드의 취지

와 문선명 총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들의 피스로드 행진은 UN건물을 지나, 국회, 미국대사관과 한국대사관을 지나 마지막으

로 퀸즈로열대학(Queens Royal College)까지 이어졌다. 총 43명의 참가자들이 12명의 경찰과 4명의 의료진, 구급차의 호위

를 받으며 행진하였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Tobago

도시
Location

퀸즈파크사바나
Queen’s park Savanna

일시
Date

2015. 7.23
July 23, 2015

On July 25 in Trinidad&Tobago held the Peace Road in Queen’s park Savanna, Port of Spain. In spite of Port 
of Spain being shut down after 3 high profile prisoners escaped and exchanged gun fire with police. One po-
liceman was shot and killed. Also it was raining heavily, but brave, strong, committed members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Ambassadors 
for Peace took the lead in our nation and participated in Trinidad and Tobago Historic Peace Road Walk to join 
the 120 nations of the world to pray and walk the Peace Road. President of the Inter-Religious Organization in 
Trinidad and Tobago (IRO) Br. Harrypersad Maharaj demonstrated his commitment for Peace, and drove over 
70 miles to join us in heavy rain and deliver his strong message for Peace and harmony. Youth leader Kee-
shon Vane, boldly committed his time in spite of other engagements. Rev.Sang Seuk Kim, Korean National and 
continental director for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travelled to Trinidad from Costa Rica to join in our 
National Peace Walk. Commissioner of Police Mr. Stephen Williams sent his best wishes and success for our 
Peace Walk. Special greetings and wishes for success were also sent from the President’s office, Ambassador to 
Korea in Trinidad Doo Young Lee, and the United Nations Representative all sent success messages as they were 
unable to attend. The Mayor of Port of Spain was scheduled to attend. The Peace Walk was led by Trinidad and 
Tobago National Leader Dr. Bacchus-Horan, who spoke along the walk about the meaning of the Peace Walk 
and work of Rev and Mrs. Sun Myung Moon. The peace road walk started at the Queen’s park Savanna the larg-
est round about in the world. The journey passed the United Nations building, the president off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U.S. Embassy, the Korean Embassy, the Queens Royal College all of which are historical 
buildings. They were escorted by police along with the Medics and ambulance services. 43 participates joined 
the event plus there was twelve police in three police cars and four medical attend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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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중미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Tobago

트리니다드토바고 피스로드 Peace Road in Trinidad and Tobago

WORLD PEACE RO D 
"GOD'S IDEAL FAMILY AND THE 

KINGDOM OF THE PEACEFUL, IDEAL WORLD" 
TRINIDAD & TOBA,G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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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중미 바베이도스 Barbados

7월 25일 중미 바베이도스의 수도 브리지타운(Bridgetown)에서 피스로드 행진이 개최되었다.

이날 모인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주빌리 가든스(Jubilee Gardens)에서 시작하여 독립광장(In-
dependence Square)까지 행진하였다. 행진을 마치고 독립광장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평화대사
이자 농촌개발 장관인 데니스 켈맬(Denis Kellman)장관은 “바베도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
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도전하고 있으며, 평화로 이어질 방법을 모색하여 다른 사람들
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며 국립평화위원회가 후원하는 피스로드 행사를 축하하고 피스로드 행사를 
통해 평화의 시작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을 기원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에는 바베이도스 힌두교 사원, 카리브해 멘토링 연구소, 바베이도스 국립 축구 팀, 
바베이도스 국립평화위원회, 국제청년회의소(JCI), 바베이도스 청년봉사회, 천주평화연합, 여성연
합과 청년연합등 다양한 단체들의 회원들이 동참하였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바베이도스
Barbados

도시
Location

브리지타운
Bridgetown

일시
Date

2015. 7.25
July 25, 2015

On July 25, Bridgetown, Barbados, held the Peace Road march.

The rally started in Jubilee Gardens and ended in Independence Square. Three hundred participants 
joined the march. The march concluded in Independence Square, where Denis Kellman, Minister of 
Housing, Lands and Rural Development and also an ambassador for peace, gave a closing speech 
“Barbadians (the people of Barbados) face a challenge to live peacefully with all other people and to 
try to do what will lead to peace and to pass knowledge to one another.” He also encouraged his fel-
low countrymen, during the Peace Road event sponsored by the Barbados National Peace Council, to 
let peace begin with them.

The Barbados Hindu Temple, the Caribbean Mentorship Institute, the Barbados National Football 
Team, the Barbados National Peace Council,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JCI), Barbados Youth Ser-
vice, Universal Peace Federation, Woma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the Youth Federation for 
World Peace participated in the Peace Roa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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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중미 세인트 루시아 St. Lucia

8월 13일 세인트루시아 가정연합에서 안세라레이(Anse-laRaye)어부마을 가톨릭 교회의 전도의 관한 
열의가 강한 청년부(YOFM)와 협동하여 피스로드를 개최하였다. YOFM의 파스티나 에드워드(Faustina 
Edwards)는  청년부를 대표하여 피스로드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녀는 피스로
드는 문선명총재의 국가, 인종, 종교를 초월한 국제고속도로와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베링해협을 통해 
세계를 하나로 잇겠다는 비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가정연합의 레미 타어피어(Remy Taupier)
는 평화는 국제기구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가족, 나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피스로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가정연합의 커스틴 메다르(Kerstin Medard) 회장은 참석자들을 5그룹으로 나
누어 아래 문구들을 함께 공유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마틴 루터킹(Martin Luther King)의 “어둠은 어둠
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빛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밀어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세상에서 네가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요한복음 14
장 27절 (John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평화는 무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각 그룹은 토론
하면서 참가자들끼리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였다. 이후 기념 촬영이 이어졌으며 촬영을 마친 그룹은 마을 
해변가를 따라 피스로드 행진을 이어갔다.  피스로드 행사는 바다에 전등을 띄우면서 마무리 되었다. 세인
트 루시아의 피스로드는 세인트루시아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진행되는 글로벌적인 행사에 참가했다는 것
에 의미있는 행사였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세인트루시아
St. Lucia

도시
Location

아세라레이
Anse-la Raye

일시
Date

2015. 8.13
August 13, 2015

On August 13th 2015, FFWPU St. Lucia held a Peace Road event in co-operation with the 
Youth on Fire Ministry (YOFM), a young adults group of the Catholic Church in the fisher-
man village of Anse-la-Raye. Ms. Faustina Edwards of the YOFM introduced the Peace Road 
Project with information from the Peace Road website. She explained that it was the fruit of 
the vision of Rev. Sun Myung Moon to bring world peace among nations, races and religions 
by connecting them through a system of international highways and a tunnel at the Bering 
Strait between Alaska and Russia. Mr. Remy Taupier of the FFWPU gave provided further 
detailed insights about the Peace Road Project and stressed that building peace is not just 
the affai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also that of our own communities, families and 
selves Ms. Kerstin Medard, president of the YOFM,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5 groups 
and gave each group a quote to reflect upon.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 Martin Luther King. “Be 
the change you want to see in the world.” – Mahatma Gandhi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does. Do not let your hearts be dis-
tressed or lacking in courage.” – John 14:27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it can only be 
kept by understanding” – Albert Einstein Each group held discussions and then proceeded to 
share their thoughts with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After taking a group photo, there was a 
march through the village up to the seashore and the event culminated with the launching of 
peace lanterns over the ocean. It was truly significant for the St. Lucian young people to be 
part of this worl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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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중미 세인트 루시아 St. Lucia

세인트 루시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St. Lucia



200

8.16  중미 자메이카 Jamaica

8월 15일 자메이카에서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다.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하기 2주전, 정부 당국의 허
가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 행사 이틀 전인 13일이 돼서야 허가가 났다. 사람들을 초청하기에는 짧은 시
간이었지만, 연기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스로드 행사는 8월15일 킹스턴(Kingston)에서 개
최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은 독립공원(Independence Park)앞에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동상이 있는 국립
경기장에서 시작되었다. 피스로드 종착지인 세계영웅공원(Park of World Heroes)까지의 여정을 시작하
기 전에 자메이카의 음악 팝아이콘 밥 말리(Bob Marley) 동상 앞에 모여서 출발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세계영웅공원에 도착한 행진단은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루터킹주니
어를 추모하였다. 이날 참석자로는 평화대사, 천주평화연합과 가정연합, 종교 간 친목을위한 자메이카위원
회의 마틴(Martin Schade)사무 총장과 호레스(Horace Matthew JP), 자메이카의 첫 국가적 영웅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에 의해 설립된 에티오피아 정통교회와 니그로흑인 개선 현회 회원 마이클 그린란
드(Michael Greenland)가 참석하였다. 이번 피스로드 행사는 매우 감정적이었다. 참가자들에게는 문선
명 총재의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 고속도로, 이를 통해 인류 한 가족 연결의 비전아래 
칠레 산티아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시작된 전세계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의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피스로드 행사의 분위기는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였다.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는 평
화를 위해 걷는다!”고 크게 외치며 마음을 모아” “Let there be peace on earth and let it begin with 
me”를 불렀다. 피스로드 행사는 세계영웅공원에서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소감과 피스로드 프로젝트가 개
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자메이카는 피스로드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륙
Region

중미
Central America

국가
Nation

자메이카
Jamaica

도시
Location

킹스턴
Kingston

일시
Date

2015. 8.16
August 16, 2015

We applied to the authorities for permission to hold an August 15th event. Two weeks after we applied, in the 
evening of August 13, finally, they granted our application. On such short notice, we had many people to invite 
but we thought it was best not to postpone. We held the event on August 15 in Kingston. We had a peace walk 
beginning from Independence Park in front of our National Stadium, where the statues of some our famous 
athletes are located. We also gathered by the statue of Jamaican musical icon Bob Marley before beginning our 
journey to National Heroes Park, where there are monuments to and burial sites of our former heads of state. 
Our walk was greatly assisted by the friendly and supportive escort from the Police Department. On the journey 
we stopped at the Park of World Heroes to pay tribute to Mr. Mahatma Ghandi, whose bust is located there. A 
bust of Dr. Marin Luther King Junior will also be added. Among the participants, we had UPF Ambassadors for 
Peace, Family Federation member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Jamaica Council for Interfaith Fellowship, Rev. 
Dr. Martin Schade; Mr. Horace Matthews JP, Deacon Michael Greenland of the Ethiopian Orthodox Church and 
members of The United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 which was founded by Jamaica’s first national hero, 
Hon. Marcus Garvey. This Walk for Peace was very emotional. The participants felt that it was truly significant 
for them to be part of this Global Event being staged from Cape Town, South Africa, to Santiago, Chile. They 
were truly united with and supportive of the vision of Rev. Sun Myung Moon to unite mankind as one family 
under God and bring world peace among nations, races and religions by connecting them through an interna-
tional highway. The mood of the event was jubilant and festive. There were shouts from participants: “We walk 
for peace!” From their hearts, people sang with conviction: “Let there be peace on earth and let it begin with 
me”. The event terminated at Heroes Park with people sharing testimonies about the potential for the Peace 
Road project to positively impac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e expect to hold it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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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중미 자메이카 Jamaica

자메이카 피스로드 Peace Road in Jama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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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Africa 아프리카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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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Republic of South Africa, Cape of Good Hope 

5월 30일 아프리카대륙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에서 피스로드 종주가 시작되

었다. 미국 라스베가스와 남미 칠레 산티아고와 같은날 일정이지만 시간대가 앞

선 관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피스로드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남아공 피스로

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본 평화통일연합 정회철 국장이 미리 도착하여 피스

로드 종주 일정을 준비했다. 

10명의 종주단과 5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세계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출발

점인 희망봉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대륙 피스로드 출발식을 거행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도시
Location

희망봉
 Cape of Good Hope

일시
Date

2015.5.30
May 30, 2015

On May 30, Launching ceremonies were held in Cape of Good Hope at South Africa on the 

same day as Santiago, Chile and Las Vegas, United states. For the successful launching, Jung 

Hoi Chul, the director of FPU Japan arrived early and prepared the event. Cape of Good Hope 

is also one of the starting points of the “World Peace King Bridge-Tunnel”. Ten riders and 50 

members came to the PEACEROAD regional launching. The riders chanted “One World! One 

Africa! One Korea!” with a loud voice and rode 15km by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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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봉 출발식과 피스로드 종주 Departure Ceremony and Riding

5.30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Republic of South Africa, Cape of Goo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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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2) 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지난 5월 30일 남아공 희망봉에서 출발을 한 피스로드 종주가 한국시각 6월 7

일 20시 경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어서 진행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도시
Location

요하네스버그
Johannesburg

일시
Date

2015.6.7
June 7, 2015

May 30. From the launching of Cape of Good Hope, Peace Road riders passed 
through Johannesburg on Jun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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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아프리카 카메룬 Cameroon

카메룬에서는 수도 야운데(Yaoundé)에서 6월 8일 121명의 시민들과 함께 “평화는 단순히 단어로서 만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법입니다. 세계와 아프리카의 우리 나라와 가족의 평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주제로 피스로드 종주를 진행했다.  

피스로드 출발식은 국립축구경기장에서 오전 9시 이슬람 성직자 EL HADJ IBRAHIMA 이맘의 축도로 시
작되었다. 이어서 피스로드 책임자인 LAU ASONG씨가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고 행진의 출발을 선언
했다. 행진에 참여한 121명은 종교 지도자, 평화대사, 주 지방검사, 국회의원, 공무원, 선생님과 학생 등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은 야운데마을의 가장 번화한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7km 코
스로 진행되어 10시 30분경 카메룬의 영웅인 Charles Atangana의 기념동상 앞에서 승리와 축하로 마무
리 되었다. 행진과 함께 몇몇 VIP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동참하기도 했다.

카메룬의 야운데의 도심은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특히 월요일 출퇴근 시간에 행진을 진행하는 일이 쉽지
는 않았지만 모두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번 피스로드 행진은 카메룬이 보코 하람(Boko 
Haram )에 의한 테러 공격의 위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룬의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기도 하
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카메룬
Cameroon

도시
Location

야운데

Yaounde
일시
Date

2015.6.8
June 8, 2015

The Cameroon event took place at Yaoundé, the capital city on June 8, 2015 with 121 participants un-
der the theme, “Peace is not a word; it is a way of life! Let us carry out actions that bring peace in the 
world, in Africa, in our nation and within our families”.
The Launching took place in front of the National Football Stadium at 9 a.m. Imam El Hadj Ibrahima 

offered a prayer. National Leader Mrs. Lau Asong, made launching declaration, and gave a speech 
explaining the meaning of this event. 
The participants consist of some high religious leaders, Ambassadors for Peace, a state attorney, par-

liamentarians, civil servants, teachers, students and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They marched about 7 km at the main, crowded and congested areas of Yaoundé. 
They ended at the monument of a famous Cameroonian hero, Charles Atangana, at 10:30 a.m. with a 

victory celebration and congratulations for one another.
A very impressive statement was made by some VIPs, and elders accepted the idea of marching 

instead of riding cars. Also, in Yaoundé, it is very difficult to walk during the rush hour. Yet, the event 
went very smoothly. Besides, Cameroon is going through crises and conflicts by the terrorist’s attacks 
done by Boko Haram. Thus, our Peace march was warmly welcomed b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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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아프리카 카메룬 Cameroon
 카메룬 피스로드 행진 : National Stadium ~ Monument of Charles ATANGNA / 7km / 121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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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Nigeria

나이지리아는 6월 10일 Karu 지방 의회 강당에서 피스로드 출발식을 개최하고 오토바이를 이용

하여 피스로드 종주를 진행했다. 

130여명의 가정연합 및 UPF , 여성연합 회원과 시민들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나이지리아 피스로

드 행사를 주관한 George M. Ogurie 회장은 참부모님이 평화구현의 방안으로 제시한 세계평화

고속도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나이지리아의 피스로드 슬로건인 “나이지리아는 평화를 

지지한다”를 주제로 나이지리아가 선거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화합하는 것을 축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지라아 정부가 국제 표준에 맞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평화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기여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강연이후 70여명의 참석자들은 Karu 지역 유지인 Hakimi 씨가 피스로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Karu 궁정까지 7Km를 종주하였다.  금번 나이지리아 피스로드 종주

는 나이지리아 라디오에서 보도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나이지리아
Nigeria

도시
Location

카루
Karu

일시
Date

2015.6.10
June 10, 2015

On June 10, Nigeria held the Peace Road launching at Karu Local Government Council Secretariat. 130 
of  FFWPU, UPF,  WFWP, YFWP members gather at the council. Rev. George M. Ogurie, national leader of 
FFWPU-Nigeria, gave a lecture on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 Peace Highway as a legacy of the True 
Parents. He said the Peace Road 2015 rally was to celebrate the third anniversary of True Father’s ascension. 
Referring to Nigeria’s Peace Road slogan, “Nigeria Stands in Peace,” he said that this Peace Road event is an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fact that Nigeria still stand together as a nation despite the possibility of disinte-
gration from the recent elections. Speaking of the national theme of the rally, “Nigeria Stands in Peace,” he 
said this event was also an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fact that we still stand together as a nation despite the 
possibility of disintegration from the recent elections. He called on all Nigerians to support wholeheartedly the 
new government so that it succeeds. He also called on the Nigerian government to connect to the International 
Peace Highway project by quickly upgrading its road infrastructure to international standards. Along the way, 
the 70 participants stopped at the palace of the traditional ruler of Karu. The district head, Hakimi, of Karu and 
other palace officials addressed participants. Hakimi called on road users, especially commercial motorcyclists, 
to exercise peaceful conduct on the road in order to minimize accidents and loss of lives on the road. Content 
of Media coverage: Radio Nigeria, a network service with over 80 million listeners reported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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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Nigeria
 나이지리아 피스로드 종주 Peace Road in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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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아프리카 베냉 Benin

6월 11일 아프리카 베냉에서 피스로드 종주가 시작되었다. 오전 8시 30분에 나이지리아와 배넹의 국경지

역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가 동참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피스로드 팀으로부터 피스로드 종주기를 전달 받는 

전달식을 가졌다.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는 아프리카 피스로드 종주를 축하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마

친뒤 베냉 피스로드 팀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베냉 수도인 Porto Novo로 이동하였다. 

10시부터 베냉 국회 앞에서 시작된 피스로드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국무장관이 참석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했다. 국회앞에서의 일정 후에 12시에는 베냉 경제의 중심지

인 Cotonou로 장소를 옮겨 AMITIE 경기장 앞에서 다시 한번 국무장관과 함께 피스로드를 축하하는 행사

를 갖고 베냉의 피스로드 종주기를 다음 아프리카 종주국가인 토고에 전달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베냉
Benin

도시
Location

포르토노보
Porto Novo

일시
Date

2015.6.11
June 11, 2015

On June 11, after 5:00 hoondokhae, the Peace Road team of Benin went to the border between Ni-
geria and Benin. The Peace Road flag from Nigeria was passed to Benin. They organized a special 
ceremony with government officials of two countries.

The Nigeria-side officer was a captain; the Benin-side officer was a commandant. These officers ex-
pressed appreciation for Peace Road activity hosted by UPF and FFWPU. It was 8:30.

Then, traffic police led cyclists to Benin’s capital Porto Novo from the border. At 10:00, they cel-
ebrated Peace Road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e representative of the assembly’s president, 
the director of the cabinet, delivered his message for peace, and signed the banner.

They continued traveling to the economic capital of Benin, Cotonou, arriving at 12:00. Again, they 
celebrated Peace Road with a government representative at the front of Stadium Amitie.

In the end, the Peace road team passed the Peace Road flag to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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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아프리카 베냉 Benin
 베냉 피스로드 Peace Road in B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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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아프리카 토고 Togo

6월 12일 금요일 토고에서도 피스로드 일정이 진행되었다. 종주 전날 베냉의 대표들과 토고의 피

스로드 대표자가 지방 자치 단체의 환영을 받으면서 피스로드 종주기를 건네 받는 행사가 진행되

었다. 토고 피스로드 자전거 종주는 토고 국가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기념지역에서 개최되었

다.  이 지역은 토고의  가정연합 성지가 된 곳이기도 하다. 

피스로드 출발식에는 평화대사를 비롯한 토고 의회 관계자, FFWPU, UPF, YFWP, WFWP 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출발식은 로메(Lomé) 시청 산책길에서 FFWPU 토고 부회장이 평화의 메시지

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피스로드 자전거 종주에 토고 국민들이 피스로드 개최를 

축하하고 환영해 주었다.

토고 국영방송에서 이번 피스로드 종주를 전국에 보도하며 피스로드 종주 현황과 참보모님의 세

계 평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토고
Togo

도시
Location

로메
Lome

일시
Date

2015.6.12
June 12, 2015

This Friday, June 12, 2015 the Peace road 2015 project was held in Togo. Day before the 
project, a transmission ceremony led by the National Leader was made between a delegation of 
Benin and that of Togo. It was appreciated ceremony by the local authorities.

The project took place at the place of the independence which is the first holy ground of the 
nation.

Ambassadors of peace, parliament member and FFWPU, UPF, YFWP and WFWP members 
attend to celebrate the Peace Road journey.

The Peace Road launching was at the esplanade of Lomé City Hall. The citizen welcomed the 
Peace Road team.

Also National TV covered the event and made a wide report. They informed about our activi-
ties and True Parents Peace work to all ove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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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아프리카 토고 Togo
 토고 피스로드 Peace Road in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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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아프리카 스와질란드 Swaziland

6월 13일 아프리카대륙에서 일곱번째로 스와질란드 만지니시에서 피스로드 행진이 개최
됐다. 스와질란드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피
스로드 종주에는 3명의 평화대사와 1명의 자전거 종주자, 7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이 참석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은 만지니 시내 거리를 지나 만지니시 내에 위치한 가정연합센터까지 약 
3Km의 거리를 도보로 행진하였다. 스와질란드 교통 경찰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
지니시 거리의 교통을 통제하며 협조하였다.  피스로드 폐회식에서 평화대사인 Thabo 
Mzamo씨가 피스로드 취지를 소개하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스와질란드
Swaziland

도시
Location

만지니
Manzini

일시
Date

2015.6.13
June 13, 2015

On June 13, as part of the global chain of participating countries, the Swaziland Chapters of the 
FFWPU, UPF, WFWP conducted a successful march in Manzini City in commemoration of the Peace 
Road World Tour.

Twenty-four people participated, including three Ambassadors for Peace, one cyclist and seven po-
lice officers from the Royal Swaziland Police. The Swaziland Police Traffic Department supported the 
event by escorting the marchers and controlling traffic in the city street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articipants. The march took place in the city streets and finished at the FFWPU administrative 
center in Manzini about 3Km. Ambassador for Peace, Mr. Thabo Mzamo, read a speech for the Peace 
Road Tour at the conclusion of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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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아프리카 D.R. 콩고 D.R. Congo

6월 13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가정연합과 섭리기관 및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NGO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피스

로드 출발식을 진행했다. 

1000여명이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UPF 콩고 사무총장이 개회인사를 전한 후 킨샤사(Kinshasa)시내의 Limete 

7번가에서 대규모의 피스로드 행진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8km를 행진하여 인민궁전인 콩고의회 앞에 있는 독

립50주년기념광장(Place du Cinquantenaire de l’Indépendance)에 도착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콩고민주공화국의 번영을 위한 평화와 통일의 결속”이

라는 피스로드의 국가 주제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다. 천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진이었지만 경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행진을 마칠 수 있었다.  행진을 마치고 시민단체인 천사재단 (la fondation des Anges)의 일원인 

MODIA Antoine 교수가 폐회 인사를 전하고 피스로드 사인식과 만세삼창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콩고 피스로드 행진은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여 콩고 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어 큰 인상을 남겼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D.R.콩고
D.R. Congo

도시
Location

킨샤샤
Kinshasa

일시
Date

2015.6.13
June 13, 2015

On June 13, with the collaboration of providential organizations and NGOs partners of the Unification Move-
ment, we held the Peace Road March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undreds of participates gathered for the event. The secretary general of UPF in D. R. Congo gave a speech 

before the march. The 8 km march was departed from 7th street of Limethe, Kinshasa (the capital of D. R. 
Congo) to the Place du Cinquantenaire de l’Independence (Place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in 
front of the People’s Place, the D. R. Congo parliament building.
Because of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and peace situation in the country, members sympathized with the 

theme: Peace, Unity and Solidarity for a Prosperous D R Congo. 
The National Police, who oversaw the rally, congratulated the marchers because of their order and discipline. 

Everything went off without incident. 
After the march, Prof. Modia Antoine (family name first), member of the NGO; la fondation des Anges (An-

gels Foundation) gave the concluding speech. For the closing, we had a signature ceremony and with cheers of 
oeg mansei! The whole event was a success.
The rally made a deep impression on the city because we had organized and we are a non-political organiz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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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아프리카 D.R. 콩고 D.R. Congo
 DR 콩고 피스로드 Peace Road in D.R.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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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6월 15일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피스로드 종주식이 수도 와가두구(Ouagadougou)시에서 개최됐다. 
종주 대표들은 경찰들이 교통정리에 협조하는 가운데 피스로드의 깃발을 들고 Patte d’Oie마을을 지나 
Municipal 경기장까지 20분동안  7km 거리를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을 이용하여 종주했다.

피스로드 깃발은 부르키나 파소의 수상의 대리인인 M. Fousseni OUEDRAOGO에게 전달되었다. 피스
로드 행사를 주최한 가정연합 책임자는 국제 프로젝트인 피스로드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상에게  8월 30일 
피스로드 깃발이 도착할 한국에 국가의 VIP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 Fousseni OUEDRAOGO 
수상 대리인은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을 한 후 부르키나 수상이 피스로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
다. 

평화대사이자 부르키나파소 인구의 48%를 구성하고 있는 Mosse족의 족장인 Mogho Naaba BAONGO
는 UPF의 숄을 걸치고 피스로드 종주단을 맞이했다. 족장은 현수막에 사인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평화운동
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기념촬영에도 동참했다. 

피스로드 종주 폐막식에서는 인기가수와 댄스팀(Les petits anges) 그리고 New hope의 합창단, 여성악
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부르키나파소
Brukina Faso

도시
Location

와가두구
Ouagadougou

일시
Date

2015.6.13
June 13, 2015

On June 15, 2015, Peace Road world tour for Burkina Faso took place in Ouagadougou. Bikes, motorcycles 
and cars flying Peace Road flags went through the town from the Patte d’Oie crossroads to the Municipal Sta-
dium – about 7 km.  Three bikes led the way with the leader holding the flag. They were followed by motor-
cycles and cars that participated in the rally. Some policemen cleared the road at intersections. The rally took 
about 15 to 20 minutes to reach the Municipal Stadium. The arrival ended with a picture in front of the main 
banner. We presented the peace road flag to the state representative, Mr. Fousseni Ouedraogo, who was sent as 
a representative of the Prime Minister. After a two-minute explanation about the global meaning of the Peace 
Road, the National Leader of FFWPU invited the national official to sign the flag and asked that he may help to 
send a top representative of Burkina Faso to Korea in August 30, where the flag will go. The official represent-
ative Mr. Ouedraogo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Then Mr. Ouedraogo gave a speech, explaining the Prime 
Minister’s interest in peace activities. He assured us he would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about the invita-
tion. Ambassador Peace Mogho Naaba Baongo, the traditional king of the Mosse tribe, which comprises 48% 
of Burkina Faso’s population invited us to his palace. He always supports our activities. His majesty kindly 
signed the flag and gave an interview explaining how it is important for him to see young people acting for 
peace. The Peace Road event ended with some popular entertainment, such as dances by the Les petits anges 
dancers, new hope choir, popular singers and majorettes.   To conclude everything, His Majesty, King Mogho 
Naaba Baongo, joined Peace Road participants in a final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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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 파소 피스로드 Peace Road in Burkina Faso

6.15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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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아프리카 모잠비크 Mozambique

6월 15일 모잠비크 Maputa 해변에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 피스

로드 종주 일정에 참여하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모잠비크
Mozambique

도시
Location

 마푸타
Maputa

일시
Date

2015.6.15
June 15, 2015

On June 15, in Maputa beach, Mozambique 30 people participate for the Peace Road 
World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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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아프리카 말리 Mali

6월 19일 아프리카 말리에서 가정연합과 UPF 회원들이 “말리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주제 아래 피스로드
를 개최했다. 피스로드 행사는 오후 4시에 약 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Bamako)의 
번화가 ACI 2000 에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말리 국립 자전거 연합(the National Malian Federa-
tion of Cycle Riders)의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유소프(Youssouf Cisse)
평화대사와 말리 국립 자전거 연합의 국가대표인 아마두(Amadou Togola)가 참석했다.

피스로드 행사는 말리 국가 제창 후에 말리 가정연합 뎀벨레(Dembele Jules)회장의 피스로드의 사명과 
배경(참부모님의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슬람교도라 
라마단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5km의 자전거 종주에는 15명의 전문라이더들만이 선발되었다. 5명의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품이 주어졌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도 기념상이 시상되었다. 이번 피스로드 종주의 
안전을 위해 15명의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해주었다.

폐회식에서 아마두 평화대사는 “말리의 자전거 종주자들은 평화를 위한 종주자”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평화운동의 동반자로 함께할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스로드 현수막 사인식으로 폐회식이 마무리 되
었다.

피스로드 행사는 에솔(Essor) 국립 신문사와 두 개의 사립신문사에서 보도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말리
Mali

도시
Location

바마코
Bamako

일시
Date

2015.6.19
June 19, 2015

On June 19, in Mali, which is part of our Africa Region, FFWPU and UPF organized a Peace Road 2015 rally. The theme 
was “For a Mali of peace, reconciliation and unity.” The event was held at the ACI 2000 in Bamako (the most popular 
place). It was organized with the partnership of the National Malian Federation of Cycle Riders. At 4:00 p.m. some 105 
people gathered for the launching ceremony. Youssouf Cisse, an Ambassador for Peace and candidate in the last presiden-
tial election; and Amadou Togola, the National President of the Malian Federation of Bike Riders participated. We sang the 
national anthem and the President of FFWPU, Dembele Jules, gave a speech explaining that Peace Road is a project set up 
by Rev. Sun Myung Moon and Hak Ja Han Moon for world peace.

Fifteen professional bike riders were selected for a 15 km contest because as Muslims, they were fasting. Some prizes 
were given to the 5 winners and symbolic prizes were given to the other cyclists. Fifteen policemen assured that all went 
safely. Amadou Togola, who is also a newly appointed ambassador for peace, gave the congratulatory speech. He explained 
that bike riders in Mali are “riders for peace” and promised to make a lasting partnership with our organization. After his 
speech, the banner was signed by the officials and the event was over.

Media coverage: The event was covered by three newspapers. The government newspaper (Essor) and 2 private newspa-
pers (the Challenger and the Independent). Essor gave a good comments and as did the Chall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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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 피스로드 Peace Road in Mali

6.19  아프리카 말리 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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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아프리카 기니 비사우 Guinea-Bissau

6월 20일 아프리카 기니 비사우 수도인 Bissau시에서 피스로드 행진과 자전거 종주가 진행됐다. 

피스로드 행사는 오전 7시에 시작하여 공항에서 국립궁전까지 7Km를 행진과 자전거로 달렸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위해 준비된 100개의 흰티셔츠와 120개의 파란 티셔츠를 입고 피스로드 행사

에 참여했다. 피스로드 폐회식에서 발표된 피스로드의 취지와 평화의 메시지는 국영 방송과 라디

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기니 비사우
Guinea-Bissau

도시
Location

비사우
Bissau

일시
Date

2015.6.20
June 20, 2015

On June 20, in Bissau, Guinea-Bissau, we organized a Peace Road march with peace bikes. 

We prepared a hundred white T-shirts and a hundred and twenty blue T-shirts. The event start-

ed at seven in morning from round point at the Bafata airport to the national palace. We march 

and rode bikes for 7 kilometers.

Toward a World of Peace 
OA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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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아프리카 짐바브웨 Zimbabwe

짐바브웨는 6월 20일 Harare City town House에서 165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스로드 행진을 위한 출

발식을 가졌다. 총 5km를 행진하였으며 FFWPU, UPF, 짐바브웨 UN협회(ZUNA)에서 10곳의 학교의 아

이들과 선생님을 초청하였고 15명의 경찰관이 경호해 주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공개집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부와 관련된 

평화대사들은 다른 단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게 좋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참석자

들은 피스로드 행진을 위해 경찰에 신원조사를 해야 했고, 사복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에서 나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측에서도 평화집회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

후에는 행진을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피스로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언론보도: 피스로드 행사 전날인 19일 짐바브웨 국립 방송 ZBC에 출연하여 참아버님의 평화에 대한 비

전과 성화 3주기를 맞이하여 참부모님의 업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피스로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세계를 하나로 묶어줄 국제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짐바브웨
Zimbabwe

도시
Location

하라레
Harare

일시
Date

2015.6.20
June 20, 2015

On June 20, in Zimbabwe, Africa, FFWPU and UPF members, with the Zimbabwe United 
Nations Association ( ZUNA) had selected children from ten schools and some of their teach-
ers to take part in Peace Road. We had arranged for fifteen police officers to escort them from 
Harare City town House. 

165 participants gathered for the launching. The Zimbabwe government doesn’t allow any 
public gatherings because of the difficult political situation. Our Ambassadors for peace stayed 
away for that reason. We had to have police clearance for this march but still on the day of the 
march there were plain clothes policemen and central intelligence asking us questions before 
and after the march. Once they were satisfied, they left us alone so that the march was indeed a 
success. 

For the Media Coverage: The day before the event we appeared on national TV Zimbabwe 
Broadcasting Cooperation (ZBC) and explained True Father’s vision for peace and the peace 
projects initiated by True Father and about the forthcoming 3rd anniversary of his ascension. 
We explained about Peace Road 2015 and that we wanted to march to bring attention to the 
world about True Father’s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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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피스로드 Peace Road in Zimbabwe

6.20  아프리카 짐바브웨 Zimbaba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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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Cote D’ivoire 

6월 16일 코트디부아르의 행정 수도인 야무스크로(Yamoussoukro)에서 아프리카 대륙회장

인 조동호 회장과 피스로드 책임자 Philbert Seka, UPF와 FFWPU 코트디부아르 회원들이 UN-

ESCO 국제 평화기관에 모여서 Peace Road 출발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실제 피스로드 종주는 일주일 후인 6월 23일 오전 9시에 “하나의 코트디부아르! 한가족” 이

라는 주제 아래, 코트디부아르의 최대 경제도시인 아비장(Abidjan)근처에 위치한 Adzope에서 진

행되었다. 주지사와 시장, 시의원들, La meme지구의 구청장등이 피스로드 행사에 참석하였다. 9

시 30분에  Adama Doumbia 아프리카 UPF 사무총장과 Philbert Seka목사는 코트디부아르, 말

리, 나이지리아, 프랑스, 기니, 베넹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참여한  54명의 자전거 종주자들

을 위해 출발신호를 보냈다. 종주자들은 피스로드 티셔츠를 입은 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

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에서부터 100Km 종주를 출발하였다.  피스로드 행사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달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다. 

코트디부아르 피스로드 행사는 국영TV등 여러 미디어 방송에서 열띤 취재를 벌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코트디부아르
Cote D’ivoire

도시
Location

야무스크로
Yamoussoukr

일시
Date

2015.6.23
June 23, 2015

On June 16 The Peace Road event in Cote d’Ivoire, was launched in Yamoussoukro, the Administrative Capi-
tal City.

The Regional President, Rev Dr. Cho Dong Ho and the National Leader, Philbert Seka, members from UPF 
and FFWPU gathered in front of the UNESCO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to launch the Peace Road event 
in Cote d’Ivoire.

The main event was held in Adzope on June 23, a city near to Abidjan, the economic capital city. The tour 
had the theme: “One Cote D’ivoire, One Family”. It started at 9:00 AM. The Governor of the city, the Presi-
dent of the District of la Me Me, the Mayor and Members of Parliament attended the event. At 9:30 AM, Mr 
Adama Doumbia, General-Secretary of UPF Africa and Rev Philbert  Seka, gave signal to depart to 54 riders 
from Cote d’Ivoire, Mali, Nigeria, France, Guinea, Benin and Burkina Faso. All the participants were dressed 
in the Peace Road colors. The Riders went through 100 Kms. More than 4,000 people attended the main event. 
It was a kind of festival for the population to see people from diverse nations as rider to promote peace.

The 100 Km tour started in front of the city hall. At the end, the National Leader gave a speech to explain 
the meaning of Peace Road and mention the importance for people to break down barriers and live together as 
One Family under God.

The authorities did congratulated UPF for holding such a wonderful event to build peace in the country.

The event was covered by National TV and many other media.

erde 

~ 
Nouakchott 
~1,. 

0 

Dakar 
0 

Seni!jjal 

Mauritania 

Guinea 
ConiD 

s,erral/ 

Mali -- Niger 

Ka no 
0 

Nigeria 
-0 

Abuja 

;1<u~ba 
Cameroon ~ 

Gulf o( Guinea CETIC Charles Alangana * Stade Ahmai 

Equatorial 
Guineal 

Sao Tome o 
and Principe Librevil le 



226

코트디부아르 피스로드 Peace Road in Cote D’ivoire

6.23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Cote D’iv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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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아프리카 세네갈 Senegal

6월 26일 오전 10시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Dakar)시의 쿠마살(Keur Massar)구의 중심가부터 

시청까지 피스로드 행진이 진행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에는 Ecole Yonent Mame Ibrahima 학교 

학생, 교사들과 가정연합 회원등 모두 91명이 동참하였다.

쿠마살구의 무스타파 망구(Moustapha Mbengue) 구정창은 직원들과 함께 구청에서 피스로드 

팀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얼마전 새롭게 선출된 젊은 무스타파 구청장은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취

지 및 비전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평화 없이는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없고 가족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사 전날 세네갈 가정연합 엠브로이스 디아네(Ambroise Diagne)회장이 구청장을 방문하여 피

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구청장은 피스로드 현수막에 직원들과 함께 사인하며 피스로드 운동

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세네갈
Senegal

도시
Location

다칼
Dakar

일시
Date

2015.6.26
June 26, 2015

On June 26, at 10:00 in the morning, we started our march for the Peace Road 2015 from the center of Keur Massar in 

Dakar, Senegal to the mayor’s office. Ninety-one people participated in this march, including members of the FFWPU, 

WFWP, FPU as well as some teachers and a number of students from Ecole Yonent Mame Ibrahima School. Mayor 

Moustapha Mbengue of the municipality of Keur Massar, together with his staff, warmly welcomed and accommodated 

the group of Peace Road marchers at the municipal hall. Keur Massar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organized munici-

palities in Dakar region and the mayor is young, hardworking and newly elected.

In his speech during the meeting, he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the purpose and initiative of Peace road 2015. He 

said in his speech that without peace, there could be no lasting economic, familial and national stability. The mayor, 

councilors and the secretary signed the Peace Road banners to show their support for Peace Road 2015.

On that day, prior to the rally, Mr. Ambroise Diagne, the national president of FFWPU, had a chance to meet the mayor 

at his office and to introduce the different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Road 2015. Mr. Diagne also explained to the 

mayor the purpose behind Peace Road 2015. The Mayor gave his support and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work with us 

on our projects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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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피스로드 Peace Road in Senegal

6.26  아프리카 세네갈 Senegal

Toward a World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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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아프리카 잠비아 Zambia

6월 27일 아프리카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시에서 피스로드 행진이 시작되었다. 오전 9시 200여명의 참

가자들이 루사카의 마케니 쇼핑몰(Makeni Mall)에서 출발하여 평화대사관까지 5km를 행진하였다. 피스

로드 행사에는 로날드 치토텔라(Ronald Chitotela) 청소년스포츠 담당 차관, 동아프리카 대륙회장 베커

리 카마라(Bakary Camara), 잠비아 UPF 말림바(Malimba Nathaniel Masheke) 회장, 루돌프(Rudolf 

Faerber) 사무총장과 가정연합 회원들이 평화대사, 성직자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잠비아 국가 제창 및 축도로 시작된 피스로드 출발식에서 주요 연사들은 잠비아 피스로드 주제인 “하나의 

잠비아”를 강조하며 잠비아와 아프리카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지속해서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출발식 행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행진을 전개하는 동안 평화대사관까지 교통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구급차가 동행했고 잠비아 교회연합의 밴드가 함께 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폐회식에서 로날드 차관은 행사를 준비해준 피스로드 조직위원회에 감사를 표했고, 잠비아 정부차원에서

도 잠비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피스로드 행진은 잠비아 공영방송인 ZNBC TV에 보도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잠비아
Zambia

도시
Location

루사카
Lusaka

일시
Date

2015.6.27
June 27, 2015

On June 27, 2015, we launched the Peace Road March in Lusake, Zambia. The launching began at 
around 9:00 a.m. from Makeni Mall up to the Peace Embassy about 5 kilometer away. Among 200 
marchers was the Deputy Minister of Youth and Sport, Ronald Chitotela; East Africa Regional Presi-
dent Bakary Camara; UPF Zambia Chairman, Gen. Malimba Nathaniel Masheke; UPF Secretary 
General Rudolf Faerber; Ambassadors for Peace, FFWPU members, YFWP members, WFWPmem-
bers, clergymen, students and other people from various fields.

The launch started with the Zambian national anthem followed by an opening prayer. Four short 
speeches were given by the key figures.

In their speeches, they urged Zambia to remain united as reflected in the theme “One Zambian Na-
tion”. They also emphasized building lasting peace in Zambia, in Africa and in the world. 

After the ceremony, the march started from with flags fluttering and finished at our Peace Embassy 
grounds with the support of the Zambia traffic police. In case of emergency, an ambulance had been 
provided. Additionally, we all enjoyed listening to the United Church of Zambia Musical Band.

At the Peace Embassy, the deputy minister thanked the organizers of the event and assured us that 
the government would always support organizations that are fighting for peace in Zambia and around 
the world. 

The public broadcaster, the Zambia National Broadcasting Corporation (ZNBC TV) covered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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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Zambia

6.27  아프리카 잠비아 Za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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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아프리카 모로코 Morocco

6월 27일 모로코에서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다.

부족한 인원과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자전거 종주 및 행진은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피스로

드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움베르토 (Umberto Angelucci)중동 대륙회장이 

카사블랑카(Casablanca)에서 라바트(Rabat)까지 기차로86km를 이동하여 행사장에 피스로드 깃발을 전

달하였다.

모로코의 평화대사인 변호사 압둘라(Abdellah Benlamhidi)교수와 하지바(Hajiba Benaboud) 공

익 건강지도교수, 칼릿(Khalid Benaboud)씨와 그의 남편이자 무술 전문가인 아둘라자크(Aderrazak 

Elkhaoudi)의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무술 전문가들과 청소년, 사회 활동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25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술연합 아카데미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라마단 기간이기때무에 저년 9시 30분에 시작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참부모님의 세계평화고속도로 제

안과 평화에 대한 비전에 공감하게 되었다. 옛 모로코 왕이 유럽과 연결하는 다리를 구축하던 역사적 사실

을 상기하며 피스로드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부모님의 자선전을 한권씩 배부하였다.

데이빗 프레이저(David Fraser Harris) UPF중동 사무총장은 “다이나믹한 피스로드 행사를 개최하며 평

화대사들과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참부모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기쁩니다”라고 

전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잠비아
Zambia

도시
Location

라바트
Rabat

일시
Date

2015.6.27
June 27, 2015

On June 27, the Peace Road was held in Morocco. Holding the Peace Road in Morocco was a major chal-
lenge. There were no full-time members in the country and those who did invest there left many years ago for 
other missions. The second problem was that schedule was in the middle of Ramadan, the fasting month for the 
Muslims. So that representative of Morocco, Umberto Angelucci, regional president of the Middle East region, 
deliver the Peace Road flag from Casablanca to Rabat 86 kilometers away by train. We held the Peace Road 
event inside the Academe of Sports Martial Arts Alliance with 25 participants including four ambassadors of 
peace; Abdellah Benlamhidi, a lawyer and professor; Hajiba Benaboud, an woman active in WFWP, who is also 
a public health supervisor; Khalid Benaboud, her husband and a very accomplished Master of Martial Arts; and 
our main organizer Abderrazak Elkhaoudi, a master and martial arts trainer. Among those in attendance were 
key martial arts masters from various disciplines, social activists and youth. With their support and a few adjust-
ments, we were able to hold a very successful Peace Road rally. Out of respect for our Muslim hosts, we chose 
to host an event after Iftar, the meal eaten by Muslims after sunset during Ramadan, when they break their daily 
fast. Because of their tradition, the event took place at 9:30 pm Everyone recognized the special impact of True 
Father’s visionary proposal of a peace highway. Some recalled the former Moroccan king’s emphasis on building 
a bridge to Europe (Spain), which of course would be a key part of the peace highway. At the end of the event, 
we distributed True Father’s autobiography and each spoke highly of our founders’ vision and work. David 
Fraser Harris, the Secretary General UPF Middle East, said, “I was honored and happy to be part of this dynamic 
event, which provided a wonderful opportunity to reconnect with peace ambassadors and share True Parents’ 
vision with them. This was a great renewal of the work done by our former missionaries and we hope we can 
continue in the future on thi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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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피스로드 Peace Road in Morocco

6.27  아프리카 모로코 Moro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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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피스로드 행사가 수차례의 연기 끝에 마침내 6월 30일 수도인 방기
(Bangui)시에서 개최되었다. 가정연합과 UPF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발식
에서 청소년 스포츠문화예술부 장관은 “피스로드가 작은 행사일지는 몰라도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힘든 상황을 격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더더욱 평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단체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피스로드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노엘 노엘(Noel Mathias Salogb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UPF사무총장은 중앙아프리카공
화국의 사회통합을 기원하며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되라”의 주제로 준비된 금번 피스로
드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 참가자들이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하였다.

피스로드 종주는 자전거, 오토바이 및 행진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의 협조와 시민들의 응원
속에 방기시 경기장에서부터 유엔광장 사거리를 지나 순교자&프랑스 로터리까지 약 3km 
거리를 행진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은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고 대형 신문사에도 보도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도시
Location

방기
Bangui

일시
Date

2015.6.30
June 30, 2015

Postponed several times by the General Directorate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police for security reasons, 
Peace Road was held on June 30, 2015, with about 60 participants who are Central African Republic members 
of  FFWPU and UPF. The departure took place on the esplanade of a 20,000-seat stadium in Bangui, the capital 
city. It all started with an explanatory speech by Rev. Noel Mathias Salogba, General Secretary of UPF in CAR. A 
representative of the Minister of Youth, Sport, Arts and Culture said the following: “I want to encourage FFWPU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like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which today celebrates Peace Road Day. I 
believe this is a small event but certainly of great value because our country, which is now coming through a very 
difficult period, needs peace. We need it. Each Central African and each organization should register at this time, 
to mobilize for the return of peace in Central Africa” The the General Secretary of UPF led the launch after the 
authorities had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This event came under UPF-CAR national slogan: “FORGIVE – 
LOVE -UNITE” to contribute to reconciliation and social cohe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Peace Road 
participants departed from the stadium and headed to the crossroads at United Nations Square, a distance of 3 
kilometers, passing the roundabout of Martyrs and the Avenue of France. The traffic jam caused by the passage of 
participants who were on foot, on bicycles, on motorbikes and in cars did not displease the road users. Even the 
police and other motorists stopped to congratulate the participants by saying “We support you. We are with you.” 
We noted that this march was well received by the people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by the authorities. 
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and major newspaper groups covered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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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스로드 Peace Road in Central African Republic

6.30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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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프리카 탄자니아 Tanzania

7월 4일 탄자니아에서 피스로드를 행진을 개최하였다. 오후 4시에 몸바사(Momba-

sa) 버스터미널에 모인 50여명의 참석자들은 푸구(Pugu)시까지 3km를 행진하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달레스 살람(Dar es salaam)시 사람들이 였고,  시의회 청소

년 개발이사인 혼 프랭크(Hon Frank Mavula)와 탄자니아 UPF사무총장인 스타일

러스(stylos)사무총장, 탄자니아 가정연합 목사와 함께 오토바이 협회 회원 및 탄자니

아 평화대사들이 함께했다.

출발식에서 참석자들은 탄자니아 국가를 제창하고 이어 평화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피스로드 승리를 기원하는 축도에 이어 혼 프랭크 UPF 사무총장과 스타일러스 목사

가 피스로드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8월이 오기 전에 피스로드 행진을 한

번 더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 도 하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탄자니아
Tanzania

도시
Location

푸구
Pugu

일시
Date

2015.7.4
July 4, 2015

On July 4, we held the Peace Road march in Tanzania.

The 3-kilometer march started around 4 pm from Mombasa Bus Terminal to Pugu. 
Among 50 marchers were from Dar es Salaam were Frank Mavula,, the City Council 
Youth Development Director; and Rev Stylos, theTanzania UPF secretary general. FFWPU 
members as well as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Motorcyclists and some ambassador for 
peace also participated.

The ceremony began with the singing of the Tanzanian national anthem and a peace song, 
and a prayer by Sheik Juma Ugoga.

Hon Mavula and Rev Stylos each gave a short speech.

Marchers insisted on holding another Peace Road march before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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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프리카 탄자니아 Tanzania 

탄자니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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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프리카 말라위 Malawi

7월 4일 오전 열 시에 말라위에서 4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3km의 피스로

드가 진행되었다. 피스로드 티셔츠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피스로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말라위 가정연합회장은 이번 

피스로드를 통해 문선명 총재와 평화를 하나로 이을 그의 비전을 설명할 기

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말라위
Malawi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7.4
July 4, 2015

On July 4, at 10 a.m. Malawi held the Peace Road with 40 par-

ticipants and marched 4km distance. Even the Peace Road T-shirt 

was not enough, the participants were happy to join this impor-

tant event. The national leather said “This Peace Road event was 

a great opportunity. Through the event, I had a chance to explain 

about Rev. Moon and his vision of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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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프리카 니제르 Niger

7월 4일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Niamey)에서 “용서, 사랑 그리고 화

합”이라는 주제로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에는 가정연합 회원들과 학생들, 외무부 관계자 및 니제

르에 거주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WAS) 회원들을 

포함한 총 120여명이 참여하였다. 

행진은 시내에 위치한 스포츠 경기장 (palais de sport) 까지 이어졌

고 행진은 참석자들이 세 지점에서 합류하며 피스로드를 거리 곳곳에 

홍보하였다. 경기장에 도착한 참석자들을 니제르 전 국방부 장관이 환

영하며 격려하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니제르
Niger

도시
Location

니아메
Niamey

일시
Date

2015.7.4
July 4, 2015

On July 4 in Niamey, Niger held the Peace Road under the theme “Forgive 
Love and Unite.”

Among the 120 people that participated in the event were Family Federation 
members, students, members of the foreign office community and of ECO-
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living in Niger.

The launching ceremony took place at the sports stadium (palais de sport). 
There were three meeting points on the way to the sports stadium. In front of 
the stadium, a former minister of defense welcomed all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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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아프리카 니제르 Niger

니제르 피스로드 Peace Road in N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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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아프리카 케냐 Kenya

7월 11일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Nairobi)에서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전 10시 피스로드 티셔
츠를 입은 참석자들이 피스로드 깃발을 들고 우후루 공원(Uhuru Park)에 모여  출발식을 진행했다. 출박
식에는 릴로 무왈라호(Mwalagho Kililo)목사와 앰마누엘 타누이(Emmanuel Tanui) 케냐 가정연합 회장
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과 평화대사, 가정연합 회원들 500여명과 함게 참석했다.

윌리엄 주마 (William Juma) 가정연합 부회장이 진행을 맡은 피스로드 출발식에서 알렉스 올레(Hon. 
Alex Ole Magero) 시의장과 함께온 조 아케치(Joe Aketch) 전 나이로비 시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 아케치 시장은 피스로드를 준비해준 문선명 총재님의 업적에 감사드리고 케냐 정부에서도 UPF의 평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하며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
와 동참을 밝혔다. 리차드 무마 (Richard Muma Odimu)주교도 축사를 전했다.

피스로드 종주는 케냐의 자전거종주연합의 프랜시스(Francis Mwangi)회장이 남녀로 구성된 30명의 프
로 자전거종주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나이로비 중심가를 따라 10km를 자전거 종주자들과 함
께 행진했고, 나이로비 시민들도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이번 피스로드에는 평화대사들의 섭외로 주요 언론과 여러 기업들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400벌의 티셔츠
와 다과를 하우스오브만지(House of Manji) 식품회사에서 후원해 주었고 티셔츠 100벌은 여러 기업에서 
후원해 주었다. 또한 500명의 참석자들을 위한 점심은 하리크리사나(Hari-Chrisna)에서, 물은  샬마스 모
터(Sharmas Motor)에서 제공해주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피스로드 출발식 장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협조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나이로비 평화센터에서 참석자들과 후원자들과 함께 피스로드 승리를 축하하며 폐회
식과 만찬을 가졌다. 폐회식에서 댄스공연과 케냐 통일무도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케냐
Kenya

도시
Location

나이로비
Nairobi

일시
Date

2015.7.11
July 11, 2015

On July 11, Kenya launched Peace Road in the Nairobi City at 10.00 am. The launching was held at Uhuru Park. The 
participants dressed in Peace Road T- shirts and carried the flags. Several religious organizations and NGOs took part in 
the ceremony. The sub-regional representative Rev. Mwalagho Kililo and our national leader Rev. Emmanuel Tanui led a 
crowd of more than 500 participants that included FFWPU members, peace organizations, Ambassadors for Peace, The 
Kenya Clergy Association, college students and officials from the sponsoring companies.

Rev. William Juma our vice-national leader was the event assistant master of ceremonies.The Speaker of the County 
Assembly, Hon. Alex Ole Magero, accompanied by the former mayor of Nairobi City, Joe Aketch, graced the ceremony. 
He gave a congratulatory address   highlighting the peace efforts made by Rev. Moon and urged the government to support 
peace programs initiated by UPF. He led the signing of the signature banner as a mark of his commitment in support of the 
vision and mission of Rev. Dr. Sun Myung Moon. The opening prayer was offered by Bishop Richard Muma Odimu.

The Kenya Cyclist Federation led by their chairman Mr. Francis Mwangi, who is also the Africa vice chairman joined the 
event with more than 30 professional cyclists–both men and women. The procession covered about 10 kilometers through 
the main streets of the city. The bystanders watched the riders and the matching crowd singing peace songs and waving the 
Peace Road flags as well as the Kenyan national flag.

The event was covered by major media houses and different companies who helped sponsor the Peace Road through the 
Ambassadors for Peace. The provision of 400 T-shirts and printing, refreshment–juices and–biscuits were donated by the 
House of Manji Company. The rest, 100 items, were from different companies. Lunch for 500 people was sponsored by 
the Hari- Chrisna, water was provided by Sharmas Motor Company. The Government by the Governor of Nairobi County, 
who waived official payment for venues and taxes and provided police to accompany the procession on the roads from 
beginning to end.

The ceremony concluded at Peace Embassy Nairobi, with all participants taking part in the victory lunch from the event 
partners and major sponsors. The entertainment was provided by several group dancers and the Kenya Tongil- Moo-Do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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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아프리카 케냐 Kenya

케냐 피스로드 Peace Road in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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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Liberia

7월 11일 라이베리아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평화를 굳히고, 에볼라의 여파로 UNMIL(라이
베리아 유엔 평화유지임무)의 자본 감소를 되살리기 위한 평화행진” 주제 아래 피스로드 행사를 진
행했다.

출발식 행사는 라이베리아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시의 교외에 위치한 페인즈빌 시 
(Paynesville) SKD 스포츠 경기장(SKD Sports Complex) 에서 오전 8시에 치러졌다. 루즈벨트 
(Dr. Roosevelt G. JayJay) UPF 라이베리아 회장의 축사로 출발식이 시작됐다. 이후 곧바로 진
행된 피스로드 행진에는 모토사이클 협회 회원, 대학생과 고등학생, 국가청소년그룹, 더 나은 미래 
재단을 대표해서 참석한 시민사회 그룹, UPF, 가정연합, 여성연합, CARP, 청년연합이 참여하였
다.

모터사이클협회 회원들은 자전거로, 몇몇 사람들은 차로, 나머지 사람들은 행진으로 총 148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페인즈빌 시청까지 6.5km의 거리를 함께 행진하였다. 페인즈빌 시청까
지 행진하는 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이 박수로 환영하며 짧은 거리나마 행진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시청에서 진행된 피스로드 폐회식에서는 공연과 함께 루즈벨트 UPF회장과 전 내무부장관의 폐
회사에 이어 국가를 불렀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만세삼창을 하며 마무리 되었다.

한편 7월 31일에는 피스로드 평화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식에는 UPF명예회장인 메
리 브로넬(Mary Brownell) 여사가 시상할예정이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라이베리아
Liberia

도시
Location

몬로비아
Monrovia

일시
Date

2015.7.11
July 11, 2015

On July 11, Peace Road was launched in Liberia under the theme: “Peace March for Consolidating Peace and 
Development in Post Ebola Liberia in the Wake of UNMIL Drawdown.” In Liberia, we organized the Peace 
Road 2015 in a form of Parade with an official permit from the government. The launching was done in Paynes-
ville City, a sub-burb of the capital city, Monrovia. The ceremony was held in front of the nation’s main Sports 
Complex, (SKD Sports Complex) where we gathered at 8:00 a.m. to kick of the parade. There were 148 partici-
pants, such as from the Motor Cyclists Association, students from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national youth 
groups, civil society groups represented by the Better Future Foundation, UPF, FFWPU, WFWP, CARP, and 
YFWP. A launching statement was delivered by the Chairman of UPF-Liberia, Amb. Dr. Roosevelt G. Jay-
Jay. Right after the speech, the parade began; with motorcyclists riding on their bikes, individuals parading on 
foot, and others riding in cars. The parade took us over a four-mile (6.5km) stretch of road and we ended at the 
Paynesville City Town Hall. During the parade, along the route many community dwellers applauded the Peace 
Parade and joined for a short moment.

At the closing ceremony on the grounds of the Paynesville Town City Hall, remarks were given and perfor-
mances were done by representatives of the various participating groups, starting with Amb. Dr. Roosevelt G. 
JayJay, Chairman of UPF-Liberia/ Chairman on Governance Decentralization, Former Minister of Internal Af-
fairs, and Lands, Mines and Energy.

Light refreshments were served, as we ended the program with the singing of the National Anthem of Liberia 
followed by three victory cheers.

The peace road will continued with the launching of a peace prize award in honor of the Chairman emeritus of 
UPF, Madame Mary Brownell on 31,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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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Liberia

라이베리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Li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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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아프리카 우간다 Uganda

7월 18일 우간다의 캄팔라 세레나 호텔(Kampala Serena Hotel)에서 피스로드 행사가 개

최되었다. 우간다 피스로드에는 52명의 학생들과, 50명의 자전거 종주단, 14명의 기독교 및 

불교계 종교지도자, 18명의 경찰을 포함해서 총 347명이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진이 진행되기 전에 실시된 출발식에서 한 시간 반 가량의 문선명 총

재의 비전에 대한 영상과 설명을 통해 가족간의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참석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출발식 이후 오전 11시에 피스로드 종주가 시작되었다. 종주는 자전거종주와 고적대 행진,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우간다 자전거 연합을 포함한 50명의 종주단들은 20km를 종

주하였고 같은 시각 고적대는 5km를 행진하였다. 종주단과 행진단은 우간다의 중심도시 완

대게야(Wandegeya)에서 만나 도심을 함께 행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며 피스로드를 마쳤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우간다
Uganda

도시
Location

캄팔라
Kampala

일시
Date

2015.7.18
July 18, 2015

On July 18 in Kampala Serena Hotel, the Peace Road launching was held in Uganda. Three 
hundred and forty-seven people participated including 63 from the community, 52 students, 
50 cyclists, 14 Christian and Buddhist religious leaders and 18 policemen.

We provided an hour and a half orientation on Rev.Moon’s vision including a video and a 
PowerPoint presentation on the resolution of conflict within families, in which we were able 
to interact with guests freely. This allowed the guests to tune in to the spirit of Peace Road 
before the actual rally flagged off at 11:00 A.M.

The tour comprised of two groups, a cycling group and a marching band–50 cyclists, young 
men and women from Uganda Cyclist Association–participated in the tour. The cyclists rode 
about 20 km while the matching band marched 5 km. The two groups met at Wandegeya, 
one of the busiest trading centers in the city and marched together through the city center. To 
conclude we took a group photo and som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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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아프리카 우간다 Uganda

우간다 피스로드 Peace Road in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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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Ethiopia

7월25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에티오피아,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아프리카 화합과 
발전을 가져오다”는 주제 아래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국 중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이다. 당시 6035명의 군인들이 파병되어 이중 
122명이 평화와 한국 통일을 위해 희생되었다. 이에 의미를 두고 에티오피아의 피스로드는 오전 11시 에티오피아의 
한국 참전용사 전쟁기념관에서 총 4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졌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평화
대사들, 통일 무도단 및 시민들이 행진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참전용사 기념비에 모여 출발식을 준비하였다.

피스로드 출발식은 오전 11시, 참전용사 대표가 피스로드기에 존경의 거수경례를 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UPF 동
아프리카 대륙회장인 바칼리 카마라(Bakary Camara)회장이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시작된 피스로드기를 직접 가지
고 참석하였다. UPF사무총장 사이몬 아모레(Simon Amare)씨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면서 피스로드의 취지와 중요
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바칼리 대륙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그는 “여러분의 참여는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체 참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세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참석자들의 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생략)”

축사 이후 바칼리 대륙 회장은 피스로드기를 에티오피아의 젊은 평화대사 에프럼 테데세(Ephrem Tadesse)에게 
전달하였다.

출발식을 마치고 시작된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진에서 참가자들은 에티아피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노래 ‘셀람’을 부
르며 행진하였다.

행진을 마무리하고 폐회식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키루(Aklilu)중위가 한국전쟁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통일의 노래(우리의 소원)를 부르고 억만세 삼창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에티오피아
 Ethiopia

도시
Location

아디스아바바
Addis Ababa

일시
Date

2015.7.25
July 25, 2015

On July 25, in Addis Ababa, Ethiopia held the Peace Road under the theme “Ethio-
pia… a Peace Keeping force nation for the world & Dedicated to bring unity and 
development in Africa”The Peace Road was done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War 
veterans.Ethiopia is the only African nation with South-Africa to participate in the 
league of the 16 nations to fight and push back North-Koreans invasion by sending 
6035 soldiers. Ethiopian soldiers got themselves noticed by fighting so bravely that 
not even one was made prisoner during the war. 122 soldiers have lost their lives for 
the sake of Peace & Unity in Korea.Participants started by gathering in front of the 
monument for veterans from 10 am.At 11 am, the Event began with the veterans of-
fering respect salute to the Peace Road flag.Rev. Bakary Camara, the Continental Di-
rector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brought the Peace Road flag himself that used 
in South Africa, the departure of Africa Peace Road. .Mr. Simon Amare, secretary 
general of UPF Ethiopia welcomed all the participants and then, simply used the Press 
release to explain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Peace Road. Then, Rev. Bakary Ca-
mara also welcomed all participants with warm greetings: “….The participation of all 
of you is the participation of the whole Ethiopia and Africa. We know Ethiop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for the sake of world peace. 
Whatever the number of participants may be here today, we all represent the heart of 
Africa….”After his opening speech, Rev. Bakary Camara handed over the Peace Road 
Flag to one of the Ethiopian Young Peace ambassadors Mr. Ephrem Tadess. Then, the 
Peace walk started and all participants were singing an Ethiopian song called “SELAM” 
during the PEACE ROAD Walking. SELAM meaning PEACE in english.  At the end of 
walking, Lieutenant Aklilu, the Korean War veterans offered a remarkable speech on 
the task role played by the Ethiopian soldiers during Korean War. Finally, an elder 
Korean war veteran offered a closing prayer. The event ended with all participants 
singing “Uri e Sowon” and offering 3 cheers of Ma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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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Ethiopia

우간다 피스로드 Peace Road in Ethi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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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Congo

7월 26일 콩고 수도 브라자빌(Brazzaville)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스로드 자전
거 종주 및 행진이 진행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푸
앵트누아트(Pointe-Noire)에 위치한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피스로드 행사에는 콩고의 많은 VIP들이 참석해 주었다. 푸앵트누아트의 주지사 오
노레 파카(Honor– Paka), 푸앵트누아트 사무총장 발레리오시(Val–rie Ossie), 제1지구 
시장 빅터바욘(Victor Bayonne), 제2지구 시장 가이에드먼드(Guy Edmond Loemba )과 
경찰청장, 국방장관, 체육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동참하여 피스로드 운동에 
지지를 표했다. 출발식에서 콩고 UPF회장 마톤도(Matondo Victor)회장과 콩고가정연합
회장 엔디엘마우사시노버트(Ndielle-Moutsatsi Norbert)회장, 푸앵트누아트 주지사인 오
노레 파카주지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콩고가정연합회장은 피스로드의 취지와 문선명 
총재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콩고의 피스로드 행진은 문선명 총재의 93년 생애를 추억하기 위해 93km의 루트를 정하
고 자전거 종주 및 행진을 실시하였다. 모든 종주자들에게 20달러의 상금과 문선명 총재 자
서전이부상으로 주어졌고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100달러가 주어졌으며 1등한 참가자에게
는 200달러의 상금과 우승컵이 주어졌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나와서 종주단을 
응원해 주었다. 이날의 피스로드 행진은 MCRTV와 DRTV에 중계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콩고공화국
Congo

도시
Location

브라자빌
Brazzaville

일시
Date

2015.7.26
July 26, 2015

On July 26, Congo Brazzaville held the Peace Road march and bike tour with 700 
participants including VIPs such as Mr. Honor– Paka, the Prefect of Pointe-Noire 
department and his Staffs, Mr. Val–rie Ossie, the Mayor of District 1, Mr. Guy Ed-
mond Loemba, the Mayor of District 2 and the governor, the chief of police and chief 
of the military, the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e of Sports and all the staff members 
that accompanied them. The Peace Road event was held from 07:30 am to 15:30 pm 
at Pointe-Noire, the second city of Congo, Economic city in the Republic of Congo 
Prefecture Hotel.

At the launching there were three Speeches given by Mr. Matondo Victor, the Chair-
man of UPF and Rev.Ndielle-Moutsatsi Norbert, the National Leader of FFWPU Con-
go, finally the last speech was given by Mr. Honor– Paka.

Rev.Ndielle-Moutsatsi Norbert explained the purpose of the Peace Road and Rev.
Moon’s vision.

For the Peace Road walk, they traveled 93 km to remember Rev. Moon’s 93 years of 
life. All cyclists received Rev.Moon’s biography and $20 as a gift. The three first win-
ners received different cup and $100 for the second and the third winners.

The winner of all participants received the big cup and $200 USD.

During the march, all of the people around the town came out to applaud the cy-
clists.

For the media coverage: Two Television Channels reported. (MCRTV, D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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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Congo

콩고공화국 피스로드 Peace Road in Congo

VERS LA ALISATION D'UN MONDE DE PAIX 

ROUTE DE LA PAIi - CONGO 2015 
Theme: Promouvoir une culture de Paix durable au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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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아프리카 가봉 Gabon

8월 8일, 아프리카 가봉에서 피스로드 행진이 개최되었다.

이른아침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Libreville)에30여명의 참가자들 모여 리브르빌에서 40km떨어진 도시 엔
톰(N’Toum)시로 피스로드행사를 위해 이동하였다. 20명의 참가자들은 미리 엔톰시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
다.

출발식은 오전 11시에 진행되었다. UPF의 타티(Taty Ntoko Nelson)사무총장의 환영사가 있은 후 곧바
로 피스로드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은 구호(Peace is not a vain word, it is a behavior. We want a 
world of Peace etc…)를 외치며 플레이스 오브 인디펜덴스(place of Independence)까지 4km 코스로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는 문선명 총재의 세계 평화를 향한 생애와 업적을 공유하며 피스로드 현수막 사인식과 기념촬
영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가봉
Gabon

도시
Location

리브르빌
Libreville

일시
Date

2015.8.8 
August 8, 2015

On August 8 in Libreville, Gabon held the Peace Road.

Early in the morning, about thirty people gathered in Libreville, the capital of Gabon and 
made their way to N’Toum City, which is located 40 km from Libreville for the Peace Road; 
twenty people were already waiting.

The launching was held at 11 o’clock. After the welcoming speech by Mr. Taty Natoko 
Nelsom, the general secretary of UPF Gabon, the march began with chants “Peace is not a 
vain word, it is a behavior. We want a world of Peace etc…”

The march was a 4 km march from N’Toum City to the Place of Independence.

For the conclusion, they shared about the life of Rev. Moon and his achievements for a 
world of peace. Then participants signed the banner and took a group photo to end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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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아프리카 가봉 Gabon

가봉 피스로드 Peace Road in Ga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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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아프리카 가나 Ghana

가나의 피스로드가 8월 8일 120명의 평화대사와 여러단체들이 연대하여 “가나, 평화 위에 서다”는 주제로 실시되었
다. 피스로드 행사는 아트센터 (Art Center)에서 시작하여 아크라 스포츠 스타디움(Accra Sports Stadium)까지 노
래와 관현악 밴드공연과 함께 춤을 추며 행진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환영식 행사가 열린 아트센터에서 가나 가정연합의 레이먼(Raymond Danquah)부회장은 피스로드 행진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상징하는 의식임을 설명하였다. 짧은 개회식 이후 본격적인 피스로드는 10명의 경찰 호
의를 받으며 자전거 종주와, 롤러스케이트, 도보로 진행되었다. 피스로드 팀은 두 시간에 걸쳐 독립공원(Independ-
ence Park)을 지나 아크라 경기장에 도착하였다. 참석자들은 경기장의 광장 주위를 행진한 후 폐회식을 위해 VIP 라
운지 앞에 모였다.

이티아(Itia Tegha) 목사의 축도에 이어 가나 천주평화연합 에보(Ebo Hammond)의장의 폐회사가 이어졌다.

가나 가정연합의 안토니(Anthony Arthur)회장은 문선명 총재의 말씀을 인용하여 “저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
여 다양한 의견들을 솔직하게 의논할 때에 세계평화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성장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는 내용을 전
했다.

8월 10일 가나 제1 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주목 받는 정치인인 나나 안도(Nana Addo Dankwa Akufo-Addo)의
원이 피스로드 조직위원회를 영국 고등 법무관 사무소 근처의 본인사무실로 초청하였다. 그는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
인하면서 피스로드 행사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가나
Ghana

도시
Location

아크라
Accra

일시
Date

2015.8.8
August 8, 2015

Peace Road 2015 was originally slated for Ghana in June but a national disaster that took place on 
June 3 necessitated a postponement. A new date was fixed for June 8 after some consideration. On 
June 8, 120 ambassadors for peace and other guests of our providenti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eace Road 2015 with the theme: Ghana stands in Peace. The event started at the Arts Centre 
and ended at the Accra Sports Stadium amidst singing and dancing to renditions of brass band 
chorals. Although the route was quiet short, the march was significant as 28th February Street, has 
a history connected to the independence of Ghana. In a welcome address at the Arts Centre, Pas-
tor Raymond Danquah, vice president of FFWPU-Ghana, said that this march was to be a symbolic 
event to create awareness and to rally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fter a short opening ceremony, the march started with police escorts of about 
10 personnel. We marched with bicycle riders and roller skaters displaying their skills along the 
pedestrian sidewalk. In about two hours we had arrived at the Accra Sports Stadium through the 
Independence Arch. We marched around the sporting perimeter of the field and gathered in front 
of the VIP lounge for the closing ceremony. Rev. Itia Tegha gave the opening prayer which was 
followed by an address from Mr Ebo Hammond, Chairman of the UPF-Ghana. The keynote address 
was given by the president of FFWPU-Ghana, Rev. Anthony Arthur. Quoting True Father, the Rev. 
Sun Myung Moon, he said, “I believe that the world will develop better societies when people who 
have transcended race, nationality, and religion and hold a wide variety of opinions come together 
and candidly discuss world peace.” On Monday, August 10, a notable politician and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in Ghana; Nana Addo Dankwa Akufo-Addo invited the 
Peace Road 2015-Ghana organizers to his private office near the British High Commission. He 
signed the event banner and expressed his support for both the Peace Road project and Korea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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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아프리카 가나 Ghana

가나 피스로드 Peace Road in G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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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아프리카 르완다 Rwanda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르완다
Rwanda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8.14
August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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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프리카 보츠와나 Botswana

보츠와나 피스로드가 당초 7월초 실시를 준비하였다가 당국의 허가를 얻은 8월 22일에야 

실시되었다. 이틀간의 준비를 거쳐 실시된 보츠와나 피스로드에는 에 실시하기로 했던 보츠

와나 피스로드는 프랜시스타운(Francistown)시 시장과 시청 서기관, 부대 지휘관 및 평화대

사 13명이 동참했다. 피스로드 행사는 밴드의 기념공연과 함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

였고 이후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행진하였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보츠와나
Botswana

도시
Location

프랜시스타운
Francistown

일시
Date

2015.8.22
August 22, 2015

On August 22nd Botswana held the Peace Road.

PEACE ROAD 2015 Botswana.  We planned to do Peace Road in July, 
but the police rejected our request for a permit so on August 20 we got 
permission to do Peace Road on August 22. Fifty people took part in the 
event. We successfully walked five kilometers. At the same time, we cel-
ebrated Peace Road in style by rehearsing for the third anniversary of 
True Father’s seonghwa with various cultural groups and entertainment 
performing songs about peace. On the same occasion, we increased the 
number of our peace ambassadors by thirteen, awarding peace ambas-
sador certificates to the mayor of Francistown, the town clerk and the 
chief commanding officer of Francistown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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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프리카 보츠와나 Botswana

보츠와나 피스로드 Peace Road in Botsw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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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프리카 앙골라 Angola

앙골라에서는 8월 22일 루안다(Luanda)시에서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 때
문에 행사 허가가 늦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피스로드 행사의 허가를 얻고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스로드 본 행사에 앞서 다양한 컨퍼런스들을 실시하며 피스로드의 성공적 실시를 준비했다.

8월 21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계평화청년연합은 가정연합 본부에서 “성 도덕과 청년의 책임”이
라는 주제로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이어 평화 컨퍼런스를 “평화의 열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의 주제로 정부 회관에서 컨퍼런스가 진행하였
다. 컨퍼런스에는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 정치, 미디어, 시민단체들에 관하여 논의되어졌다. 앙골
라 가정연합 회장은 문선명 총재의 평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 피스로드 프
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사는 8월 22일 토요일 까르푸(Carrefour)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까르푸는 1975
년 11월 11일 앙골라 대통령 네토(Neto)가 독립을 선언한 곳으로 앙골라의 역사적인 장소이다. 종주단들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노래를 부르며 까르푸까지 자전거 및 자동차로 종주하였다. 종착지에서는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하는 식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피스로드의 성공과 세계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만세삼창으로 앙골라 피스로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앙골라
Angola

도시
Location

루안다
Luanda

일시
Date

2015.8.22
August 22, 2015

The Peace Road in Angola took place on August 22 2015 in Luanda city the capital of An-
gola. Actually the preparation of that providential activity started some months ago how-
ever, it was necessary to request the authorization from the government because honestly 
speaking during period in Angola, it is not at all easier to be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to do any kind of public activity which involve a number of people due to some civil soci-
ety recent actions against the government. But finally we received the authorization from 
the Angola government.Due to several actions from some civil society against the govern-
ment, it was very necessary to use a  strategy in order to receive the authorization from the 
Angola government and show that we are just an educational and peace organization  with 
the purpose of helping the country, educating people. That’s why we added some public 
conferences during the preparation of the Peace Road activity.

Finally, on Saturday 22, from 10 h 30 minutes, we had start our Peace Road in the place named the Carre-
four of schools, from that place until the Independence Place where the main activity took place, it is around 
1 km. the Independence Place is consider as the historical place since November 11, 1975 the day that the 
first Angola president, dr. Antonio Agostino Nero had proclaimed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The Angola Ministry of the Interior gave some effective of police, cars; motorcycles to protect and guide our 
members during the Peace Road activity using the public road until the independence historical place while 
members were sing the holy song. In the Independence Place, the national leader rev. Pedro explained dur-
ing 12 minutes about Rev. Moon’s vision of peace and after that some VIPs signed the banner and after some 
FFWPU-members did the same. Finally, the great victory was declared together with three roles of mansei ; 
for Heavenly Father, True Parent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for vision 2020, for Peace Road 
in Angola, Africa and the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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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아프리카 앙골라 Angola

앙골라 피스로드 Peace Road in An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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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프리카 레소토 Lesotho

레소토에서는 경찰의 허가를 기다린 끝에 8월 22일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교회내에서 진행하라는 경찰의 권고를 받

아 “크리스티나 수녀회”(Mother Christina Apostolic Mission Church)”와 협조하여 피스로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수녀회 

관계자들의 환대와 적극적인 협조 가운데 152명이 피스로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중 자전거 종주자로 15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마세루(Maseru)에서 Roma(로마)까지 “레소토 통일하라”(Lesotho Unite)라는 주제로 행진하였고 마지막에 폐회식

을 가졌다. 피스로드 행사에는 아치발드 레사오(Archibald Lesao)전 부총리를 포함한 4명의 평화대사도 동참했다.  

아치발드 전 부총리는 인간의 삶이 평화의 길이라고 하면서,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문선명 총재의 세계평화 비전으로부

터 시작된 것이며 이에 영감을 받아 피스로드 2015 프로젝트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생애 동

안 배링해협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를 잇는 거대한 평화 비전과 인류의 복귀를 위한 일들을 하셨다”고 

전했다. 

레소토는 현재 정부가 불안한 상태이기에, “레소토 통일”라는 주제로 피스로드를 진행하였다.

레소토 UPF는 이번 피스로드를 통해 크리스티나 수도회 꾸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레소토
Lesotho

도시
Location

마세루
Maseru

일시
Date

2015.8.22
August 22, 2015

In Lesotho the police rejected to give us the permit to hold the peace road because of security rea-
sons regardless having the Maseru City Council permit, but advised us to hold the peace road at our 
own church as you know we do not have our own church, we started to look for the church where we 
can hold the peace road,  we went to one church called “Mother Christina Apostolic Mission Church 
where we were received very well and just to be told that we were expecting you we were told that 
men of peace  are coming to this church and treat them well. Since that time we have established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is church and now we are working together in many ways, we held 
the peace road at their church 152 people participated and 15 cyclists who cycled from Maseru to 
Roma with the sub theme “Lesotho Unite” everything went on very well although on a small level.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Hon. Archibald Lesao Lehohla spoke about the peace road to say 
that the life of a human being is a peace road he went on to say that the international peace high 
way project is a project very dear to Rev. Dr. Sun Myung Moon. Rev. Moon’s vision for world peace 
through the international peace high way inspired the peace road tour 2015. He went on to say that 
the barriers between nations, religions, races, and cultural are all man- made, he said there can be 
no boundaries in the world originally created by God. Hon. Lehohla emphasized about Rev. Moon’s 
grand vision of world peac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the Bering Strait, throughout his life Rev. 
Sun Myung Moon carried his work for world peace and the restoration of humanity through differ-
ent projects and programs.  Lesotho currently is faced with many challenges one of them being the 
political instability, peace road” towards a world of peace” in Lesotho we were cycling under the 
sub theme “Lesotho unity” and it gave us the opportunity to re affirm our unity as a nation. Even the 
police did not give us the permit Hon. Lesao Lehohla come to give the speech as it was originally ar-
ranged and four Ambassadors for peace participated we have really won the hearts of the this church 
we are planning  to continue working with them.

Connect ng the World through PEACE 

~-" PEACE ROAD 2015 c:£2., P 
May 30 - August 30. 2015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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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프리카 레소토 Lesotho

레소토 피스로드 Peace Road in Lesotho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2., PEACE ROAD 2015 ~ 
May 30 - August 30, 2015 --_LesoT 

-

One World, On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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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아프리카 모리셔스 Mauritius

8월 23일 오후 2시 모리셔스 쿠아트레 보르네(Quatre Bornes)에서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모리셔스 피스로드에는 알린코니(Arline Koenig)부시장과 댄샌트(Dansant) 의원 및 세계평화여성연합 쉴라

(Sheila)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35명이 참여했다.

피스로드 행사의 안전을 위해 경찰들도 동참한 가운데 쉴라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평화가 개인의 삶에게 미치는 중요

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집, 이웃, 국가에 평화 없이는 폭력과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면서 모두가 신뢰, 

아량,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

친 후 쉴라 부회장은 피스로드 종주 출발을 선포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행진은 샤펠생리크(Chapelle St. Luc)정문에서 시작하여 어린이 공원까지 약 한 시간거리를 영어와 불어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가정, 학교, 국가에 평화를 원한다”는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행진하

였다. 많은 시민들이 행진을 응원하였고 몇몇은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다.

종주가 끝난 어린이 공원에서는 몇몇 어머니들이 다과를 준비해 주었다.

한편 모리셔스는 밤보스(Bambous)마을에서 8월 30일 또 한번의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모리셔스
Mauritius

도시
Location

쿠아트레보르네
Quatre Bornes

일시
Date

2015.8.23
August 23, 2015

On August 23, at a village in Residence Kennedy in a town of Quatre Bornes at 2pm, Mau-
ritius held the Peace Road. The Deputy Mayor, Mrs. Arline Koenig and one of the Coun-
cilor, Mrs. Dansant, participated in the event along with 35 people including children. 
The WFWP vice-president, Mrs Sheila was also present. The policemen were there to give 
the security and support that all went well. Mrs. Arline gave an opening speech about the 
important of peace as most important in one’s life. “Without peace in the home, neighbors 
and nation, there will be violence and problems.” She mentioned that we all should have 
Respect, Tolerance, Peace and Love that we should practice it in our daily actions, home, 
and school and where we are. Then she declares the Peace Road opened and thanked all 
those present for their participations. Participants started the walk from the gate of the 
Chapelle St. Luc to the Children’s playground which took about an hour, singing songs 
of peace in French and English and chanting out loud that “we want peace in our family, 
school, nation.” Many residence came out of their homes to cheer us on  and some even 
join us along the way.. Refreshments were served at the playground, prepared by some of 
the mothers there. Also Mauritius will hold the final Peace Road 2015 in another village in 
Bambous on the 30th August at 9.30am on a Sunday morning.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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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아프리카 모리셔스 Mauritius

모리셔스 피스로드 Peace Road in Mauritius

MA111M1us 
PEACE ROA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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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아프리카 차드 Chad

아프리카 차드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상징적으로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일시: 8월 23일 일요일

장소: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Ndjamena)

참가자: 30명

실행방법: 자전거와 오토바이

실행거리: 약 1km (국립교회 앞에서 진행)

대륙
Region

아프리카
Africa

국가
Nation

차드
Chad

도시
Location

은자메나
Ndjanema

일시
Date

2015.8.23
August 23, 2015

Chad held a “symbolic” Peace Road event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Date : Sunday August 23, 2015

Place : Ndjamena, capital city of Chad

Participants: 30 people

Method: bikes, motorbikes

Distance: nearly 1 Kilometre (just in front of the national church cent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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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아프리카 차드 Chad

차드 피스로드 Peace Road in C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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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Asia 아시아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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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아시아 대륙 출발식 Asia Launching

6월 14일 캄보디아에서 아시아 대륙 피스로드 출발식이 진행되었다. 

아시아에서 참여하는 국가들로는 필리핀, 타이,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인도, 싱가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가 있으며 실제 피스로드 

여정은 8월부터 시작된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캄보디아
Cambodia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6.14
June 14, 2015

On June 14, in Cambodia, representatives of Asia nations, the Philippines, Thai-
land, Nepal, Indonesia, Malaysia, India, Singapore, Myanmar, Laos, Vietnam and 
Cambodia met to launch the Peace Road in the Asia region. 

Their actual riding will happen in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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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아시아 네팔 Nepal

6월 20일 네팔의 동쪽에 위치한 자파 다막(Jhapa Damak)시에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피스로드 출

발식이 진행되었다. 네팔 CARP의 바나다리(Rupsingh Bhanadari)회장이 피스로드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았다. 가정연합 천일국 특사이자 현 네팔 국회의원인 에크낫 다칼(Hon. Ek Nath Dhakal) 의원이 산

토스 파우델(Santosh Kiumar Paudel) 네팔 가정연합 회장 부부에게 네팔 피스로드 깃발을 전달하며 

피스로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평화대사를 포함한 110명의 참가자들은 자파다막시에서 출발하여 인도국경까지 약 8 km의 코스를 자

전거와 오토바이로 종주했다.

에크낫 다칼 의원은 “네팔은 참부모님의 세계평화고속도로의 비전과 평화로 세상을 연결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번 피스로드 프로잭트에 네팔이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피스로

드 프로잭트를 통해서 네팔과 인도를 연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착지에서는 인도국경 관리자인 샤르마(Sri. S.K Sharma)씨를 만나 에크낫 다칼 의원이 참부모님의 

비전과 피스로드 프로잭트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네팔
Nepal

도시
Location

자파다막
jhapa damak

일시
Date

2015.6.20
June 20, 2015

On June 20, we launched Peace Road in Nepal’s Jhapa District,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This was the first launch in the Asia region. Mr. Rupsingh Bhandari, the CARP-Ne-
pal president, was the coordinator of the Peace Road Project. A Nepalese national parliament 
member, Ek Nath Dhakal, who is also the Cheon Il Guk Special Envoy to Nepal handed the 
Nepalese flag to Rev. Santosh Kiumar Paudel, the president of FFWPU-Nepal and his wife, 
Mrs. Floramie Paudel.

The Peace Road project was successfully launched with 110 participants including ambas-
sadors of peace. We rode 8 kilometers bike and motorcycle from Jhapa District to our border 
with India.

There, Ek Nath Dhakal gave a speech, stating, “True Parents have initiated the concept of the 
Peace King Highway, Nepal is supporting True Mother’s idea of connecting a global peace 
highway. Nepal is so honored to participate in True Parent’s Peace Road Project; through this 
Peace Road Project, we’re connecting the nations of Nepal and India.” At the end point, the 
Indian border, we meet the superintendent of customs, Sri. S. K. Sharma. Mr. Ek Nath Dhakal 
explained the vision of our founders  Dr. Sun Myung Moon and Hak Ja Han Moon regarding 
the Peace Roa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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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아시아 네팔 Nepal

네팔 피스로드 Peace Road in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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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아시아 대만 Taiwan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만에서 8일간의 피스로드를 진행했다. 출발식 전날(2

일)에 종주단들이 미리 가오슝(高雄)교회에 모여 피스로드 종주를 위한 준비를 마

치고 8일에 걸쳐 1000km의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대만전체를 자전거로 종주하

는 방식으로 2명의 학생을 포함해 총 14명의 종주단으로 구성되었다. 종주단들은 

대만 전국을 종주하면서 동강(东港) 전 시장과 절의 수도원장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스로드의 비전과 취지,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타이완 전국 종주를 하였다.

특히 피스로드 계획이 잡혔던 기간에는 3개의 태풍 대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일

기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태풍이 대만을 피해가 무사히 종주를 마칠 

수 있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대만
Taiwan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7.3-10
July 3-10, 2015

 From July 3 to 10 Taiwan held Peace Road for eight days. The day before 
it began, the Peace Road team gathered at the Kaohsiung Church and got 
ready for the cycling tour of the entire country, which covered 1,000 kilo-
meters. For the tour, including 2 students, 14 people participate. During the 
cycling tour of the entire country, they explained the significance and the 
vision of Peace Road to a former Donggang mayor, a temple abbot and to 
many other people.

Significantly, in the meantime there were three typhoons moving toward 
Taiwan. The government even issued a typhoon warning on land but it final-
ly didn’t enter Taiwan. They could safely end the Peace Road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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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아시아 대만 Taiwan

대만 피스로드 Peace Road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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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아시아 홍콩 Hong Kong

7월 5일 성지인 홍콩 보테니컬 공원(香港動植物公園)에서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100명의 참석

자들과 함께 피스로드 출발식이 거행되었다. 홍콩에서는 피스로드 활동 장소를 대학가로 정하여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홍콩대학(香港大學)을 시작으로 닝난대학(嶺南大學), 이후 홍콩

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이공대학(香港理工大學)까지 총 91.5km의 거리

를 이동하며 진행되었다.

하루종일 버스 2대를 대절하여 홍콩 전체를 돌며 주요대학교에서 홍보활동과 정성을 드리는 프

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피스로드 홍콩 출발식에는 황남희 홍콩 가정연합회장, 송광석 한

국 UPF사무총장, 채소옥 전국인민대표자회의 12기 대의원과 중국 지장대 교수, 공자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홍통대학에서의 홍보 활동을 마치고 밀레니엄관에서 훈독회로 피스로드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홍콩
Hong Kong

도시
Location

홍콩
Hong Kong

일시
Date

2015.7.5
July 5, 2015

On July 5, in Hong Kong Zoological and Botanical Gardens, Hong Kong, the second nation 
in Asia, held a Peace Road event with 100 participants.

Peace Road in Hong Kong was focused on encouraging young people to participate on col-
lege campuses. The Peace Road team moved 91.5 kilometers from Hong Kong University, to 
Lingnan University continuing on to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or the last stop, 
they moved on to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ll day long, using two buses, the Peace Road team visited major universities all around 
Hong Kong and gave informative activities.

For the launching event, Chae So Ok, Deputy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Committee 
(NPCC) HK, Namhi Hwang, President of FFWPU Hong Kong, also Gwang seok Song secre-
tary general of UPF Korea, a professor at Zhejiang University as well as being the president 
of the Confucian Society attended.

After the activities at the major universities, to close the events we gathered at Millennium 
Hall and did hoondok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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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아시아 홍콩 Hong Kong

홍콩 피스로드 Peace Road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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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  아시아 중국 China

세계평화터널재단이 주최하는 ‘한·일 대학생 피스로드(Peace Road) 탐방단’이 분단 

70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7∼11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답사했다. 중

국 다롄에서 시작해 단둥을 거쳐 한반도 북동단 투먼에 이르는 1460㎞의 긴 여정이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중국
China

도시
Location

백두산
Baekdu Mountain

일시
Date

2015.7.7-11
July 7-11, 2015

The Peace Road for Unification

The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eace Road Visit Team,” organized by 
the World Peace Tunnel Foundation, visited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from 7th to 11th of July. At the same time, it was the 70th anniversary of North South 
Division and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 Japan treaty.

This journey of 1460km began in Daren, China, through Dandong and ended in the city 
of Tumen, located in the northeast of the Korean Peninsula.

Students carried a banner which says: The Peace Road for Unification, from Halla 
Mountain (in South) to Baekdu Mountain (in North) is in our Hands

I I I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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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아시아 인도 India

7월 19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 (New Delhi)의 코넛플레이스(Connaught Place)광장
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특히 보행자들을 위한 날인 라기리(Raahgiri) 일요
일이어서 자동차가 없는 도로 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인도의 피스로
드 출발식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디아 타임즈와 라기리데이 팀, 뉴델리 지방자치 
단체와 뉴델리 경찰들의 후원과 협조 아래 진행되었다.

출발식에는 시킴(Sikkim)시 전 부시장이자 인도UPF 회장인 B.P싱(B.P. singh)회장
과 인도 인민당(인도의 현재 여당)의 스리시암(Shri Shyam Jaju)부대표, 미나크시 레
키(Meenakshi Lekhi) 국회의원, 남델리시의 수바샤 아리야(Subash Ariya) 시장, 인
도 IGNOU대학 부교수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연맹 회장인 팔마드 쿠마(Parmod 
Kumar) 회장이 참석하였다.

음악 밴드 VISUDH 의 공연에 맞춰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이후 몇 몇 VIP들이 짧은 인사말로 피스로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인도 UPF 크
리슈나(Krishna Adhikari)사무총장과 FFWPU회장이 문선명 총재의 성화 3주기를 기
념하여 국제고속도와 세계를 평화로 연결한다는 피스로드의 비전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출발식을 마치고 40여명의 자전거 종주단이 12km의 거리를 힘차게 달렸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인도
India

도시
Location

뉴델리
New Delhi

일시
Date

2015.7.19
July 19, 2015

On July 19, we launched Peace Road in India at the Connaught Place, in New Delhi. That Sunday was Raah-
giri Day, a car-free day in New Delhi. This is launching was supported by very prestigious institutions in India. 
The Times of India, the number one daily newspaper in India; the Raahgiri Day Team, the New Delhi Mu-
nicipality Council and the Delhi Police supported this launching ceremony.  In the program were Hon. B. P. 
Singh, Former Governor of Sikkim and Chairman of UPF-India; Shri Shyam Jaju, National Vice-President of 
Bharatiya Janata Party (Current Ruling Party of India); Hon. (Smt.) Meenakshi Lekhi, Member of Parliament 
of India; Hon. Subash Arya, Mayor, South Delhi Municipality Corporation;  Dr. Parmod Kumar, Asst. Profes-
sor, IGNOU and the President of Youth Federation for World Peace-India came to flag off the cycle rally for 
peace organized on the occasion of this Peace Road-2015 India. Hundreds of participants sang and danced to 
songs of peace sung by the band VISUDH and each VIP delivered short remarks to show their solidarity with 
this Peace Road project.

Mr. Krishna Adhikari, Secretary General of UPF-India and National Leader of FFWPU-India,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project being carried out throughout the world in honour of the commemorative 
celebration of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late  Rev. Dr. Sun Myung Moon and informed the audience about 
the grand vision of Father Moon for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building an International Peace Highway in 
order to build a world of peace.

After the launching event, about forty cyclists covered a distance of nearly 12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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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아시아 인도 India

인도 피스로드 Peace Road in India

May 30 -Aug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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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시아 싱가포르 Singapore

8월 2일 싱가폴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싱가폴 가정연합, 협회장과 지역지도자들이 이끈 가운데 아이들, 동료들을 포함한 90가정 참
가자들이 피스로드에 동참하였다. 이날의 최연소 참가자는 8살이였다. 싱가폴의 피스로드는 현
지에 있는 12성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2성지로는 마운트 페이버(Mount Faver Park)공원, 카통(Katong Park)공원, 푼골
(Punngol Park)공원, 이슌사파라(Yishun Safara), 우드랜드 타운가든(Woodlands Town 
Garden), 부킷배톡 자연공원(Bukit Batok Nature Reserve), 난야이공대학(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차이니즈 가든(Chinese Garden), 싱가폴국립대학(National Uni-
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보태니컬가든(Singapore Botanic Garden), 맥리치 저수지
(Macritchie Reservoir) 마지막으로 리얼힐시티공원(Real Hill City Park)까지 총 130km의 
거리를 차로 이동하였으며 12km의 거리를 행진하며 8시간동안 피스로드가 이어졌다.

각 성지마다 4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피스로드를 통한 12성지를 12km씩 행진한 것은 우리가 
종적 메시아로서 책임을 다할 때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싱가폴
Singapore

도시
Location

싱가폴
Singapore

일시
Date

2015.8.2
August 2, 2015

On August 2, Singapore held the Peace Road.

The FFWPU national leader of Singapore and district leader led the tour. Ninety family 
members including friends and children as young as 8-years old took part in the histori-
cal cycling peace journey to visit all our 12 Holy Grounds in Singapore.

The 12 holy grounds were in Mount Faver Park, Katong Park, Punngol Park, Yishun 
Safara, Woodlands Town Garden, Bukit Batok Nature Reserv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Chinese Garden,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e Singapore Botan-
ic Garden, the Macritchie Reservoir and Real Hill City Park.

The entire journey required a distance of 130 km drive and 12 km walk. It lasted a con-
tinuous 8 hours, with the goal to cover each Holy Ground in just 40 minutes.

Through this Peace Road holy ground visiting, we want to remember that peace can 
only be achieved if all of us fulfil our ultimate responsibilities as Tribal Messi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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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시아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 피스로드 Peace Road i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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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아시아 인도네시아 Indonesia

8월 9일 인도네시아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피스로드는 정부관저(Governor’s Office)에서 잘란H.M.탐린(Jalan M.H. Thamrin)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호텔 로터리를 돌아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계획하였다. 매주 일요일 이 경로는 차 없는 날로 지정되
어 자카르타 시민들이 교통혼잡의 방해를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8월 9일, 특별히 이날은 인도네시아의 독립70주년으로 자카르타(Jakarta)의 중심지가 희생과 순수를 상
징하는 인도네시아 국기색인 붉은색과 흰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헌신을 표
현하기 위해, 또 시각적으로 피스로드 주제인 “인도네시아의 독립 70주년, 통합과 평화의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를 표현하기 위해 붉은 색과 흰색으로 맞춰 입고 행진하였다.  피스로드 접수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부터 시작
되었다.

행사는 국가제창 이후 피스로드 현수막 사인식이 진행 되었다.  이후 헤라와티(Herawaty Rinto Paeran )협회
장이 피스로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과 행진의 출발을 알리는 깃발출발식이 이어졌다.

천명의 인도네시아 전통무술(Pencak Silat)팀에서 피스로드 행렬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자와섬(Jawa)에
서 찾아왔다. 피스로드 행렬이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시작하자 전통 무술인들도 나란히 행진에 합류
하였다.

행진의 하이라이트는 자카르타시의 역사적인 랜드마크인 호텔 인도네시아 로터리와 명망높은 빌딩과 기념비에 
도달했을 때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참가자들끼리 천천히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행진하였다. 평화대사 베티 
시토러스(Betty Sitorus)는 “자타르타 시민으로서 차없는 날 이 거리를 걸어번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모두가 피스로드의 밝은 현수막과 
색깔뿐만아니라 참가자들의 열정에  주목하였다.

이날 피스로드 행사는 TVRI와 국립방송에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헤라와티(Herawaty Rinto Paeran )회장과 
메이크(Meyke Rangkang )부회장의 인터뷰와 함께 피스로드가 보도되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인도네시아
Indonesia

도시
Location

자카르타
Jakarta

일시
Date

2015. 8.9
August 9, 2015

On August 9 in Jakarta, Indonesia held the Peace Road. For the Indonesian Peace Road 2015, they chose to 
walk from the Governor’s Office along Jalan M.H. Thamrin until the Hotel Indonesia Roundabout and return 
to their starting point at the Governor’s Office. Every Sunday morning, this route is frequented by pedestrians 
and cyclists as it is a car-free day and Jakartans enjoy walking peacefully in the early morning hours without 
being disturbed by any traffic. However, August 9 was special, just a week ahead of the grand celeb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Indonesia’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entral Jakarta was decorated in red and 
white, the colors of the Indonesian flag, symbolizing ‘sacrifice’ and ‘purity’. To express their patriotic love and 
devotion to their country, many of the Indonesian Peace Road participants chose to dress in red and white, too, 
visually underlining the theme of our march: 70 years of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owards 
Unity and Peace in Indonesia. Registrations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even before sunrise. After singing the 
National Anthem, signing the Peace Road banner and a brief explan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is program, 
Mrs. Herawaty Rinto Paeran, Indonesia’s Peace President, flagged off the march. Thousands of members of 
Pancak Silat, the traditional Indonesian martial arts, had gathered from all over Jawa to walk the same route at 
the same time as we started our march. When we started to sing patriotic songs, they joined in joyfully walking 
side by side with us. The highlight was reaching the historical landmark of Jakarta–the Hotel Indonesia Round-
about with its prestigious  buildings and monument. When it was time to turn back, we walked leisurely, shar-
ing our thoughts and hearts with one another. Ambassador for Peace, Mrs. Betty Sitorus, remarked that though 
she is a Jakartan, she had never walked this route on a car-free day before and was amazed at the throngs of 
people walking and cycling along this road this Sunday morning. Everyone took note not only of our bright 
banners and colors but also of the bright spirit of our participants The Peace Road march was broadcast on 
TVRI, a national TV channel, with interviews by the chair and vice-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rs. 
Herawaty Rinto Paeran and Mrs. Meyke Rang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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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아시아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네시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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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아시아 필리핀 Philippines

8월 9일 4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케손(Quezon)시 메모리얼 서클에서 피스로드 필리핀 행
사가 개최되었다. 종주는 케손시의 주요도로주변 자전거 길을 따라 1시간 40분에 걸쳐 21km의 종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군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총사령부에서 온 140 여명이 자전거 
종주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국립 경찰서, 소방부서, 교도감독부서 등 마닐라 주변 지역에서 다양
하게 참석하였다. 피스로드 행사는 천주평화연합, 가정연합과 함께 W-CARP, 청년연합, 여성연합, 아
시아 성직자 리더십 컨퍼런스가 주최했으며 국제 평화 리더십 대학, 아시아의 평화와 통일 봉사단, 선
화국제아카데미, 세계평화아카데미 교수진과 아시아 모바일 의료 서비스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행
사가 진행되기 4일전 국립정부방송과 PTV 채널4의 “Good Morning Boss”에서 피스로드에 대한 생
방송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출발식 행사는 오전 6시 30분에 필리핀 국가 제창과 각 종교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의 평화를 위한 축도로 시작되었다. 이후 케손시 의원이자 천주평화연합 에티 바야니히폴
(Atty Bayani Hipol)회장이 축사로 사람들을 환영했다. 천주평화연합의 줄리어스 말릭뎀 (julius Mal-
icdem)의장은 개회사를 진행하였다. 그는 피스로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문선명 총재의 평화에 
대한 비전과 설명하였다. 종주가 시작되고 종주자들이 도시 주변을 종주하는 동안 남겨진 사람들은 평
화 벽에 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평화리더십대학학생들의 통일무도 공연과, 무술공연이 진행되
었으며 계속해서 댄스그룹, 하나님댄스부대군인팀, 필리핀 폴리 테크닉대학(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의 바공히밍 세레나데(bagong himig serenata)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종주를 마
친 종주단들이 케손시 메모리얼 서클에 도착하니, 참석자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이들을 응원하면서 맞이
해 주었다. 무대에 오른 알프레도 (Alfredo Cayton Jr.) 소장과 천주평화연합 에티 회장과 줄리어스 가
정연합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필리핀 W-CARP의 르네(Rene Lan-
sangan)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과 함께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필리핀
Philippines

도시
Location

케손
Quezon

일시
Date

2015.8.10
August 10, 2015

On August 9 Manila, Philippines held the Peace Road. A huge turn-out of more than 4,000 people including around 1,400 bikers, 
converged in the early morning at the historic Quezon City Memorial Circle in Quezon City, Manila. The tour was 21-kilometer bike 
loop around the major roads in Quezon City, which took the bikers around 1 hour and 40 minutes to complete. Around 140 bikers 
came from 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representing the three major services, Army, Navy, and Air Force and including the 
General Headquarters. Also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the Bureau of Fire and the Bureau of Jail Management were also in full 
force with hundreds coming from their ranks from various places around Metro Manila and neighboring provinces. The Peace Road 
2015 event in the Philippines is spearheaded by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nd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
tion together with W-CARP, Youth Federation for World Peace, Women’s Federation for Worlds Peace, Asian Clergy Leadership 
Conference, Asian Peace and Unity Corps with the support of other affiliates like International Peace Leadership College, Sun-Hwa 
International Academy, Professors World Peace Academy and Asian Mobile Medical Service. A live interview was held 4 days before 
the event on national government television, PTV Channel 4 on the program, “Good Morning Boss!” The opening program started at 
6:30 a.m. with the singing of the Philippine National Anthem and the Universal Prayer for Peace offered by representative religious 
leaders. Then Hon. Atty. Bayani Hipol, Councilor of Quezon City and the President of UPF in Quezon City gave the Welcome Mes-
sage. Rev. Julius Malicdem, the Chairman of UPF Philippines and National Leader of the Unification Movement gave the Opening 
Address. He explained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e Peace Road event and testified about Rev. Moon’s great vision and legacy 
of peace. While the peace bikers are weaving their way around the city, those who were left started to sign in the Peace Wall. Then 
a Peace March took place around the Quezon City Monument where the participants made chants for peace. Performances fol-
lowed coming from the International Peace Leadership College students showing great energy in their Tong Il Moo Do Martial Arts 
performance.  Other performers included the dance group, Soldiers of God Dance Battalion and the Bagong Himig Serenata from 
the 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ud cheers from the flag-waving participants welcomed the bikers as they made their 
way back to the Quezon City Memorial Circle. Partners and participants then were recognized on stage by receiving Certificates of 
Appreciation from Major General Alfredo Cayton, Jr. President of UPF Philippines, Hon. Bayani Hipol and Rev. Julius Malicdem. 
The successful event concluded with three loud cheers of “Eog Mansei-Mabuhay!” led by W-CARP Philippine President, Mr. Rene 
Lans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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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아시아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 피스로드 Peace Road i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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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아시아 몽골 Mongolia

8월 6일과 8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몽골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8월 6일에는 러시아
의 바이칼 호수 (Bikal Lake)에서 2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7km의 거리를 차로 이동하
였다.

8월 11일 울란바로트(Ulaanbaatar)의 몽골 국립공원 테제리(Terelj Resort)에서 몽골
의 기상을 보여주기 위해 승마로 피스로드를 진행하였다. 말을 타는 것은 평화의 비전을 
실시하기 전에 인간과 자연, 몸과 마음의 화합을 보여준다.

21마리의 말과, 피스로드 기, 티셔츠와 모자, 뱃지를 달고 천천히 행진하다가 빠르게 달
리기도 하며 총 7km를 달렸다. 4명의 평화대사 전사회복지장관이자 전 의원 뱃베이어
(Sh.Batbayar), 의사이자 전 국회의원 소드놈돌(N.Sodnomdorj), 엔지니어이자 환경부
장관 뱃세그(I.Battsetseg)와 국제부 기자 대쉬지벳(B. Dashzeveg)가 문선명 총재를 추
억하며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직시하여 변화를 가져오기 위
한 동기부여가 되어있었다. 몽골은 남한과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에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대사 뱃베이어(sh. Batba-
yar)는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서 몽골의 역할을 강조하는 축사를 보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몽골
Mongolia

도시
Location

울란바로크
Ulaanbaatar

일시
Date

2015.8.11
August 11, 2015

On August 6 and 11, Mongolia held the Peace Road in two different places. On August 6, at 
Lake Lake Baikal, Russia, 20 participants went 7 km by car. On August 11, at Terelj Resort, 
Ulaanbaatar in order to highlight features of Mongolia life, they offered their peace march on 
horseback, which requires and demonstrates human unity of mind and body and unity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Externally, it projects a grand vision of peace. 

21 horses with peace road flags, t-shirts, caps, and badges launched a slow march and on the 
way sometimes fast ran, and the march went 7km altogether.

Four Ambassadors for Peace Sh. Batbayar, Former Minister of Social Welfare, Former Mem-
ber of Parliament, N.Sodnomdorj, Science Doctor, Former Member of Parliament; I.Battsetseg, 
Enginner, Ministery of Nature, B.Dashzeveg, International Journalist participated. They closely 
worked with Unificationists in memory of Rev.Moon. They were also motivated to make a dif-
ference in realizing unity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ongolia may play the role 
of a bridge because she has good relations both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Sh. Batba-
yar, an Ambassador for Peace, emphasized Mongolia’s role of promoting Korean reunification 
in his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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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아시아 캄보디아 Cambodia

8월 14일 캄보디아 바탐방(Battambang)의 위치한 케메라 바탐방 호텔(Khemera Battambang I 
Hotel )에서 캄보디아의 피스로드 출발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아시아 천주평화연합의 용정식
회장과 국가지도자들과 천주평화연합 지도자, 200여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본격적인 피스로드는 다음날 8월 15일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캄보디아 가정연합 석생옌(Sok Seng 
Yan)회장과 국회 국제교류 부서의 임원 중 한 명을 포함하여 50여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피스로드 참가자들은 오전 5시 30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 위치한 로얄 팰리스
(Royal Palace)앞에 모여 캄보디아 가정연합 챔로언(Chamroeun Sophal)회장의 지휘아래 피스로드
의 출발을 외치고 캄보디아의 피스로드를 통해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독립기념비(Independent Monument)로 행진 하였다. 독립기념비
는 1863년부터 1953년까지 9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캄보디아의 해방을 상징하는 기념비이다. 참
석자들은 기념비에서부터 자전거 길을 따라 자전거 종주단과 함께 캄코시티(CamKo City)까지 행진과 
자전거로 달리며 이동하였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의 한인시내로 한국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평화를 연결하는 피스로드2015는 
캄코시티에서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캄보디아
Ca,bodia

도시
Location

바탐방
Battambang

일시
Date

2015.8.15
August 15, 2015

On the 14 June 2015, there was the Peace Road 2015 Launching Ceremony in Khemera Bat-
tambang I Hotel, Battambang Province preceded by Dr. Chung Sik Yong, Chair of UPF-Asia 
and all National Leaders and UPF leaders of Asia with 200 young people.
On 15 August 2015, there are 50 students and youth including one of the officers of the Inter-

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gather preceded by Mr. Sok Seng Yan, 
President of UPF-Cambodia after the launching ceremony in Battambang Province to connect 
from Thailand. They gather at 5:30 am in front of the Royal Palace of Cambodia to shout for 
the Peace Road 2015 led by Mr. Chamroeun Sophal, FFWPU-Cambodia National Leader for 
the hope of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Peace Road in Cambodia.
After that, they marched to the Independent Monument that signifies for peace. Independent 

Monument is the symbol to get liberation from the 90-year French protectorate of Cambodia 
from 1863 to 1953.
From the Independent Monument we marched along the riverside to CamKo City. CamKo 

City is Cambodia-Korea City,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peace, Peace Road 2015 in Cam-
bodia ended in CamKo City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Cambodia and Korea.
And especially the Peace Road 2015 in Cambodia is the symbol to congratulate for the 70th 

year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from the war.
We hope we can do the bigger and larger scale in next Peace Roa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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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아시아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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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아시아 말레이시아 Malaysia

8월 16일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Petaling Jaya)에서 ‘한나라 한마음’의 주제아래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오
전 5시반부터 시민광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100명의 봉사자들과 교통경찰, 시민 봉사단(RELA)과 구급차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사는 말레이시아 천주평화연합, 여성연합, 가정연합과 CARP 그리고 슬랑오르주(Selan-
gor) 정부의 지원과 프탈링자야 슬라탄(Petaling Jaya Selatan)의 국회의원 YB 리 로이 시안(YB Hee Loy Sian)와 프탈링
자야시의회(MBPJ)의 지원과 협동으로 진행되었다. 피스로드 접수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행사가 진행되기 몇 일 전에 공식
적으로 접수를 마감해야 했다. 본래 1500명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1000명이 추가 접수되어 총 250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페낭(Penang), 이포(Ipoh), 조호 바루(Johor Bahru), 푸총(Puchong)그리고 유니탈(Unitar)지역에서 버스로 
찾아와 참석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 되기 몇 일전 브릭필드 아시아 대학(Brickfields Asia College)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다. 행사는 2500명의 참가자들의 워밍업을 위해 7명의 CARP 학생들이 지휘아
래 활기찬 에너지로 유명한 한국노래 ‘바운스’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출발식은 말레이시아 국가제창으로 막을 
열었다. 아시아 UPF의 용정식회장은 슬랑오르주와 YB 리 로이시안 슬라탄 의원의 지원과 동참에 감사를 표하는 축사를 전
했다. 그는 또한 피스로드의 중요성과 피스로드를 제시한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후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귀빈들부터 피스로드 캔버스에 서명을 하고 “우리의 꿈 모두함께(Bersama Impian Kita)”라는 곡
을 부르며 모든 참석자들이 차례로 올라와서 서명하는 사인식이 진행되었다.곧바로 YB리 슬라탄 의원이 출발신호를 보냈고 
흔히 알려진 ‘PJ루프(PJ-loop)’의 4km종주가 시작되었다. 피스로드는 비(非)경쟁 행사로 2500명의 참가자들은 자전거, 달
리기, 행진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도착지점까지 한 시간 15분이 걸리는 여정을 달렸다. 무대에 있던 귀빈들은 ‘MyClassic 
자동차’의 후원 아래 전시되어있던30대의 빈티지 자동차를 타고 경로를 따라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천천히 종주하였다. 말레
이시아의 피스로드 행사는 금전적인 기부와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브릭필드 아시아 대학이 주요 후원자였으며 행사에는 
여러 종류의 13 개 기업이 후원해 주었다. 도착지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피스로드 캠버스에 사인한 후 소정의 상품과 참가인
증서를 받았다. 이번 이 행사에는 레노보 탭을 포함하여 스폰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을 제공받으며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말레이시아
Malaysia

도시
Location

프탈랑자야
Petaling Jaya

일시
Date

2015.8.16
August 16, 2015

On 16 August 2015, Peace Road 2015 was held in Petaling Jaya, Malaysia with the theme One Nation One Heart. Participants 
began to converge at the Dewan Sivik Car Park as early as 5.30am and began to fill up the area as the beautiful Sunday morning sun 
began to rise. Over 100 volunteers together with the support of the Traffic Control Police, The People’s Volunteer Corps (RELA) and 
St. John’s Ambulance were on stand-by to provide full safety for the participants. The event was jointly organised by the Malaysian 
chapters of Universal Peace Federation,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CARP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Selangor Government, Member of Parliament of Petaling Jaya Selatan – YB Hee Loy Sian and 
the Petaling Jaya City Council (MBPJ). There was overwhelming response and a few days before the event registration had to be 
officially closed. In what was originally targeted for 1500 participants, another 1000 participants were allowed to register totalling 
to 2500. Participants also came in bus loads from Penang, Ipoh, Johor Bahru, Puchong and Unitar. A press conference was hosted 
by Brickfields Asia College just a few days before the event with media coverage in various media. The program commenced with a 
group of seven CARP students leading the 2500 participants on a lively warm-up routine with the famous high energy Korean song 
called ‘Bounce’. The opening ceremony then commenced with the singing of the Malaysian national anthem. Honourable Dr. Yong 
Chung Sik, Regional Chairman of UPF Asia gave the congratulatory remarks. He thanked the Selangor Government, YB Hee Loy 
Sian and Petaling Jaya City Council for their support and cooperation in hosting the inaugural event in Malaysia. He also explained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and the vison and legacy of peace of Dr. and Mrs. Sun Myung Moon. The stage party then signed 
the Peace Road canvas and after which all the participants were led to sing together the Peace Road theme song called ‘Bersama 
Impian Kita’ (Unity). YB Hee Loy Sian flagged off the participants for the 4km route around what is commonly known as the ‘PJ-
loop’. As it was a non-competitive event the 2500 participants of the three categories of Amateur Cyclists, Healthy Runners and 
Happy Walkers soaked in the early morning sun and cool air and took around one hour and 15 minutes to complete the route. The 
stage party then took a slow ride waving at the participants along the route in 30 vintage cars that were on display under the sponsor-
ship of ‘MyClassic Cars’. The Peace Road Malaysia project also received generous sponsorship in monetary contribution and in-kind 
support. Brickfields Asia College was the main sponsor and altogether there were 13 other businesses that contributed in kind under 
the event patron category. At the finish line, participants signed the Peace Road Canvas and received complementary goodie bags and 
a certificate of participation. The event ended with a lucky draw of various items provided by the sponsors including Lenovo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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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아시아 말레이시아 Malaysia

말레이시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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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아시아 태국 Thailand

대륙
Region

아시아
Asia

국가
Nation

태국
Thailand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8.22
August 22, 2015

8월 22일 태국의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500명의 사람들이 출발식을 위해 태국 체육기관에 모여 50대의 차량
과 200가정연합회원이 모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차량과 자전거로 방콕에서 콰이(The Bridge of River Kwai)
강 다리까지의 피스로드 행진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천주평화연합과 가정연합의 프로젝트 “태국가정연합, 
사랑과 이해” 주관아래 원리강론 세미나의 주제인 “가정은 사랑과 평화의 학교”주제로 정부 국회의사당 강당에
서 태국의 77지역중 51지역에서 모여 조직되었다. 피스로드 행사를 위해 태국체육부, 일화기업, 음료&음식회사 
등 많은 정부조직에서 지원 및 후원을 하였고, 또한 자동차 행진을 즐기는 많은 운전수들이 천주평화연합의 행
사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8월 22일 이른 아침, 출발식은 방콕의 위치한 태국 체육관에 500명
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출발식은 평화의 노래로 알려진 조용필의 바운스에 맞춘 댄스로 시작
되었다. 용정식 UPF 아시아 대륙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카몰(Kamol Thananopavarn) 태국가정연합회장은 피
스로드의 경과보고를 전했다. 이어서 젠탈삭(Gen.Terdsak Marrome) UPF회장은 환영사가 있었다. 이후 커팅
식이 진행되었고 커팅식 직후 VIP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하늘에 날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곧바
로 Gen.Terdsak Marrome  UPF회장이 피스로드기를 본국인 한국에 전달하기 위해 용정식회장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를 제창하였다. 50대의 종주차량이 방콕에
서 콰이(Kwai)강 다리까지 130km의 거리를 출발하였다. 콰이 강까지의 경로를 달리던 중 5군대에서 우승자 수
상에 이어 함께 실행할 과제(게임)를 받고,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을 만들기 위한 기념행사를 치렀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게임에 이기기 위해 운전수가 되고 길안내를 하는 모습에 즐거워했다. 칸자나부리
(Kanchanaburi)시 근처의 위치한 카와 강 다리와 철도는 1943년부터 1945년 2차대전시의 일본군이 태국에서 
버마 그리고 인도까지의 침략시도를 계속하기 위해 지어졌다. 유럽과 미국의 포로 수천, 수십명은 매우 나쁜 생
활 조건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당했었다. 13,000명만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고 80,000명이 태국과 버
마 사이의 철도에서 죽었다. 이 다리는 평화와 전쟁을 없애고 인류가 함께 도와 평화를 촉진 시키자는 상징의 다
리가 되었다. 차량 종주는 수천 무덤의 거대한 묘지에서 마쳤다. 각 차의 대표를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2km를 콰
이 강다리까지 자전거로 달렸다. 이후 용정식회장과 락테비탐사쿨(Lek Thaveetermsakul)박사, 카몰(Kamol 
Thananopavarn)가정연합회장과 모든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75년전 다리를 짓다가 죽거나 파묻힌 동맹국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 피스로드 행사는 바베큐와 함께 즐겁게 마무리 되었다.

On August 22, 2015; UPF - There were 500 people attend opening ceremony at Sport Authority of Thailand and 50 cars 
with around 200 families members, parent-children, join car rally for peace and bicycle rally for peace from Bangkok to 
the Bridge of River Kwai which is the place that always remind us the tragic consequence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ailand at Kanchanaburi province.  Peace Road Thailand 2015 was organized under the UPF & FFWPU project called 
“Thai Family unity, love and understanding” which is Divine Principle Seminar in topic “Family is School of Love and 
Peace” at Provincial Capitol Auditorium and “Interfaith Peace Blessing Festival” in 51 provinces from total 77 provinces 
of Thailand as “Tribal Messiah Movement” in Thailand.  There are many sponsors support our event, such as govern-
ment organization: Sport Authority of Thailand, Ilhwa Company and beverage & Food Company.  Also, there are many 
drivers who love car rally join our UPF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with their wives and children.  Early morning, August 
22, 2015 the Opening Ceremony was held at the Sports Authority of Thailand in Bangkok with 500 participants who 
love peace.  Begin the program by dance for peace for the song “Bounce”.   Dr.Chung Sik Yong, Regional President of 
UPF Asia delivered the congratulatory remarks.  Rev.Kamol Thananopavarn, National Leader of FFWPU Thailand gave 
reporting remark.  Gen.Terdsak Marrome, President of UPF – Thailand gave opening remarks.  After cutting ribbon, 
UPF committee and VIPs release the pigeons to the sky as symbol for peace.  Then, Gen.Terdsak Marrome passed the 
Peace Road flag to Dr.Chung Sik Yong in order to bring it back to the original homeland, Korea. All participants, hands 
in hands, sang the Unity Song (Tongil) together. 50 cars were released from the pit to take the journey from Bangkok to 
Bridge of River Kwai (130 Kilomitres). On the way, there were 5 stop-check points where each team to receive home-
work to do together and to compete for winner awards at the end, this is in order to create unity and co-operation in 
among family members.  Family members, especially, the children were so fun, excited and worked hard with their par-
ents who became driver & navigator to determine to win the games. Near Kanchanaburi city, it is located the “Bridge of 
River Kwai” and railroad, this project was constructed by Japanese army during Second World War in 1943-1945 for the 
attempt to continue their invasion from Thailand to Burma and India.  There were many tens of thousands of European 
and American prisoners who forced to work too hard with extreme bad condition of living.  There were more than 13,000 
people only in this spot and more than 80,000 people died along the railroad from Thailand to Burma.  This bridge 
becomes the symbol to remind humankind to work together to promote peace and absent of war. The car rally stopped at 
huge cemetery of thousands tomb, and the representatives of each car ride the bicycle from cemetery to Bridge of River 
Kwai for 2 kilometers with the heart praying for peace.  Then, Dr.Chung Sik Yong, Dr.Lek Thaveetermsakul, Rev.Kamol 
Thananopavarn and all participants sang the Unity Song one more time together at the Bridge of River Kwai to comfort 
the spirits of the people from allied nation in 2nd World War who died and buri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more than 75 years ago. The Rally ended with the joyful evening banquet with awarding and singing together.  

22-23 a'Ul;'l1AU 2558 • August 22_-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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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Europe 유럽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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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유럽 폴란드 Poland

6월 21일 유럽대륙의 첫번째 피스로드 행사가 폴란드 북쪽에 위치한 그단스크시
에서 “더이상 전쟁과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는 주제로 가정연합, UPF회원들과 
함께 실시됐다. 그단스크시는 1939년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도시이고 1980
년 독립자유노동조합연대 운동으로 유럽 공산주의의 몰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참석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최초 희생자인 그단스크의 우체국 집배원이 묻혀 
있는 추모공원에서 피스로드를 시작하였다.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와 헌화
를 마치고 1980년 연대운동의 파업 이후 다시 설립한 그단스크 조선서 근처에 있는 
1970년에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까지 행진하였다. 이어 과거 폴
란드 북쪽(북폴란드)에 함께 살았던 모든 종교와 인종의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묘
지까지 행진 한 후 평화를 기원하는 초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선소의 기중기가 보이고, 옛 그단스크와 현 그단스크의 경치가 보이
는 언덕에서 폐회식을 가졌다. 학(영어로Crane:기중기와 학이 같은 발음)은 천일국
을 상징하기도 한다. 피스로드를 통해 2020의 비전이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폴란드
Poland

도시
Location Gdansk

일시
Date

2015. 6. 21
June 21, 2015

On June 21, in North Poland city Gdańsk, the first Peace Road in Europe, FFWPU and UPF 
organized Peace Road 2015, under the regional theme, “No more war, no more communisms.” 
Gdańsk is the where Second World War broke out in 1939 and where the end of communism 
began with the Solidarity Movement in 1980. Furthermore, Gdańsk is where many religions and 
ethnicities once lived together. We started the Peace Road Project in a place that commemorates 
the first victims of the Second World War – Polish postmen  in Gdańsk. We prayed, listened to a 
speech, placed flowers and lit candles there. We then marched to the monument, which commen-
tates victims of communism in 1970 near the Gdańsk Shipyard where the Solidarity Movement 
was established after the strikes in 1980. We prayed, listened to a speech, placed flowers and lit 
candles there.  Next, we marched to the Nonexistent Cemetery Memorial, which commemorates 
people of many ethnicities that once lived together in Poland. We prayed, listened to a speech and 
lit candle there as well. We finished Peace Road 2015 in Gdańsk on the hill from which we had a 
beautiful view of Old Gdańsk and New Gdańsk, with shipbuilding cranes. Cranes in nature (birds) 
are a symbol of  the Heavenly Kingdom. We hope that God’s Kingdom will be established together 
with True Parents in Gdańsk, in Poland, in Europe, in the World before 2020. That was our ultimate 
prayer in Gdańsk during Peace Roa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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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유럽 스페인 Spain

6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시에서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
되었다. 피스로드 종주단은 엘 에스코리알(El Escorial)에서 마드리드까지 기차로 50km의 
거리를 이동한 뒤 스페인 마드리드 명소를 따라 행진하였다. 종주팀은 16세기에 펠리페2세
(King Felipe II)에 의해 지어진 유명한 수도원 앞에서 피스로드 기념촬영을 하였다. 다시 
리콜레토스(station Recoletos)역에서 콜롬버스 기념비가 있는 콜론광장(Plaza Colon)까
지 이동한 뒤, 스페인 수도의 상징이며 18세기부터의 건물로 둘러쌓인 시벨레스(Plaza de 
Cibeles)광장까지 행진하였다. 이 광장의 중앙에는 1782년에 벤 투라 로드리게스(Ventu-
ra Rodriguez)가 디자인한 유명한 시벨루스 분수(Cibeles fountain)가 있다.

피스로드 종주단은 두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도시의 중심지인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로 이동하였고 다른 팀은 톨레도 문(Puerta de Toledo)을 통해 레알마드리드 왕궁
(Real Palace)에서 합류하였다. 종주단은 왕궁과 알무데나 대성당(Almudena Cathedral)
앞에서 도착 기념촬영을 하였다.

5시 30분에 피스로드 행진을 마치고 UPF회원과 평화대사로 구성된 세명의 뮤지션들의 
축하콘서트가 진행되었고 90여명의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여하며 피스로드를 마무리 하였
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스페인
Spain

도시
Location Madrid

일시
Date

2015. 6. 28
June 28, 2015

On June 28, Madrid, Spain held the Peace Road with 90 participants.  A 
group of young people began in the city of El Escorial, 50 kilometers from 
Madrid. They first posed for a picture in front of a famous monastery, built 
in 16th century by King Felipe II. They took the train to Madrid and walked 
around the city, visiting famous places. From the Recoletos Train Station they 
went to Plaza Colon to see a monument to Christopher Colombus. They then 
walked to “Plaza de Cibeles,” one of the most famous places in the capital. In 
the center of this square stands the famous Cibeles fountain, sculpted in 1782, 
from a design by Ventura Rodr–guez. Each of the four corners of the square 
is dominated by iconic buildings, built between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They continued their way through “Puerta del Sol,” at 
the very center of the city and finally arrived at Real Palace, to meet another 
group of people who had been walking from Puerta de Toledo. They took pic-
tures together in front of Real Palace, and in front of Almudena Cathedral. At 
5:30 in the afternoon, they finished this Peace Road with a Concert for Peace, 
by three musicians. The participants were Ambassadors for Peace and friends 
of Universal Peace Federation. Around ninety people enjoyed music of the 
world, connecting to the world through their shared dream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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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유럽 체코 Czech

6월 28일 체코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스로드 종주가 실시되었다. 참석자
들은 다함께 프라하(Prague city)의 중심지에서 블타바 강(Vltava river)과 브라슈
스카(Berounka)길을따라 이웃 도시인 도브르지(Dobrichovice)까지 26 km 구간
을 자전거로 종주하였다. 체코 피스로드 자전거 종주에는 어린이들도 동참하였는데 
그 중 가장 어린 참가자인 샬럿(Charlotte Musil)(7세)양도 큰 어려움 없이 어른 참
가자와 함께 마지막까지 전체 구간을 종주하였다.

도착지인 캠핀레스토랑 웨얼오브굿호프(Weir of Good Hope)에서 체코 가정연합 
회장과 UPF 체코 사무총장으로부터 참부모님의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한 업적에 대
해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피스로드 종주의 성공을 축하하며 케익 커팅식을 갖고 바베큐 파티로 
피스로드 축제를 즐겼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체코
Czech

도시
Location Prague 

일시
Date

2015. 6. 28
June 28, 2015

On June 28, more than 70 people–men, women and children–mounted their 
bikes or donned their hiking boots and departed on the Czech leg of Peace 
Road  2015. The route they followed went 26 kilometers from Prague city 
center to a nearby town, Dob–ichovice, on bicycle trails along the rivers Vl-
tava and Berounka.

A group of those without bikes took a shorter route of 7 km by starting their 
trip with a short train ride. The youngest cyclist, Charlotte Musil (7 years old) 
had no problem keeping up with everybody over the whole distance.

At the destination, the campers’ restaurant Weir of Good Hope, we heard 
speeches by our National Leader and the UPF Secretary General in testimony 
to True Father as a peacemaker.

For the finale, we celebrated the victory of Peace Road by cutting a cake and 
having a BBQ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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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럽 네덜란드 Nederlands

7월 4일 네덜란드 서쪽 북해 연안에 위치한 헤이그(Hague)시에서 유럽대륙의 세 번째 피
스로드 출발식이 열렸다. 출발식은 “유럽과 세계의 피스로드를 부흥시키자!”는 주제 아래 
모두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수피 센터(Sufi center)에 모여 
피스로드 행사를 준비하고 11시 30분부터 본식을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 흔치 않은 더위 
가운데 시작된 출발식에서 네덜란드 가정연합의 한스 캠프맨(Hans Campman)회장이 피
스로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네덜란드의 원로 정치인 빔 반 에이클라(Dr. Wim 
van Eekelen)박사가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다.

가벼운 점심 식사 후,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진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피스로드 행진은 
24 곳의 중요한 장소 및 기념비 등을 방문하는 10km로의 루트로 진행되었다.

오후 5시에 모든 행진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Let there be peace on earth and let it 
begin with me”을 부르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21마리의 비둘기를 날렸다.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축제분위기의 만찬이 이어졌다. 엘레놀(Eleanor Flowers Klerkx)
씨의 지휘아래 모두가 “We are the world”를 부르며 케익커팅과 억만세 삼창으로 폐회식
을 마무리 하였다. 참가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했다는 즐거움을 나눴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네덜란드
Nederlands

도시
Location Hague 

일시
Date

2015. 7. 4
July 4, 2015

On Saturday, July 4, Peace Road for the third nation in Europe, was held in The 
Hague; the seat of government in the Netherlands, under the slogan “Renewal of the 
Road to Peace in Europe and the World.” The event drew 106 participants. They met 
at a Sufi center near the Peace Palace.

The weather was hot, which is not common in the Netherlands. The day started at 
11:30 with registration and a reception including coffee and tea, followed by a “Kick 
Off “meeting, where the FFWPU national president, Hans Campman, explained the 
vision of Peace Road 2015 and Dutch elder statesman Dr. Wim van Eekelen spoke 
warmly about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After a light lunch, the main event began, a 10 km. walk passing 24 important insti-
tutions or monuments. (Some took a shorter five km. route.)

At 5:00,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arch, everyone met outside the Peace Palace 
and sang, “Let there be peace on earth and let it begin with me.” They released 21 
doves. This was followed by a closing session and festive meal. Eleanor Flowers Klerkx 
led everyone in singing “We are the world,” after which the celebration cake was cut 
and everyone joined in three cheers of Og Mansei.

At the end, participants were really joyful, filled with a sense of victory and unity of 
heart, having overcome a challeng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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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럽 룩셈부르크 Luxembourg

7월 5일 룩셈부르크에서 “하나된 유럽”이라는 주제 아래 피스로드 행사가 
진행되었다. 39°C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였지만 13명의 참가자들이 피스로
드 행사에 동참했다. 룩셈부르크의 피스로드는 자동차로 뜻 깊은 장소를 찾
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출발식은 룩셈부르크 태생의 프랑스 정치가이
자 유럽연합의 창시자중 한사람인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의 생가
에서 이루어 졌으며 로베르쉬망 생가를 출발하여 제2차 당시 독일군과 싸우
다 전사한 미군 5천 5백명이 묻힌 미군 묘지로 이동했다. 이어 유럽연합 회
원국들간의 국경개방조약인 솅겐조약이 체결된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
겐(Schengen)으로 이동하였다. 다음으로는 7세기에 성인 빌리브로르도
(Saint Willibrord)가 세운 에티터나흐 수도원(Abby of Echternach)을 방
문하였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1965년 8월 9일 문총재님이 방문하여 정한 성지를 
찾아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120km에 걸친 룩셈부르크 피스로드 자동차 종
주의 승리를 축하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룩셈부르크
Luxembourg

도시
Location Luxembourg City

일시
Date

2015. 7. 5
July 5, 2015

On July 5, Luxembourg held a Peace Road event under the theme, European 
Unity. Thirteen people took part in the tour though temperatures reached 
39°C. For their Peace Road in Luxembourg they visited a number of mean-
ingful places by car. The launch was held at the birthplace of Robert Schu-
man, an architect of European integration. Schuman (1886–1963) was a 
French politician who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European Union. Another of the meaningful places they visited during 
our Peace Road tour was the American cemetery, where 5,500 soldiers that 
died in World War II are interred, as well as Schengen, a small village in Lux-
embourg, where the Schengen Agreement was signed, which led to the crea-
tion of Europe’s borderless Schengen Area. Near the end, they moved on the 
Abbey of Echternach, founded by Saint Willibrord in the 7th century.

To conclude the 120 km tour and for victory celebration, they visited the 
Holy Ground established in Luxembourg by Reverend Moon on 9 August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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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럽 스코틀랜드 Scotland

7월 5일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총 31명이 모인 가운데 포스만(Firth of 
Forth)다리를 종주하는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스코틀랜드인과 영국인 외에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러시아인들이 함께 했다. 오후에 비 예보가 있어 오전 
10시 반에 퀸즈베리 북쪽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모인 참석자들은 짧게 노래를 부르고 문선명 총재
의 세계고속도로와 배링해협 프로젝트에 관한 말씀을 훈독했다. 이어 준비된 자전거를 타고 15명
의 자전거 종주자가 포스만 다리로 출발하고 16명의 행진단이 퀸즈페리(Queensferry)타운 남쪽
에 위치한 부둣가로 출발하였다.

포스만 다리는 총 2.5km 길이이며 건축된지 125년이 된 다리인데 피스로드 종주가 실시되는 같
은 날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저거는 종주단은 다리 위에 설치된 자
전거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리를 건넜고, 중간 지점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자전거 종주
단은 남쪽 퀸즈페리에서 피스로드 행진단과 합류했다.

퀸즈페리를 대표해서 에든버러의 알래스테어 쉴즈(Alastair Shields) 시의원이 부둣가에서 환영
사를 전했다. 알레스테어 의원은 피스로드 프로젝트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이 프로젝트가 스코틀랜
드를 대표하여 퀸즈페리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강조하였다.

 퀸즈페리에서 48.2km 떨어진 에어드리시에서부터 피스로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
고 온 젊은 참가자 블래드 플리튼(Vlad Pritchin)씨는 오는 도중 중간 지점에서 자전거가 고장나 
자전거를 끌고 달려 피스로드 종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60세의 카메라맨이 종주 내내 촬영을 
담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스코틀랜드 피스로드 일정은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소통을 통한 통일과 신체활동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스코틀랜드
Scotland

도시
Location Edinburgh

일시
Date

2015. 7. 5
July 5, 2015

On Sunday, 5th July the Peace Road event in Scotland took place at the bridges over the Firth of 
Forth near Edinburgh. The 31 participants were mostly Scots or British, but there were also members 
from several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Germany, France, Italy, Austria and Russia. 
The weather forecast was for rain in the afternoon so we brought the event forward to the morn-
ing.  Shortly after 10.30 a.m. we gathered in front of the high school at South Queensferry, sang a few 
songs, read a passage from  Dr. Sun Myung Moon’s peace message in 2005 about the international 
highway and the Bering Strait King Bridge-Tunnel, and prayed.  Meanwhile, the bicycle hire man ar-
rived and fifteen of us received bicycles. We set off on the path to the Forth Road Bridge, led by Oliver 
Lane, organiser of the event, along with the cameraman on a bicycle.  At the same time the walkers, 
sixteen in number, set off down the hill to the South Queensferry quayside. Coincidentally, the Forth 
Rail Bridge, which is 125 years old, received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the very same day as our 
Peace Road event. All the bridges are over 2.5 kilometres (1.5 miles) long. There is a path for cyclists 
across the road bridge.  Half-way across the bridge, the cyclists stopped for a photo-shot, with the 
famous Forth Rail Bridge in the background. We continued to the north end of the road-bridge, and 
came back south again, and bicycled down to the quayside at South Queensferry, where we met the 
walkers.  Queensferry is named after King Malcolm III’s wife, Queen Margaret, who established the 
ferry for pilgrims nearly a thousand years ago. The Edinburgh councillor representing South Queens-
ferry, Cllr Alastair Shields, met us on the quayside, and said a few words of welcome.  He thought the 
Peace Road project was an excellent idea, and that it was especially fortuitous to hold the Scottish 
event at Queensferry. One of our young cyclists, Vlad Pritchin, had come from Airdrie, nearly thirty 
miles away, and the mechanism on his bicycle had broken when he was half-way.  He had to com-
plete his journey, fifteen miles or so, running and pushing his bicycle, and free-wheeling where he 
could. Also, the cameraman was in his sixties and had not ridden a bicycle for twenty-years, yet he 
did a good job following us on his bicycle across the bridge, taking videos. The Peace Road event was 
a joyful occasion, and united us in a good cause – world peace throug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mmunication, and good physical exercise.

lnv~rnes~ .,, 

SCOTLAND 
Abesrdeen 

0 

IJn it.ed 
K·ingdom 

J 
Isle of Man 

( York 
i 0 

.,..,J ~,...... 
Manchester ~ 
,, 0 

h;. ivel poo '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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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럽 스웨덴 Sweden

7월 7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룸(Stockholm)에서 피스로드 행사가 개최되었
다. 오후 4시경에 도심 근방에 위치한 스웨덴의 성지에 모인 20여명의 참가자
들은 피스로드 깃발을 들고 행진을 시작했다. 출발지역은 1970년에 지어져 스
웨덴에서의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했던 곳으로 많은 회원들의 추억이 어린 곳이
다.

도심 북쪽에 위치한 큰 호수공원인 왕립공원으로 이동한 참석자들은 스웨덴
의 유명한 건물들을 지나 한 시간40분간을 행진했다. 스웨덴의 평화센터에 도
착해서 피스로드의 개최를 축하하는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아름다운 날씨로 피스로드 행진을 도와준 하늘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스웨덴 
첫 피스로드 행진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8월 2일 남동부의 웁살라(Uppsala)시
에서 다음 피스로드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스웨덴
Sweden

도시
Location Stockholm

일시
Date

2015. 7. 7
July 7, 2015

On July 7, 4:30 p.m. in Stockholm, Sweden, about 20 members gathered at the Holy Ground, lo-
cated right close to the city center. Our walk took us past our church’s first public witnessing cent-
er, where many lectures and public activities were held in the 1970s. Several members had joined 
through this place, so it had special meaning to many older members even though 2nd-generation 
member didn’t know about it.

The walk with the Peace Road flag continued north into a large park area which is now named the 
Royal National City Park. Located right north of the city is this large lake and park area. We walked 
along the water and passed through several buildings that are significant to Sweden. First we passed 
the museum of one Sweden’s most famous sculptures, Carl Eldh, located on a beautiful hill over-
looking the lake.

Further on, we passed the residence of the Swedish crown princess, Stockholm University and the 
Royal Swedish Academy, which appoints the Nobel Prize winners in Physics and Chemistry.

After an hour and 45 minutes, we arrived at the Swedish provisional Peace Embassy. There, we 
could rest our legs, enjoy fellowship with share and a nice barbecue. These days we have had poor 
weather, but we could feel Heavenly Parent’s grace when the sun lit up during our walk, with so we 
could enjoy the beautiful scenery.

Sweden is also planning a second Peace Road event in Uppsala, on Augu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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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유럽 알바니아 코소보 Albania and Kosovo

알바니아와 코소보에서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지역 피스로드 홍보활동
을 마치고 10일부터 11일까지 이웃 나라인 코소보 공화국의 수도 프리슈
티나(Prishtina)에서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Tirana)까지 13명의 종
주단이 총250km를 종주하는 피스로드 여정을 진행하였다. 두나라를 통
틀어 500만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살고 있으며 두나라 관계는 남한과 북한
의 사이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길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종주단
이 종주하기에 적합했다.

피스로드 행사는 프리슈티나의 광장에서 슈펜드 아메티(shpend ah-
meti)시장과 알바니아의 코소바 대사인 캐멀 민거지 (Qemal Minxho-
zi)대사가 축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흰 풍
선을 날리며 평화를 기원했다. 20여명의 종주단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코소바 수도 밖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7명의 종주단들이 프레즈렌(Priz-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알바니아, 코소보
Albania and Kosovo

일시
Date

2015. 7. 8-11
July 8-11, 2015

Albania began the Peace Road with local activities on July 8 and 9 and continued with 13 cyclists 
covering 250 km from Pristina, Kosovao, to Tirana, Albania, on July 10-11.

In both Albania and Kosovo, there are about 5 million Albanians living. It is a very similar situa-
tion to that between the two Koreas. Also this itinerary is basically good for our amateur bikers—
being mainly on the highway.

It started with a ceremony in Prishtina’s main square, with city mayor, Shpend Ahmeti and Alba-
nian ambassador to Kosova, Mr. Qemal Minxhozi giving congratulatory speeches. There was also 
a ceremonial release of doves and finally a release of white balloons.

Almost 20 bikers were escorted by police out of the Kosova’s capital. After that, a team of 7 bik-
ers continued on the highway to Prizren. On the first day, July 10, they traveled from Prishtina to 
Prizren, about 90 km, departing at noon in Prishtina and arriving at 6:00 in the evening in Prizren. 
It was a real challenge. As it was the first time for each of the cyclists to go such a long distance 
and considering the high summer temperatures, it became very tough. However, the team was 
very united and determined to go until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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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시까지 이어서 달렸다.  종주단은 오전 10시에 프리슈티나를 출발하
여 90km를 달려 오후 6시에 프레즈렌시에 도착하였다.  자전거 종주가 처
음인 참가자들에게는 더운 여름에 긴거리를 달리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
다. 그러나 종주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되
어 종주에 성공했다.

 두 번째 날에는 프레즈렌에서 국경까지 20km의 종주를 이어갔다. 알바
니아와 코소보의 평화대사들이 기념식을 위해 종주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종주단은 모린(Morinë)에서 90분정도 머무르며 평화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이후 알바니아의 국경인 쿠커스(Kukes)에 도착한 종주단은 여기서
부터 차를 타고 잠깐 이동한 후 다시 자전거 종주를 이어갔다. 알바니아 칼
리메시 (Kalimash Tunnel)터널을 지난 후 러션(Rreshen)까지 60km, 그
리고 다음 목적지인 밀럿(milot)까지 40km를 더 달린후 오후 9시30이 되
서야 최종 도착지인 티라나의 테레사 수녀광장에 도착하였다.

종주단은 모두 지쳤지만 승리했다는 기쁨에 행복해 하였다.

 전체 피스로드 종주를 마친 후 7월 17일에 알바니아 코소보의 피스로드 
폐회식이 티라나(Tirana)에서 치러졌다. 오전 7시에 70대의 자전거로 주
요도로를 달리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폐회식장인 테레사 수녀광장까지 
1.5km를 이동하였다. 폐회식은 1시간 반 정도 기념 공연이 이어졌고 한국
에서 참석한 박노희 회장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출발식에도 참
석하였던 시자이 로카지(Shezai Rokaj) 교수는 종주단과 청중들에게 피스
로드가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잭트임을 강조
하였다.

프레즈렌에서 티라나까지 250km의 자전거 종주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13명의 종주자들에게 완료 인증서를 수료하며 폐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이번 피스로드 행사는 알바니아와 코소바에서 평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실
시한 첫 기회이며 참석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The next morning, the team started for the border, about 20 km from Prizren. There, a small 
group of ambassadors for peace from Albania and Kosovo were waiting for a symbolic ceremony. In 
about 90 minutes, Peace Road bikers were at Morinë checkpoint, where they took a break and had 
friendly talks and took pictures with Kosova and Kukës peace ambassadors.

They reached Kukes, the nearest border city on Albanian side an hour later. There they got into 
cars because the terrain was too uphill, the heat was unbearable and they had to save some energy 
for later.

After Kalimash Tunnel, they jumped on their bikes to continue to Rreshen about 60 km from the 
end of the tunnel. They rode 40 km more to Milot and finally arrived at Tirana and reached Mother 
Theresa Square at 9:30. Everyone was exhausted but uplifted as enjoying the taste of victory.

After all of the Peace Road tour was over, Albanians concluded with a public event at one of the 
main squares in Tirana, Albania, on July 17, with program starting at 7 PM. It began with a parade 
of about 70 bikers down the main Boulevard, about 1.5 km.

They arrived at Mother Theresa Square, where the main program featuring guest speakers and 
music from an international choir and two songs from maestro K. Tusha, a famous Albanian tenor.

The entire program lasted about an hour beginning with familiar Albanian and international songs 
by some Japanese women dressed in traditional kimono and a choir made of twenty young mem-
bers of CARP Albania.

Supporting messages were delivered by Mr. No Hi Pak, who visited Albania with Dr. Moon. They 
were very enthusiastic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such an historical and global event.

Professor Shezai Rokaj, the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Peace Council, who participated also in 
the opening event in Prishtina on July 10, gave very positive remarks. He reminded the audience 
that this project was initiated by Rev. Moon, with the purpose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lbania becomes part of an international project by participating in Peace Road 2015.

Finally, the 13 members of the team that rode 250 km from Prishtina to Tirana were awarded with 
certificates for successfully completing Peace Road 2015. Mr. Sokol Rexhepi, bike team coordinator, 
said “We are all proud of you,” considering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for all team members to go 
such a long distance on bikes with no professional guidance or experience.

This event was a very powerful conclusion of Peace Road in Albania and made everyone proud 
of our movement and what we can do, because this was the first public and open (on the square) 
program of our movement in Albania and in Kosovo.

7.8-11  유럽 알바니아 코소보 Albania and Kos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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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유럽 알바니아 코소보 Albania and Kosovo

Before start -at the Zahir Pajazit1 squara 1n Prist1na -10 July 2015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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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유럽 알바니아 코소보 Albania and Kosovo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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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res Community Leader, Arjan Haziraj explaining about Peace Road to members before departure, unity Leader, Arjan Haziraj explaining about Peace Road to members before departure, 

Durres Peace Road,, 

ELBASAN Peace Road 

FIER Peace Road. Peace Council Chair interviewed by loca l media 

Group Picture of Durres members before starting Peace Road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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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  유럽 알바니아 코소보 Albania and Kosovo

11 July-towards the border 11 July-at Kosova-Albania Border group picture with the police escort • 

11 July-After crossing the border with Ambassadors for Peace ~, 11 July-towards Ku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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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럽 핀란드 Finland

7월 9일 오전 10시에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투르쿠
(Turku)의 시장광장에서 핀란드 피스로드 출발식이 열렸다. 피스로
드 차량 두 대가 투르쿠에서 수도인 헬싱키(Helsinki)로 출발했다. 
헬싱키로 가는 도중에 살로(Salo)와 로흐야(Lohja)시에 있는 시장 광
장에 잠시 들러 현지사람들에게 피스로드의 취지를 알렸다.

헬싱키에 있는 문화센터인 핀란드홀(Finlandia hall)에 도착한 후 
본격적으로 툴란라(Töölönlahti)해안까지의 피스로드 행진을 시작했
다. 피스로드 행진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개최한 핀란드 홀에서는 같
은날 유럽안보협력위원회(CSCE) 40주년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
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에게 피스로드 리플렛을 나눠주며 피스로드
에 대해 알렸고 참석자들의 건배로 피스로드 행사를 마쳤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핀란드
Finland

도시
Location Turku

일시
Date

2015. 7. 9
July 9, 2015

On July 9, in the market square of Turku, the oldest town in the nation, 
Finland held a small kick-off ceremony for Peace Road beginning at 10 am.
Two cars then set off towards the capital city of Helsinki.
On their way, they stopped in the market squares of Salo and Lohja for 

a short greeting to the local people. In Helsinki, for the main event, the 
Peace Road march went around Töölönlahti Bay. The march began and 
ended at the Finlandia Hall, where at the same time the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was convening a conference 
celebrating its fortieth anniversary.
To the people passing by and asking about Peace Road we gave a small 

leaflet with more information about our event.
To conclude the day, we had a toast for peace followed by refre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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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럽 핀란드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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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유럽 웨일즈 Wales

7월 11일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Cardiff)에서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이날 총 16명이 참석자가 카디프의 헨드레 호수공원(Hendre Lake Park)과 가까운 장
미 공원을 종주하는 것으로 피스로드를 계획하였다. 나이가 적지 않은 참석자들이지만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스로드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호수공원과 장미공원을 포함한 총 8Km(5mile)의 거리를 사고 없이 무사히 종주하였
다. 공원에 있는 관광객들과 호수에 나온 사람들에게 피스로드에 대한 문선명 총재의 메
시지가 담긴 리플릿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호수에는 스콧선장(Captain Scott)이 카디프에서 남극까지 항해한 배 테라노바(Terra 
Nova)의 모형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스콧 선장의 항해는 힘든 운명이었지만, 우리의 피
스로드 2015는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진은 상징적이기는 했지만 피스로드 운동
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운동을 다짐하고 참석자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웨일즈
Wales

도시
Location Cardiff

일시
Date

2015. 7. 11
July 11, 2015

On July 11 in Cardiff, Wales held the Peace Road event.

Sixteen participants joined the walk. Most of them were in thier 70s or very close to 70.

For the Peace Road section, we planned to walk the entire circuit of Hendre Lake Park in 
Cardiff, plus some additional distance for those who could manage it around the park’s 
rose gardens.

Most of the people were elderly members, but to participate in the Peace Road rally, 
going on all over the world, they prepared to take part in this event. It covered 8 km (5 
miles). Most of us did walk the whole perimeter of the park, which included the lake and 
the rose gardens.

The park is a busy place for visitors so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be seen by many 
people – walkers, joggers and those driving past – and as we gave out leaflets along the 
way,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pread the message about Rev.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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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유럽 벨라루스 Belarus

7월 18일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Minsk)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이번 피스로드 행사
는 천주평화연합과 벨라루스 한인 협회, 국제NGO단체’문화교류’팀과 함께 준비하였다. 행사
의 목적은 벨라루스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드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원하고 하나
님 아래 인류한가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문선명 총재의 업적과 그의 평화이념을 대중에게 알
리는 것이었다.

피스로드 출발을 위해 자전거 종주자들은 민스크 한국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캄사모스카제
(Kamsamoĺskaje)호수에 모였다.

벨라루스 천주평화연합을 대표해서 비탈리 맥시모브(Vitaly Maksimov)가 참석자들을 환영하
며 문선명 총재가 1981년에 처음 언급한 피스로드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벨라루스 한인 협회 회장 리킴미(Ri Kimmi)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심으로 
피스로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수막에 사인을 하고 한국전통 북춤과 벨로루스
인들의 노래 공연을 펼졌다. 공연 막바지에는 인류한가족 이상을 기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통
일의 노래를 불렀다.

본격적인 자전거 종주는 민스크의 한국대사관에서부터 교외 코롤로보(Korolevo)에 위치한 가
정연합 교육센터까지 53km의 거리를 달렸다. 종주단이 코롤로보 교육센터에  도착한 후 피스
로드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는 천주평화연합의 활동보고가 있었고, 평화고속도로 프
로젝트와 함께 한국과 벨라루스의 춤과 노래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기념 케익커팅을 한 후 
한국-벨라루스 요리법으로 바비큐 파티가 이어졌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벨라루스
Belarus

도시
Location Minsk

일시
Date

2015. 7. 18
July 18, 2015

On July 18 in Minsk, capital city of Belarus held the Peace Road. Universal Peace 
Federation in Belarus in partnership with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Bela-
rus and International NGO ‘Cultural Exchange’ organized the event. The purpose 
of the event was to make a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Belarus, to sup-
port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let the public know 
of the peace ideology and achievements of founders of the Unification Movement 
Dr. and Mrs. Moon, who has worked to realize the ideal of one human family un-
der God.In the morning cyclists and supporters gathered at the stunning site near 
Kamsamo–skaje lake close to Korean Embassy to start the Peace Road event. 
Representative of Universal Peace Federation in Belarus Mr. Vitaly Maksimov wel-
comed the participants and shared about vision of Dr. Moon that first proposed 
the Peace Road at 1981 and spoke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as a 
substantiation of one unified world. Ri Kimmi ,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Belarus announced the importance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holeheartedly supported Peace Road ideas. Then 
participants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For the launching event, there was a 
performance with Korean traditional drams and Belorussian songs were conduct-
ed. At the end to show the commitment to the concept of one world family every-
body sang the unification song ‘Uriui Sowon’ in unison. Riders set off to Korol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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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럽 터키 Turkey

7월 19일 터키는 앙카라(Ankara)에 위치한 아브디 공원(at Abdi Ipekci Park)에서 피스로드 
출발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스탄불(Istanbul)에서 앙카라(Ankara)까지 6시간에 걸쳐 차
량으로 이동하여 피스로드 행사를 준비했다.

아브디 공원 중앙에는 유명한 기도하는 손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이날은 이슬람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고 개최되는 이드(Eid)축제 의 셋째 날이어서 주요 인사들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도전하였고 성공리에 피스로드 종주를 진행할 수 있었다.

“터키, 동양과 서양을 비추자” 라는 주제아래 평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묵도와 국가 
제창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공원에는 이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피스로드 행사에 관심을 갖고 피스로드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전
체 8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터키어로 번역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에 대한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 하기도 하였다.

사회자 한단(Handan Uncu)의 진행으로 움베루토(Umberto Angelucci) UPF 중동 대륙회
장이 세계 평화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후 현지 NGO책임자인 카디야(Khadija Hatice 
Kunt)는 피스로드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피스로드 
현수막 사인식을 진행하였다. 사인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격적으로 아브디 공원을 7바퀴 돌며 총 
3km 거리를 행진하였다.

앙카라의 터키 전쟁 참전용사 협회 본부에서 나온 한 참전용사는 이번 피스로드를 통해 한국과 
세계의 평화 운동을 지지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터키에서의 집회는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 보안 기관에서 파견된 15명의 보안 요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터키
Turkey

도시
Location Ankara

일시
Date

2015. 7. 19
July 19, 2015

On July 19 in Turkey, we all traveled to Ankara from Istanbul, a six hour journey, to hold the Peace Road 
Rally at Abdi Ipekci Park on a sunny Sunday morning. This park was chosen because of the statue of the 
Praying Hands at the center of the park. This was the third day of Eid, the celebration at the end of Rama-
dan, and a major holiday for all Muslim countries. Considering that Turkey is 99% Muslim, because of the 
major holiday, it was difficult to have the participation of our ambassadors for peace and other high of-
ficials. Although this was a challenge we could still hold a successful event.

Centered on the theme, “Turkey, bridging the East and West,” we began with a moment of silence for all 
those that died for peace, after which we sang the Turkish National Anthem. The park was full of families 
celebrating the holiday and many stopped to join us and listen to the speeches. Over 80 people partici-
pated and we were able to distribute over 60 copies of “A Peace Loving Global Citizen” translated into the 
Turkish language.

Mrs. Handan Uncu Ito was the Master of Ceremonies. Mrs. Khadija Hatice Kunt, director of an active 
local NGO, Kuntlar, was the one to read the press release and explain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the Peace Road Rally. After that, Mr. Umberto Angelucci, Regional President – UPF, gave some inspiring 
words about the vision of peace beginning in the individual and spreading to the family and eventually to 
a world of peace.

After the speeches we had a group photo and we signed the Peace Road Map. As we finished this part of 
the program all participants joined us in a 3 km walk that circumnavigated the park seven times.

We were happy to receive the Chief of Foreign Relations and Protocol from the Turkish War Veterans 
Association HQ in Ankara. He was happy to be with us in this project to support peace in Korea and the 
world.

There were Ankara Security Intelligence sent by the government to investigate and monitor our event. 
This is the usual custom for all demonstrations and rallies; the government wants to monitor all public 
activities because of the tension in the area. There were about 15 men who stayed for our progr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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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럽 터키 Turkey
원들도 피스로드 행사를 지켜보았는데 피스로드의 취지와 비전등에 큰 감명을 받았다.

앙카라 보안요원 중 한명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찾고 조사하고 관찰합니다. 문총재의 
평화운동에 관해서도 1972년에 터키에서 활동한 바가 있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가 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 그는 “
제 부하 4명이 문선명 총재의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자선전을 100페이지 가량 읽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그의 잠재력을 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라고 덧붙었다.

또한 이번 피스로드 행사를 통해 터키의 식구들이 큰 영감을 받았다. 특히 그동안 활동에 참여
하지 못했던 식구들의 마음이 움직여 피스로드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터키의 평화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participated attentively. They were very moved from our words and deeds and said they felt like real 
family at the end of the program.

One of the Security, Intelligence Ankarae said, “Normally we take information and research the or-
ganization we are watching. We also researched Sun Myung Moon and we have information from 1972 
about your activities in Turkey. Now I can say that from my heart I believe in what you are doing and I 
want you to know that from now on you have our full support and help in whatever way you need.

Four of my men are reading the Autobiography of Sun Myung Moon, as part of our investigation, that 
you gave us. They are highlighting the main points and in one day have reached the 100th page. They 
have found that Dr. Moon is so extreme and unbelievable. It is so unbelievable that one man could do 
so much and that the potential he has we can see that he is using for the highest goodness.”

Because of this Peace Road World Rally inspired by Hak Ja Han Moon we experienced a sense of re-
birth for all the Turkish members, especially those that had been more inactive recently received new 
life elements. From the heart of the resurrected members, they suggested to pray and make a new deter-
mination as a Turkis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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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럽 벨기에 Belgium

7월 19일 벨기에에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남북통일에 대한 소망과 지속적인 
노력에 연대하는 세계적인 피스로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에 이번 피스로드 행사는 그 의의가 
깊다.

브뤼셀(Brussels)에 있는 그랑 플라스광장(Grand Place square)에서 가정연합 
회원들과 서포터들이 모여 본 행사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그랑 플라스 광장에서 
시작하여 브뤼쉘의 주요 다섯개 랜드마크를 방문하면서 5km를 행진하였다. 행진 
일정에 포함된 주요 랜드마크는; 왕궁, 벨기에 국회, 유럽 국회, 생캉트네르(cin-
quantenaire) 공원, 그리고 벨기에 개선문이다.

행진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함께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참석자까지 모두 피스
로드 배너에 사인을 했다. 피스로드 행사를 마친 후에야 비가 내렸다. 참석자들은 
피스로드 행진을 하면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문선명 총재의 비전을 더욱 가깝게 
접했고 전 지구적 차원의 평화운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벨기에
Belgium

도시
Location Brussels

일시
Date

2015. 7. 19
July 19, 2015

Today, on this Sunday July 19th, we took our turn here in Belgium to join the worldwide Peace 
Road events in solidarity with our True Parents’ wish and constant efforts to eliminate the shame-
ful 38th parallel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a catalyst to ushering in lasting 
worldwide peace and unity.

 Under grey skies, our event began at ten o’clock in the beautiful Grand Place square of Brussels 
with a gathering of blessed families and other supporters. From the starting point our five kilo-
metre march led us on to a selection of some of the most important landmarks in Brussels such as 
the Royal Palace, the Belgian Parliament,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ventually the Cinquante-
naire Park, a majestic site featuring a triumphal arch built to mark the first fifty years of Belgian 
independence. We were indeed lucky that the rain held off until the final moment when we had 
just completed our songs and last banner signings, which included some goodwilled members of 
the public, before dashing for shelter.

 All of us participating, first and second generation, will undoubtedly agree that this Peace Road 
march helped us to reflect about and feel closer to True Parents’ longing heart for division in our 
fatherland, and in the world in general, to be overcome once and for all. Without any  doubt, this 
event sparked a beautiful moment of unity for our small Family Federation community here in 
Belgium and a sense of connection to something much larger on a global level.

=CAD aQ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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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럽 벨기에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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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럽 프랑스 France

7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시작점이자 중앙 집권의 상징이기도 한 제로 포인트(Zero Point)에서 피스로
드 출발식을 가졌다. 출발식에서 프랑스 가정연합 회장인 장프랑수아(Jean-François Moulinet)
회장이 참석자 모두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개인과 가족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역사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
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피스로드 행진에서 퐁뇌프(Pont-Neuf)다리를 건널 때 프랑스의 대조적인 역사
의 두 장면을 마주할 수 있었다. : 하나는 1914년 3월 십자군 기사단의 마지막 기사 단장이었
던 자크 드 몰리(Jacques de Molay)가 화형된 곳과 또 하나는 1598년 낭트칙령을 발하여 20
년간의 종교내란을 끝낸 앙리 4세(Henri IV)의 동상이 있는 곳을 지났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의 휴식을 가지면서 심정을 공유할 시간을 가졌다. 세느강(Seine)
유역에서 프랑스 여성연합 회장인 브리짓와다(Brigitte Wada)회장은 “진정한 평화의 설립에 
여성과 가족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에 기여할 목표를 가지고 2001년에 한국의 
여성연합에서 시작된 ‘1% 사랑나눔’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또 그녀는 여성연합의 창시자인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프랑스
France

도시
Location Paris

일시
Date

2015. 7. 19
July 19, 2015

On July 19 in Paris, France held the Peace Road.

The Launching was at Zero Point,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Paris and is also a symbol of the centralization of 
France centred upon its capital. Mr. Jean-François Moulinet, president of the Unification Movement in France, 
invited everyone to meditate on the best way to contribute to peace, on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s and on 
to higher levels. He asked us all to think about our nation’s past, its history, and the present and the future.

During our march, as we crossed the Pont-Neuf, we encountered two of the contrasting aspects of the history 
of our nation: It is the place where Jacques de Molay, the last grand master of the Knights Templar, was ex-
ecuted, burnt at the stake, in March of 1314. We also saw a statue in honour of Henri IV, who signed the Edict of 
Nantes (1598) ending 20 years of religious war in France.

During the march, several stops allowed moments of sharing and reflection:

On the banks of the Seine, Mrs. Brigitte Wada, president of the Women’s Federation for  World Peace, men-
tioned the important role of women and families in the establishment of  true peace, and the “1% Love Sharing” 
project initiated by the Women’s Federation of Korea  in 2001 which has the goal of contributing to the reunifi-
cation of the two Koreas. To conclude, she quoted Mrs. Hak Ja Han Moon, the founder of the WFWP, “Histor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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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유럽 프랑스 France

한학자 총재의 글을 인용하여 “역사는 화해, 연민, 사랑, 서비스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힘의 논리에 의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점은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다음 장소로 행진을 이어갔다. 자크메리언 (Jacques Marion) 유럽 UPF 사무총장이 세
계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배링해협 프로젝트, 남북한의 통일과 38
선의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레(Alexandre Huard) 청년회장은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점을 이야기 
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의 마무리는 50년전 1965년, 문선명 총재의 첫 월드 투어에서 성지로 세운 에
펠탑(Eiffel Tower) 근처의 마르스 광장(Champ de Mars)에서 이루어 졌다.  폐회식에서 축
도에 이어 모두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피스로드 배너 사인식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자크
메리언 사무총장의 선창으로 억만세 삼창과 에팔탑을 배경으로 한 기념 촬영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calling for reconciliation, compassion, love, service and sacrifice. Today’s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the logic 
of power…. Our present problems can only be solved by the logic of love.”

Then, after continuing our march a certain distance, Mr. Jacques Marion, secretary-general of UPF-Europe, 
brought up several important international projects: The International Highway Project, The project of a bridge 
or tunnel at the Bering Strait to connect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creation of a Peace Park at the 38th parallel.

Finally, Mr. Alexandre Huard, director of UPF-Youth in France, shared the point of view of the youth on the 
subject of peace.

The march finished on the Champ de Mars, near the Eiffel Tower, at site where the  Reverend Moon estab-
lished a Holy Ground and prayed on August 10, 1965, 50 years ago,  during his first world tour.

Jean-François Moulinet offered a closing prayer with his wife and after the prayer all the participants joined 
together to sing ‘Uriui Sowon’ (the song of unity) and signed the banner.  Mr. Jacques Marion then guided eve-
ryone in four cheer of “Og Mansei” and a final picture was taken on the Champ-de-Mars with the Eiffel Tower in 
th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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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유럽 러시아 - 사할린 Sakhalin, Russia

대륙
Region

유럽
Europe

지역
Location

러시아 사할린
Sakhalin, Russia

일시
Date

2015. 7. 21
July 21, 2015

7월 21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1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러시아 사할린 
피스로드 출발식이 개최되었다. 사할린에는 3만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출발식에는 강인복 UCF대학 총장, 정순덕 부총장, 오진화 사할린주의원, 최정순 
한인여성회 전 회장, 이영대 한인회 운영위원, 임용군 사할린주 동포회장, 김훈경 
예술단장 등 재러 동포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피스로드 조직위원회
의 송광석 사무총장이 한국에서부터 방문 참석하였다.

출발식은 동포 후손들로 구성된 장구 공연팀의 공연과 한인 여성회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사할린주 임용군 회장과 오진화 사할린 주의원이 축사를 전했
다. 임용군 회장은 “사할린동포들도 분단으로 인해 받는 아픔이 크다. 남북통일 문
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이산가족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출발식을 마치고 사할린 피스로드 팀은 사할린 해방을 위해 싸우다 희생한 병사
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헌화와 추모식을 갖고 다함께 통일
의 노래를 부르며 피스로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사할린에 이어진 피스로드 종주 깃발은 송광석 사무총장이 다음날인 7월 22일 일
본 북해도 와카나이 세계평화공원으로 이동하여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On July 21, in Sakhalin, Russia held the Peace Road launching with about 100 Koreans that 
live on Sakhalin Island. Thirty thousand Koreans live on the island. 

For the launching, Inbok Kang, president of UCP University, Sundeok Jung, vice president 
of UCP university, Jinhwa Oh, the  Congresswoman representing Sakhalin, Jeongsun choi, 
former president of a Korean women’s  organization, Yeongdae Lee, a member of Korean 
Association, Yonggun Lim, president of Sakhalin Korean compatriots, Hungyeong Kim, 
Director-General for art and many other Koreans participates. Guang Suk Song, the UPF 
secretary general came for the event all the way from Korea.

The event started with a janggu (a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a double-headed drum 
with a narrow waist in the middle) performance from descendants of Koreans in Russia, and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 chorus.

The event continued with a congratulatory message from Mrs. Jinhwa Oh, and from Mr. 
Yonggun Lim. He said “Sakhalin Koreans also receive pain because of the division of Korea. 
Korean unification issues must be resolved and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launching, they moved on to a monument of soldiers who fought and sacrificed 
for the liberation of Sakhalin. They concluded by offering flowers and singing the unification 
song together. 

The Peace Road flag from Sakhalin will be passed by Mr. Guang Suk Song on July, 22 to 
World Peace Park in Wakkanai, Hokka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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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유럽 러시아 - 사할린 Sakhali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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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유럽 러시아 출발식 - 상트 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Russia

7월 23일 러시아의 제2수도 상트 페테르부르그(St. Petersburg)에서의 21간의 피스로
드 출발식이 개최되었다. 러시아의 피스로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블라디보스
토크(Vladivostok)까지 전 러시아 지역을 횡단할 예정이며, 각 도시마다 일정한 구간에 
따라 참석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러시아내 민족들간에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고 서로간
의 갈등을 풀어 평화로운 러시아를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피스로드 기
간중에 ‘모두들에게 친화적인 러시아’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필름도 함께 제작될 예정
이다. 

이날 출발식에는 평화대사이자 러시아 정부와 스포츠 단체에서 활동했던 페트르 카잔스
키(Petr Kazansky)이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운전수를 격려하고 협력할 것을 밝혔다.

 다음날 24일, 피스로드팀은 7대의 차로 오전 5시에 모스코바(Moscow)에 도착하여 모
스코바 중심지인 크램린 대성당(Kremlin Cathedral)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오전 8
시에는 팀워크를 위해 “Play Football Make Peace”주제로 러시아 평화센터 근처에서 
축구경기가 진행되었다. 4팀 가운데 피스로드 운전수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 4시30분에 평화센터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 종주와 6시 30분에 피스로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으로 전체 출발식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지역
Location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Russia

일시
Date

2015. 7. 23
July 23, 2015

On July 23, in St. Petersburg, the second largest city in Russia held their 21-day Peace 
Road launching. Russia participants will cross the country from St. Petersburg to Vladi-
vostok for 21 days and at each city, they will have participants joining for a short part 
of Peace Road. The purpose of Peace Road in Russia is to transcend race and religion 
among the people in Russia and to solve conflict between each other and make a peace-
ful Russia. Also during the Peace Road tour, they will film a documentary called “Hospita-
ble Russia.” The road leading to Peace”

For this launching, Hon Petr Kazansky, an Ambassador for Peace, active in sports organ-
izations with the Russian government, came and wished good luck to the participants and 
the drivers. He also made a proposal for cooperation.

The next day, July 24, the Peace Road team arrived in the Kremlin and Christ the Sav-
iour Cathedral, Moscow, at 5:00 a.m. with seven cars and took a group photograph in 
front of the cathedral. Afterword, at 8 a.m., they played a soccer game near the Peace 
Embassy, under the theme “Play Football Make Peace” for teamwork and friendship. The 
Peace Road drivers’ team took first place out of 4 teams. At 4:30 pm a bicycle tour took 
place in a beautiful park near Moscow Peace Embassy.

The closer, which started at 6:30 p.m., included a press conference explaining the 
meaning of Peac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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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유럽 러시아 출발식 - 상트 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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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유럽 러시아 라쟌 Ryazan, Russia

7월 25일 러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랴잔(Ryazan)시에 도착한 피스로드팀을 랴잔 시민
들이 러시아 민속옷을 입고 전통에 맞추어 크바스(러시아 민속 보리음료)와 빵과 소금을 준비
하여 환영해 주었다. 피스로드 러시아 횡단 종주는 모스크바를 거쳐 랴잔시까지 6대의 자동차
로 진행되었다. 랴잔시에 도착해서, 8대의 자동차와 참가자들이 추가되어 총 14대의 차량과 
30여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랴잔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피스로드 팀은 랴잔시의 중심인 크레믈린(Kremlin)
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평화 콘서트에 참석했다. 피스로드 팀과 시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평화를 위한 피스로드 행사에 열성적으로 호응하였다.

인형제작 예술가인 이리나 메드베데바(Irina Medvedeva)는 랴잔시를 상징하는 인형과, 블
라디보스토크까지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라는 의미의 각 방문도시를 상징하는 인형과 가족
을 의미하는 인형을 피스로드 팀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피스로드 팀원 드미트리 오피째로프(Dmitry Oficherov)는 “이번 일정은 장장 1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랴잔시를 도착함으로써 전체 일정의 12분의 1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곳곳마다 러시아인들이 진정 평
화를 사랑함을 몸소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는 짧은 소감을 전하며 이날의 피스로드 행사가 마
무리 되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지역
Location

러시아 라쟌
Ryazan, Russia

일시
Date

2015. 7. 25
July 25, 2015

On July 25, the Peace Road team arrived in one of Russia’s important cities, 
Ryazan. The citizens in Ryazan wore Russian’s traditional clothing and as is their 
custom, they welcomed the Peace Road team with kvas (a Slavic fermented bever-
age commonly made from black or regular rye bread), bread and salt. The Peace 
Road journey, in six cars, went through Moscow to Ryazan. After they arrived in 
Ryazan, eight more cars and several more participants joined them, the total be-
came 14 cars and about 30 people.

With the fervent support of the citizens, the Peace Road team moved their way 
to the Kremlin, the city center for a peace concert. Everyone enthusiastically re-
sponded to the concert.

Irina Medvedeva, a doll artisan, made dolls and gave them to the peace road 
team as presents. One symbolized Ryazan city and another one was for a safe trip 
to Vladivostok. She made a symbolic doll for each city and family.

Dmitry Oficherov, one of the members of the peace team gave a short comment: 
This journey is a long trip, which took ten thousand km. As we arrived here in 
Ryazan, that means we have completed 1/12 of our entire itinerary. I could feel 
peace on the way here; I could also feel true love of peace from each Russian I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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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유럽 러시아 라쟌 Ryaza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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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유럽 러시아 라쟌 Ryaza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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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유럽 라트비아 Latvia

7월 25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에는 라트
비아인 외에도 라트비아에 거주하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한국, 일본, 러시아, 폴란드, 몽
골을 대표한 25명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출발식에서 라트비아 UPF의 마코토 안도(Makoto Ando)회장이 세계적인 피스로드 프로젝
트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의 축사를 전했다.

출발식 행사이후 참가자들 모두가 현수막에 사인하며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스로드 행진은 라트비아 가정연합 본부에서 리가 시내 중심지를 행진하면서 자유 기념비와 
시의회를 지나 국립공원까지 총 5km 의 거리를 행진하였다. 몇몇 시민들이 행진에 동참하기
도 했다.

행진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피스로드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공유하였다. 참석자들은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피스바이크 운동이 올해 전 세계 120개국이 동참하는 글로벌 프로젝
트로 발전한 것에 놀랐고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도회장이 축도와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만세와 함께 기념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라트비아
Latvia

도시
Location Dnipropetrovsk

일시
Date

2015. 7. 25-29
July 25-29, 2015

The Peace Road 2015 event was held on July 25 in Riga, Latvia. Twenty-five people participated 
in the march, from the following countries: Latvia, Lithuania, Estonia, Korea, Japan, Russia, Po-
land, and Mongolia.

At the launching ceremony UPF-Latvia President Dr. Makoto Ando made some welcoming re-
marks and expressed the main concerns of the project, for instance, about Korea being the last 
divided nation in the world. After the ceremony, everyone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A 5 kilometer march took place on the main street through the very center of Riga, from the 
FFWPU Latvia headquarters to the National Park, where our Holy Ground is. During the march 
they passed government buildings, the Monument of Freedom and the City Council building.

Some people joined us on the way with joy.

Having approached the final point, participants were given a chance to share and reflect. They 
were surprised that the project, started as a small group in Japan and Korea, became a global pro-
ject with 120 nations participating. They were happy to join this global project this year.

Dr. Ando offered a closing prayer and after the prayer all the participants joined in singing ‘Urie 
Sowon’ (Song of Unity) and shouted four cheers of “Og Mansei.” The final picture was taken with 
the Holy Ground in the background. Peace Road gave us great hope and helped us feel the love of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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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피스로드2015, 유럽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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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9  유럽 우크라이나 Ukraine

7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피스로드 행렬에 참여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5일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Dnipropetrovsk)
를 시작으로 키예프(Kyiv)를 지나 지토미르(Zhytomyr), 리우네(Rivno), 더브노(Dubno), 리비우(Lviv), 크레코베츠
(Krakovets)를 통과하여 마지막으로 키예프(Kyiv)까지 총 1800km의 여정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피스로드를 통해 인종 부조화, 종교, 국제간의 충돌 없이 자유와 조화, 협력하며 번영할 수 있게 우크라이
나에 평화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피스로드 팀은 우크라이나 동쪽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전체 경로를 도보(행진)와 자동차로 5일동안 진행하였다. 드니
프로페트로우시크를 시작으로 키예프, 지토미르에 도착하니 르보(Lubov Tsimbalyuk)시장이 피스로드 팀을 환영해 주
었다.

아들과 함께 피스로드 행렬에 참여한 오모리 노부코(Omori Nobuko)는 지토미르 시민들에게 평화를 위한 염원을 전
했다. “저는 8년전 지토미르에 처음 오게 되어, 주로 체르노빌(Chernobyl: 1986년 우크라이나 핵발전 사고가 일어난 
도시)참사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특히 우크라이나의 동쪽지방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
해 일본에서 “천마리의 학” 이라는 자선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세계평화와 조화, 통일된 우크라
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동쪽에서 서쪽 경계선까지의 1000 km이상이 되는 피스로드 여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서예가(캘리그래피)로서  “밝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의미로 캐릭터를 그려 지토미르 시장에게 선물하면서 
지토미르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해주기를 권고하였다. 피스로드 여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피스로드 2015의 
취지를 지지해주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우크라이나
Ukraine

도시
Location Dnipropetrovsk

일시
Date

2015. 7. 25-29
July 25-29, 2015

On July 25, in Ukrainian participante for the “Peace  Road 2015″
The rally passed the 1800 km route from Dnipropetrovsk – Kyiv – Zhytomyr – Rivno – Dubno – Lviv – Krakovets 

–  Kyiv.
Due to the rally “Peace Road” participant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friendship in the 

Ukraine, where everyone can live in freedom, harmony, cooperation and prosperity without racial disharmony, 
interreligious and international conflicts.

Ukrainian participants overcome the entire route in 5 days on foot, by car and ran from the eastern to the 
western border of the country. Starting with Dnipropetrovsk participants got to Kyiv and then went to Zhytomyr.

Mrs. Lubov Tsimbalyuk, the mayor of Zhytomyr warmly welcomed the participants.
Omori Nobuko, who joined with her son in this Peace Road tour, addressed the Zhytomir citizens the wishes of 

peace and harmony, “8 years ago I first visited the Zhytomyr and mainly engaged in volunteer activities, support-
ing people affected by the Chernobyl disaster. I really like the Ukraine. I feel that your country is a difficult situa-
tion. I want to support Ukraine, especially Eastern part. In Japan, I founded a charity fund “Thousand Cranes” in 
order to support of Ukraine. We will overcome more than 1000 km from the eastern to the western border of 
Ukraine in support of peace, harmony and unity in Ukraine and around the world. ”

Also Omori Nobuko as a specialist in Japanese calligraphy drew the character (means “bright future and a 
hope”), which was presented to Zhytomir City Major Mrs. Lubov Tsimbalyuk and urged all join hands for a bright 
and peaceful future of Zhytomyr and Ukraine.

Throughout the route, participants met with many people and guests of the country who supported the 
friendly idea “Peace Road 2015″.

- II 
PEACE ROAD UKRAINE 2015 

BRIDGING CULTURES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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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9  유럽 우크라이나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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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유럽 이탈리아, 산마리노 Italy and San Marino

7월 26일 이탈리아와 산마리노 두 국가가 함께 이탈리아 파도바(Padova)시에서 피스로드 행사를 진
행하였다.

피스로드 행진은 파도바시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 포르타 델라 발레 광장(Prato della 
Valle Square)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파도바시는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UPF와 가정연합의 피스로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후원 및 행사 허가에 도움을 주었다. 행사에는 가정연합 회원 외에도 가톨릭 대학교를 대표한 사제
와 개신교 목사, 이슬람 이맘 등 종교 지도자들과 이민자협회, 마약퇴치 협회, 아이들 후원 협회 등 총 
18개의 단체가 동참하였다. 이날 진행된 피스로드 행사는 RAI 국립방송에서 취재해 두 차례 보도가 되
었다. 

행사 직전에 비가 개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었다. 개회식에서 피스로드의 취지에 대한 설명 후 가톨
릭 신부 외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이 문선명 선생의 피스로드 프로젝트 비전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300여명의 참가자들은“세계를 바꾸고 싶으면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통일, 사회를 바꿀 통일! 우리
는 평화를 위해 싸운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라는 구호와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을 부르면서 
행진을 시작하였다.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행진 참가자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많은 청년, 아이들! 이것이 진정 이탈리아에 필요한 일
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
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피스로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소리
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회를 참사랑으로 흔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
감을 발표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이탈리아, 산마리노
Italy and San Marino

일시
Date

2015. 7. 26
July 26, 2015

On July 26, Italy and San Marino held the Peace Road together. San Marino could not organize the Peace 
Road in their country. Therefore 12 of San Marino members went to join the Peace Road with Italy. Pa-
dova is almost 300 Km from San Marino. They held the Peace Road march at the beautiful Prato della Valle 
Square in Padova, the biggest square in Europe. Padova was chosen due to our long cooperation with the 
City Hall, that this time offered their help and sponsorship very quickly.  All together there were 18 organi-
zations and churches, including five Unificationist federations (FFWPU, UPF, WFWP, CARP, IRFF), plus a 
priest from a Catholic University, two Protestant churches, one imam from a Muslim community and a few 
other associations: for immigrants, fighting drugs, supporting children, and so on. The RAI, national TV 
station came, filmed the event and conducted a few interviews. On the same day, TV news covered it twice. 
In the morning it was cold and rainy, but as soon as people started to gather a beautiful sun came out, with 
a fresh and lovely wind that preserved us from burning our faces under the strongest sun ever experienced 
during this month. They organized a gazebo with a podium, from where the key people gave short speeches 
to inspire the participants. It was wonderful, the spirit of all speakers, who could catch perfectly the mean-
ing of the event, including the Catholic priest and the other leaders that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of Rev.
Moon. Especially meaningful was that it was a reminder to everybody that the lives Rev. Moon and Rev. Hak 
Ja Han Moon have been dedicated for the sake of the world. More than 300 people started to march around 
the square, chanting: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more and more you have to love” “Unity, unity, to 
change society” “we fight for peace, true love is our weapon!”, or similar slogans we had prepared in ad-
vance. We sang all together “Urie Sowonun Tongil” and people passing by started to gather around us asking 
questions. Some people were so moved by our content and initiative!  One of the participant said, “This is 
what we need in Italy. Thank you!… Such beautiful people and so many youth and children!” We decided 
to bring all our children with us, even the youngest, to give them a wonderful memory to keep in their lives. 
It was a memorable experience for everybody else, too. They found again the spirit of mobilization of the 
early times of out movement, and it was really exciting!

After the event, participants said, “We have to make noise; otherwise the world will not notice us. We have 
to shake the society with true love. If we are too quiet, nothing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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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유럽 덴마크 Denmark 

덴마크에서는 피스로드를 특별히 7월 19일과 26일에 실시하였다. 7월 20일은 덴마크성지 설립 50
주년이었기 때문에 전날 19일에 성지를 찾아 한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
졌다.

7월 26일 덴마크의 아마게르(Amager)섬을 총 30km의 거리를 종주하는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이날 피스로드의 하이라이트는 코펜하겐(Copenhagen)의 남쪽, 해변 마을 드레고(Dragoer)’로 이동
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독일군이 점령한 2차세계대전당시 700명의 유대인들이 현지 어부들에게 구
조된 영광스러운 장소이다. 밤사이에 어부들과 다른 봉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배에 태워 
국외중립국인 외레순드 해협(Oresund Sea)를 건너 스웨덴으로 넘어갔다는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여기서 이전 적대적인 국가였던 덴마크와 스웨덴사이에 평화를 상징하는 16km의 외레순드 터널을 
최고의 전망으로 볼 수 있다.

피스로드 자전거 종주를 마치고 평화대사와 참가자들과 함께 평화의 페스티발을 열었다.

비엔나의 유엔에서 진행되었던 한학자 총재의 평화회의를 감상한 후에 피스로드 참가자들끼리 장미
를 교환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마무리로 모두가 ‘우리의 소원’을 불렀다. 참가자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으며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피스로드를 진행 할 자신감이 생겼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덴마크
Denmark 

도시
Location Amager

일시
Date

2015. 7. 26
July 26, 2015

Denmark had the Peace Road event on two separate days, July 19 and 26. They went to the Holy Ground on 
July 19  and prayed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world peace, because July 20 was the 
50 year anniversary of their Holy Ground.

On July 26, Denmark had a Peace Bike event, riding 30 kilometers around the Island of Amager. The highlight 
was going to the old seaside village ‘Dragoer’, south of Copenhagen.  There, the fact that 700 Jews were res-
cued by local fishermen in October 1943, during the German occupation in WWII is highlighted. The fishermen 
and other volunteers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sailing the Jews to a neutral country, Sweden, crossing the 
Oresund Sea by night (as part of an similar combined Danish-Swedish effort that saved the lives of around 7,000 
Jews). That place also has the best view of the 16 kilometer Oresund-bridge and tunnel between Denmark and 
Sweden; a symbol of peace between two formerly hostile nations.

Afterward, Peace Bike Denmark had a Peace Festival with Ambassadors for Peace and some guests. They 
watched a video about a peace conference in the UN Office building in Vienna with Rev.Hak Ja Han Moon, and 
had peace cultural events, such as exchanging roses. After that everyone sang ‘Urie sownen’ together. All partici-
pants were so inspired and had strong confidence to have much bigger scale Peace Road event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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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유럽 포르투갈 Portugal

7월 26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Lisbon)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화창한 날씨에 많은 
UPF와 가정연합 회원들이 피스로드 행사에 동참하였다. 이날 피스로드 행진은 시청의 허가하
에 경찰들의 협조와 함께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진은 오전 11시에 리스본의 중심, 에두아르두 7세(Parque Eduardo 
VII)공원 주위를 통일의 노래와 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현수막과 깃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여러 사이즈의 리플렛 등 여러 
물품들을 준비하였다.

회원들 외에도 피스로드 행진의 열정에 감동을 받아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총 
120명의 참가자들이 왕복 5km의 피스로드 행진에 함께하였다. 행진을 마치고 모든 참석자들
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음식, 음료를 준비해 다과를 함께 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피스로드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행사였
다고 입을 모았다. 포르투갈 피스로드 책임자는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피스로
드를 진행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 국제적인 이번 피스로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 지길 바랍니다. 또한 문선명 총재님의 가르침과 이상이 피스로드를 통해 세계로 널리 전파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날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포르투칼
Portugal  

도시
Location Amager

일시
Date

2015. 7. 26
July 26, 2015

On July 26 in Lisbon, the capital city of Portugal held the Peace Road march. It was a sunny day and members 
from all over Portugal joined for the event. They got the permission from the City Hall and marched with police 
guiding the way.

The march started at 11:00 a.m. they walked around the Parque Eduardo VII Park in the center of Lisbon with 
singing the Tongil songs and shouting Mansés. Participants prepared banners, flags, small and big leaflets, and vari-
ous materials to give away to passersby.The marchers walked 2 times around the chosen perimeter about 5 kilom-
eters.

Many guests joined the Peace Road event, inspired by the enthusiasm and singed the banner. There were total 
120 people joined for the entire event.

Many people stopped by and took photos of the event. In the end all the people joined in a large pick nick, with 
various foods and juice that brought us all together as a family.

All together considered it was a very good event that was organized at national level, unique in it.

The Peace Road leader said “already a few years we did not have a general gathering like this. It was good for the 
general spirit and we hope it contributes well for the international success of the Peace Road and dissemination of 
Rev.Moon’s teachings and id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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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0 유럽 러시아 Russia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러시아
Russia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 7.29-30
July 29-30, 2015

러시아 울리야노브스크피스로드 Peace Road in Ulyanovsk, Russia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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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0 유럽 러시아 Russia
러시아 우파 피스로드 Peace Road in Ufa, Russia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피스로드 Peace Road in Yekaterinburg,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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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유럽 오스트리아 Austria

처음 우리가 피스로드 실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길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

다. 지난 5월 우리나라에 참부모님께서 방문해주시는 과한 사랑을 받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중부유럽에 있

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50주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참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꽉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경외하는 열망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지

도자들의 세계평화를 위한 행진”이라고 모토를 정했다. 실로, 참아버님께서는 생애를 통해 사회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양성하셨다. 우리는 또한 참어머님께서도 크레인즈클럽창단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얼

마나 관심이 있으신 지 알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오스트리아의 성화학생들이 피스행진

을 주인이되어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Gaflenz에서 이 행진이 기획되었고, 40여명의 성화학생들과 1세분들

이 산의 정상까지 약 10km를 행진했다. 행진하면서 문총재님의 하나님과 세계 평화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기리고 간직하기 위하여 그 분의 자서전을 읽었다. 행진을 한 장소들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있다. 통일교 운동

의 초창기시절, Gaflenz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원리강론을 자주 가르쳤던 곳이다. 최근, 그 센터는 경제적

인 이유로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에, 상황이 안정되었고, Gaflenz

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세에서 2세에게 전권이 넘어가는 상징으로, Gaflenz는 STF의 새로운 센

터가 되었고 참부모님의 성화절을 기리며 이 곳에서 강의와 피스로드 행사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청년들이 피스로드 행진을 하였는데, 이들은 우리 통일가의 뿌리와 재연결하고 참부

모님께서 말씀해주신 가치와 연결되게 할 수 있다. 참된 평화는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청

년들의 이러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한 걸음들이, 이후 그들의 삶에서 더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 도움이 되어, 

그들도 사회에 공헌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오스트리아
Austria

도시
Location

가플랜즈
Gaflenz

일시
Date

2015. 7.28
July 28, 2015

When we were asked to organize the Peace Road in Austria, we reflected about what our coun-
try can bring to the Road. In the tiny Austrian portion of this symbolic road that would traverse 
across the nations around the whole world, we wanted to make our own contribution. Last May, 
we had the overwhelming Blessing of receiving True Parents in our country. Austria is such a 
small country in the middle of Europe, and yet True Mother, to the great surprise of many of us, 
decided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uropean movement here. Our heart was filled 
with the gratefulness for the Love we received from True Parents, and a desire to honor Their 
legacy. We therefore decided to choose the motto “Future Leaders march for world Peace”. In-
deed, one main preoccupation of True Father throughout his lifetime, have been raising true 
leaders that could tackle issues of our society. We can also see True Mother’s concern for the 
youth through the Crane Club she inaugurated. With the hope that the youth of Austria can once 
bloom into great leaders, bathing in the warm Love received from the True Parents, we gave in 
this occasion a special focus on the youth of the country by allowing HARP Austria to take own-
ership of the Walk of Peace.The walk has been organized in Gaflenz, where more than 40 Harpies 
as well as 1st Generation members marched for 10 km to the top of a mountain neighboring the 
village. Father’s Autobiography has been read during the hike, for attendants to keep in mind His 
life of devotion for God and World Peace. The location of the Walk had also a special meaning. 
In the early days of our movement, Gaflenz used to be an active center where Divine Principle 
was taught frequently to new coming members. Recently, the center was on the verge of being lost 
due to financial issues. However, with God’s guidance and blessing, the situation has been sta-
bilized, and Gaflenz maintained. As a symbol of the ideal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1st to 
2nd Generation members, Gaflenz has become the new home for STF and is reopened for hold-
ing lectures, as well as the Walk of Peace where old and young members could march together to 
commemorate True Father’s legacy. The Austrian portion of the Road of Peace has been walked 
by the youth of the country, who could reconnect to the roots of our movement, and to the values 
conveyed by True Father. True Peace starts within every person. And we hope that the contribu-
tion of the youth to this International Walk for Peace, will later help them walk through the more 
challenging road of life, where they could bring their own contribution to society as True Leaders.

- Future Leaders march for World Peace ~ 

- Gaflenz, July 28th 2015, Harp Austria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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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유럽 오스트리아 Austria
오스트리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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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유럽 스위스 Switzerland

7월 29일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의 벨져스(Balzers), 리히텐슈타인에서 스위스의 피스로드
가 개최되었다.

자전거 종주자들은 벨져스에서 출발하여 약 5km를 달렸다. 첫400m 는 언덕이 있어 어려움이 있
었지만 그 후 유명한 하이디 땅의 내리막길을 내려왔다. 이후 종주자들은 온천과 미네랄 우물로 유명
한 배드 라가즈(Bad Ragaz)시를 지났다.

월랜스타트(Walenstadt)시를 지나칠 때, 웰랜시(Walensee)호수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레퍼스윌(Rapperswil)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스위스 피스로드의 목적지인 취리히
(Z–rich), 비리킬프라즈(B–rkliplatz)까지 총121km를 달려 밤이되서야 도착하였다.  전체 종주자 
중 2명의 종주자만이 완주하였다.

종주를 마치고 폐회를 위해 윈프리드(Winfried Schwager)목사는 “종주를 하면서 체력적 한계에 
직면했지만, 점점 내자신의 평화로운 리듬을 찾았다. 그리고 남은 종주시간동의 세계의 평화와 행복
을 위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폐회사를 남겼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스위스
Switzerland

도시
Location

발처스
Balzers

일시
Date

2015. 7.29
July 29, 2015

The Swiss Peace Road-World-Tour started on Wednesday July 29, 2015 in Balzers / Liechtenstein 

The Start of the Bike Team was under the Burg Gutenberg in Balzers. The first stage was the hardest, as the 

bikers had to do some 400m hill climbing on their bikes over a distance of approximately 5km. The start 

was at 7.30 in the morning on a rainy day. The 4 initial bikers thought of starting out their journey with a 

prayer. After 5 km  the highest point of the tour was reached. In a soft downhill, the road went through the 

famous Heidi-Land, the original place, where the Heidi-story was born. Then the tour passed the city of 

Bad Ragaz, with its famous bath and mineral water well. It is a widely known tourist resort and has gained 

a great reputation. Since this year, there is also a big statue of Jesus on the mountain overlooking the area, 

comparable in design to the one in Rio de Janeiro in Brasil. Near the Rhein-River they passed finally the 

city of Sargans, Flums and Walenstadt. From Walenstadt the tour went on, following along lake Walensee, 

the first major lakes on the journey. It was planned to organize a lunch break in the city of Uznach in the 

lake Zurich area. There, the WFWP Swiss President, Ms. GoyaCheytanov-Ordonez, was waiting for the tour 

participants and supported them with food and beverages. At the same time, some more supporters of the 

tour joined and others decided to follow the tour by car. From Uznach the bike-tour followed the bike-road 

of the second lake, the famous Z–rich-Upper Lake. In Rapperswil more and more people joined the tour 

and were inspired to support the last stretch. Z–rich, B–rkliplatz – final destination of the Peace Road 

2015 in Switzerland In the evening the tour finally reached the goal after 121 km in Z–rich-Harbour area. 

Two participants made the whole tour!  Rev. Winfried Schwager, initial participant expressed as conclu-

sion: “While riding on my bike following the tour, I faced the challenges of physical limitations, but bit by 

bit found my own peaceful rhythm and also time for deep reflection about the world’s need for peace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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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유럽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 피스로드 Peace Road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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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유럽 독일 Germany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독일
Germany

도시
Location

베를린
Berlin

일시
Date

2015. 8.1-3
August 1-3, 2015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독일에서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독일은 40년동안 동과 서로 나뉘어졌었다. 독일 민주공화국 중앙에 위치한 베를린(Berlin) 역시 서 
베를린을 둘러싼 160km의 장벽으로 인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독일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은 1989년 독일이 통일 되기 전의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종주하는 
의미 있는 피스로드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독일 피스로드는 세 팀으로 3일동안 나눠서 기획되었다. 첫째 날 호프(Hof)에서 허
쉬버그(Hirschberg)까지, 둘째 날은 서 슈레겔(Schlegel)마을에서 동 슈레겔까지, 이어서 알프파터
(Altvater tower)타워까지 이동하였다. 셋째 날, 클라인 테터우(Klein Tettau)에서 다시 크로나하
(Kronach)로 돌아왔다. 크로나하 시장은 전 독일과 현 독일의 국경을 따라 의미 있는 자전거 여행
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화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17명의 종주단으로 구성된 한 팀은 호프(Hof)남쪽 도시에서 체코 국경도시 크로나하(Kronach)까
지 종주하였다. 이들은 언덕이 많은 “철의 장막(iron curtain)”이라 불리는 남쪽경로로 종주하였다.

두 번째 팀은 블레크드(Bleckede)시 북쪽에서 그레프홀스트(Grafhorst)의 남쪽까지 210km이상
의 거리를 3일동안 종주하였다. 이 경로는 “철의 장막-북쪽경로”라 불린다.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서 베를린에서 동 베를린을 나눈 옛 장벽이 있던 곳을 종주하였다.

Three tours along the former border between West- and East-Germany

Germany was separated for almost 40 years into West and East. Berlin, 
though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was also divided into West and East-Berlin, with a wall and fence running 
160km around West Berlin.

The Family Federation and the UPF Germany deemed it most meaningful for 
Peace Road 2015, to take a bicycle trip along the former border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before unification at the end of 1989. For this purpose, 
one team of 17 cyclists went from the southern city of Hof near the Czech 
border north to Kronach. This team travelled along the “iron curtain – south 
route”, which is very hilly with lots of ups and downs. A second team came 
from the northern city of Bleckede and travelled south to Grafhorst, more 
than 210km in three days. Their rout is called “iron curtain – north route”. 
The third team travelled in a day-trip along the former wall separating West- 
and East Berlin. Each team presents a report on its respective trip with pic-
tures and info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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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유럽 독일 Germany
독일 피스로드 Peace Road in Germany  -NORTH ROUTE -

독일 피스로드 Peace Road in Germany  -SOUTH ROUTE-

lr.on\ Curtain Roa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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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유럽 독일 Germany
독일 피스로드 Peace Road in Germany  -BERLIN WALL ROUTE -

Kapelle der Versohnung 
Chapel of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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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럽 몰도바 Moldova

8월 5일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Chisinau)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평화대사, NGO 단체 자원봉사자들, 학생과 어린이를 포함해 50여명의 사
람들이 피스로드에 참석하였다. 학생들과 피스로드를 위해 참석해준 방문
객들은 문선명 총재의 자서전을 기념으로 받았다. 이날 피스로드 행사는 몰
도바 국립방송과 몰도바1채널에서 보도되었다. 피스로드 방송은 다음날 6
일 오후뉴스에 보도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피스로드 행사에 많은 참가자들을 동원하는데 평화대사인 구
티에라 프로단(Gutiera Prodan), 파벨 저벌스카 (Pavel Cherbusca), 유
지니아울스 (Eugenia Ursu), 마리나마즈르(Marina Mazur)와 이홍모 몰
도바 특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피스로드 행사를 마무리 지
을 수 있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몰도바
Moldova

도시
Location

키시너우
Chisinau

일시
Date

2015. 8.5
August 5, 2015

On August 5, in Chisinau, the capital city of Moldova held the Peace Road.

Over 50 people participate for the Peace Road event, including Ambassador 

for Peace, NGO volunteers, students, children. New guests and students re-

ceived Rev. Moon Sun Myung’s Autobiography book as a presents.

National TV, Moldova 1, news program covered the event. The report will 

be on the next day (August 6) evening news.

For this event, Mr.Gutiera Prodan (Media Relationship), Mr.Pavel Cherbus-

ca, Mr.Eugenia Ursu, Mr.Marina Mazur, the Ambassadors for Peace actively 

supported with mobilization of participants, Also Rev. Lee Hong Mo, Special 

envoy participated and supported the event.

From their supports, the Peace Road event was held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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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럽 몰도바 Moldova
몰도바 피스로드 Peace Road in Mold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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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유럽 노르웨이 Norway

8월 6일부터 9일까지 노르웨이에서 “문화간의 이해를 통한 평화”의 주제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정부에
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한 프로젝트를 격려하고 있는 노르웨이 사회에 적절한 주제로 이를 선정하였다.  8월 
6일 출발식에는 4대륙과 7국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네덜란드의 피스로드 계획은 차로 오슬로(Oslo)까
지 갔다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높은, 2469m높이의 갈회피겐(Galdhøpiggen)을 등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
다. 네덜란드 협회장 스테이널 머리드(Steinar Murud)회장은 피스로드의 취지와 문선명총재의 평화로운 세
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어떻게 피스로드 등산을 통
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진행은, 심지어 평화도 토대가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토대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종교는 항상 영적인 토대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
초 위에 하늘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스로드 순례는 토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 참가자
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평화는 토대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7일 본격적으로 피스로드 여정이 시작되었다. 오슬로에서 롬(Lom)까지 370km를 5시간에 걸쳐서 이동하였
다. 피스로드 로고를 붙인 자동차 함대로 선택된 21명의 참가자를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였다. 8일 오전에 햇
살로 눈을 떠 피스로드 팀을 환영해주는 무지개를 앞으로 진행될 등반의 좋은 징조라 해석하였다. 17세부터 
72세로 구성된21명의 참가자들은 전문가이드와 함께 5시간의 등반을 준비하였다. 한 구간에서는 밧줄로 연
결되어 한 줄로 빙하를 넘어갔다. 빙하를 넘어가니 길은 점점 더 가팔라져 언덕을 넘어 큰 바위를 넘어 마지막
으로 가장 가팔랐던 폭설이 내린 지역에서는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낼 정도로 진이 빠졌었다. 참가자
들은 싸온 점심을 먹을 후에 한 명의 참가자가 뒤쳐져서 도착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
행해야 했다. 전문가조차 그가 정상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예견했지만 하산을 위해 참가자들이 모여들기 시
작했을 때 안개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다. 21번째 참가자가 도착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지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해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협회장은 피스로드 여정의 끝에서 짧은 말씀
을 남겼다. 이후 함께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목소리 높여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 정상에 있던 다른 사
람들도 박수를 보내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인한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피스로드 등반은 마무
리가 되었다. 오후에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노래를 부르고 소감을 공유하면서 저녁과 함께 축하식을 진행하였
다. 한 참가자는 이번 피스로드를 참가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참가자 모두에게 이번 이벤트는 몸
은 많이 지치지만 영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경험이었으며,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피스로드여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노르웨이
Norway

도시
Location

오슬로
Oslo

일시
Date

2015. 8.6-9
August 6-9, 2015

On August 6 to 9, Norway held Peace Road under the theme “Peace through Intercultural Under-
standing”, a relevant theme in our society where the government encourages all kinds of dialogue 
projects. Representatives from 4 continents and 7 nations participated at the launch on Thursday 
August 6. The activity for the Peace Road was to travel by car from Oslo to the foot of the tallest 
mountain in Norway and from there to climb the mountain peak, Galdhøpiggen, 2,469 meters 
high. Mr. Steinar Murud, the national leader, explained about the Peace Road and talked about 
Rev.Moon’s vison of a new international highway and how such a project could bring the world 
together in a peaceful way. He also asked, “How can a trip to a mountain contribute to peace?” 
He explained that all progress, even peace, needs a foundation. Without a foundation, nothing 
is sustainable.  Religions always emphasize the need for a spiritual foundation. Upon that foun-
dation, God can give blessings. Our pilgrimage, the Peace Road, builds such a foundation. One 
American guest in the group responded very well to this point – peace needs a foundation and 
we are making it. Friday August 7 was the travelling day, 370 km over 5 hours, from Oslo to Lom. 
A fleet of cars marked with the Peace Road logo transported the 21 selected participants to the 
base camp. On Saturday morning, the Peace Road team woke up to sunshine and a welcoming 
rainbow which they interpreted as a good sign for the mission ahead. 21 participants, between 
17 and 72 years old, set out on the 4-hour climb with a professional guide. At one point, they 
crossed a glacier, walking single file, connected with a rope. After this, the path became steeper 
and steeper, crossing hills with large, challenging rocks and finally a steep area of heavy snow 
that drained the last energy from most of them. Reaching the top was a true relief. After eating 
lunch packs, they needed to start the program even though one participant was still lacking. Even 
our guide was sure he would not make it to the top. However, when the team started to gather, 
a shadow appeared in the fog and there he was the 21st participant. He later said he had never 
been so exhausted but at the same time he would never forget the experience. he national leader 
offered some words at the end of the pilgrimage. As an expression of this event everyone sang; 
Urie sowonun tongil, loud and with confidence from the highest point in Northern Europe.  Other 
climbers at the top were watching and applauding. Finally there was a group photo with the ban-
ner which had been signed at the launch. The evening finished with a nice celebration dinner at 
the base camp with reflections and many songs. One guest expressed how proud he was to have 
taken part in this project for peace.  For all of the participants, Peace Road was really tiring for 
the body, but very reviving for the spirit. Participants didn’t think they could have brought the 
Peace Road any higher than they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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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유럽 노르웨이 Norway
노르웨이  피스로드 Peace Road in Norway

Peace Through lnter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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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유럽 슬로베니아 Slovenia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슬로베니아
Slovenia

도시
Location

일시
Date

2015. 8.15
August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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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유럽 불가리아 Bulgaria

블가리아에서 흑해의 작은 도시 부르가스(Burgas)에서 8월 20일 피스로드를 개최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한 참가자 집 앞에 모여 하얀 티셔츠에 피스로드 로고스티커를 붙이고 모였다. 참가자 중에 한 사람만 자전거

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대여할 계획이었으나 모든 자전거 대여소의 자전거가 대여 중이어서 어

쩔 수 없이,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어른들은 행진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해변정원을 걸

으며 불가리아의 문화와 역사가 연결된 몇 군데를 들렸다. 마침 이 기간에 불가리아의 첫 선교사가 그의 딸과 

딸의 약혼자와 함께 불가리아를 방문 중이어서 함께 피스로드 행진에 동참하게 되었다.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 문선명 총재의 프로젝트와 세계를 위한 비전에 대해 함께 공유하였다. 행진을 마무리

하기 위해 모두 공원에 원모양으로 모여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 적은 수의 참가자들이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

에서부터 세계 피스로드 행진에 동참하였다. 날씨가 좋지 않아 예상했던 시간보다 일찍 행진을 마무리 하게 

되었는데, 마무리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다. 부르가스에서 2명이 더 참가하여 개별적으로 경로를 완료하였

고, 또 한 사람은 같은 날 이른 시간에 자전거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Sofia)를 종주하였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불가리아
Bulgaria

도시
Location

부르가스
Burgas

일시
Date

2015. 8.20
August 20, 2015

We organized The Peace Road in Burgas – a small town on the Black Sea – on 
20.08.2015. We gathered around 6:30 p.m. in front of the place of one Blessed 
family, dressed in white T-shirts and put some stickers with the logo of Peace 
Road on them. Our idea was to rent some bicycles since only one of us had one, 
but unfortunately all stations for renting were out of bicycles. So we decided to 
walk while children were roller-skating. We walked through the beautiful Sea Gar-
den close to the beach and stopped at few places connected with culture or history 
of Bulgaria. We were especially happy that the first missionary of Bulgaria was vis-
iting Bulgaria exactly this time together with his daughter and her spouse and they 
also joined us on the tour.

We took some pictures on the way, sharing and discussing the projects of True 
Father and his vision for one world. We finished earlier as we planned because of 
the weather, just before the storm started. In the end we gathered together in cir-
cle in the park and sang Tongil. Even though in small number, we supported with 
the bottom of our heart this great project. We were supported by 2 more people in 
Burgas who completed the route separately and one more person did a tour with 
bicycle in Sofia earlier i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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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유럽 불가리아 Bulgaria
불가리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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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유럽 에스토니아 Estonia

2015년 8월 22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평화 센
터에서 모여서 출발식을 가졌으며 10명이 행진에 참가하였다.

조약돌이 깔린(cobblestone)길에서 출발하여 2.4 km를 행진하고 평화센
터에서 마무리 되었다. 행진 중에 성지이고, 에스토니아의 국회가 있는 이
전 승리기념관, 린다(Linda)기념비에 들렀다. 마지막으로 피스로드 승리 감
사식 이후 사인식이 진행되었다.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에스토니아
Estonia

도시
Location

탈린
Tallinn

일시
Date

2015. 8.22
August 22, 2015

The Peace Road 2015 event took place on August 22 in Tallinn, 
Estonia. Ten people participated in the march. They gathered at 
the Peace Embassy and held a launching ceremony consisted of a 
short presentation of the Peace Road 2015 project, and the Peace 
Road 2015 Introduction video.

A 2.4 kilometer march took place on cobblestone roads of the Old 
Town. The march began and ended at the Peace Embassy. On their 
way they stopped at War of Independence Victory Column, Lin-
da monument  Holy Ground, Estonian parliament, and Town Hall 
Square.

To conclude they had a Peace Road Banner signature ceremony 
followed by a victory 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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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유럽 에스토니아 Estonia
에스토니아 피스로드 Peace Road in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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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유럽 헝가리 Hungary

대륙
Region

유럽
Europe

국가
Nation

헝가리
Hungary

도시
Location

부다페스트
Budapest

일시
Date

2015. 8.29
August 29, 2015

8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Budapest)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가정
연합회원들과 AFP에서도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피스로드 행진에 함
께 동참하였다. 부다페스트의 대성당 앞에 모여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피스로
드 행진이 시작되었다. 경찰들은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의 도로를 건널 때 교
통정리를 해주었다. 참가자들은 헝가리 의회의 멈춰서 문선명 총재의 “영광의 
면류관” 의 시를 읊고 그의 자서전중의 “한국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을 가지고 
올 것 이다.”는 주제부분을 낭독하였다. 행진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피스로
드의 취지가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걸었다. 피스로드 행진은 부다페스트 
중심의 넓은 공원인 머르기트니(Margitsziget)에 위치한 성지에서 마무리 되
었다. 폐회식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피스로드 현
수막에 사인을 하고 폐회사를 대신하여 문선명총재의 자서전에서 “강은 흐르
는 물을 막지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On August 29 in Budapest, Hungary held the Peace Road.

The FFWPU members, families, friends and some of the AFPs joined together for a peace 

walk for a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y gathered front of the Catholic 

Cathedral in Budapest and with the escort of Police participants started their peace walk. 

The police was helping them to cross the big roads in the City. Participants stopped front 

of the Hungarian parliament where they read the poem of Rev. Moon “The Grown of Glo-

ry” and from his autobiography the chapter titled: “Korea’s Unification Will Bring World 

Unification” During the walk through the Capital participants were distributing leaflets 

about the purpose of the Peace Road 2015. The marching ended at the Holy Ground in 

the Margitsziget, which is a huge park in the middle of Budapest. Instead of giving the 

speech they read again from Rev. Moon’s autobiography: “The River Does Not Reject the 

Waters That Flow into It.  After singing the “Tongil” song, participants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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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유럽 헝가리 Hungary
헝가리 피스로드 Peace Road in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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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ROAD 2015    Middle East 중동대륙 

Middle East 6/26 6/27 

Schedule 
Israel (OIA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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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중동 이스라엘  Israel

6월 26일 오전 10시 중동지역 첫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예루살렘의 심장이
라 불리는 벨 가든스(Bell Gardens)의 참어머님께서 아끼시는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피스로드 행사 사회는 이스라엘 UPF의 누리트(Nurit Hirschfeld)사무총장이 맡았다. 개회사로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예루살렘 포럼’ 회장이며 예루살렘 4선 시의원인 엘리에셀 (Eliezer Glaubach)교수가 개회말
씀을 전했다. 이어서 UPF 중동 공동회장인 마릴린(Marilyn Angelucci)여사가 참부모님에 의해 시작된 피
스로드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가톨릭 하톰(Father, Hatom)신부와 지역 신학대학 학장인 올(Or Margalit )박사, 이스라엘 CARP 지도자 
코리엘(Koriel Ben Zvi)과 리엘(Liel Shmueli)도 인사말씀을 통해 피스로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예루
살렘시의 나오미(Naomi Tsur)전 부시장과 이스라엘 내무부의 오말(Omar Kial)박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
했다. 

33명의 참가자들은 흥겨운 분위기 가운데 올 박사의 지휘아래 평화의 노래를 합창했다. 기념촬영 후 15명
의 종주자들은 이스라엘 피스로드 종주를 출발하였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거쳐 예루살
렘의 첫 기차역(First train station)을 지나서 예루살렘 농구경기장까지 약 14km를 종주했다. 종주단은 전
날에도 16km를 종주했다.

종주를 마친 종주단은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을 하고 모두 함께 벨 가든스에서 피스로드 축제를 즐겼다.

다음날인 27일에는 CARP 회원들로 구성된 마지막 종주자들이 40km를 더 달려 총 70km의 피스로드 종
주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On June 26, at 10:00 a.m. Jerusalem, Israel held the Peace Road launching, becoming the first Middle East nation 
to do so. The location was the Bell Gardens, the heart of Jerusalem, under olive trees that our beloved True Mother 
deeply cherishes.

 The MC for the event was Dr. Nurit Hirschfeld, Secretary General of UPF Israel. Our first speaker was Prof. Eliez-
er Glaubach, President of the Jerusalem Forum for Peace and Security. He was also a Jerusalem City Councilor 
four times. Mrs. Marilyn Angelucci, the Co-Chair of UPF Middle East, gavet the keynote address, explaining the 
great vision for peace advocated by Rev. Sun Myung Moon and the meaning of the Peace Road project initiated by 
his wife Dr. Hak Ja Han Moon. Rev. Moon and Mrs. Moon co-founded UPF international.

 Greetings were given by Father Hatum of the Melkite Greek Catholic Church, Dr. Or Margalit, head of the theol-
ogy department of one local college and the Israel’s CARP leaders Koriel Ben Zvi and Liel Shmueli.

 In addition, congratulatory messages were sent by Mrs. Naomi Tsur, Former Deputy Mayor of Jerusalem and Dr. 
Omar Kial, head of the Islamic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irty-three people attended and cheered joyfully in response to the speakers. All joined in singing a peace song 
led by Dr. Or. After taking a group photo, fifteen riders mounted their bikes heading towards the trail to the park. 
Going through both Jewish and Arab neighborhoods, they cycled a 14-kilometer trail from the first train station all 
the way to the Jerusalem basketball stadium and back, thereby adding to the previous day’s 16-kilometer bike ride 
by the advance team.

Upon the riders return, they all signed the Peace Road world map and enjoyed a lovely picnic at the Bell Gardens.

The following day, we are grateful to be able to report, three of our CARP members completed a forty kilometer 
course around Jerusalem, completing our 70 kilometer bike course. Thus, Peace Road Israel 2015 has been com-
pleted!

대륙
Region

중동
Middle East

국가
Nation

이스라엘
Israel

도시
Location Jerusalem

일시
Date

2015. 6. 26
June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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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중동 이스라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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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중동 레바논 Lebanon

레바논의 피스로드 행사가 6월 27일 수도인 베이루트(Beirut)에서 실시 되었다.

베이루트의 순교자 광장(Martyr Square)에서 자전거로 2시간 거리인 비블로스까지 
35km 를 종주하기로 계획하고 단원들을 모집했다. 14명의 종주단은 박종인 레반논 
회장의 주도로 오전 10시 순교자 광장에 모여 기념촬영 이후에 피스로드 종주를 시작
했다.

비블로스에 도착한 종주팀은 경찰의 에스코트로 폐회식이 열리는 광장까지 이동했
다. 시청 관계자이자 평화대사인 와디(Wadih Abi Chebel)박사 부부와 참가자들은 
광장에 들어서는 종주단을 환호와 축하 음악으로 환영하며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레바논 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피스로드 폐회식에서 와디 박사가 환영의 말씀을 전했
고 행사 책임자인 토마스가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가정연
합을 대표해서 박종인 회장이 폐회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피스로드의 열정을 느끼며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정신으로
부터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번 피스로드 종주자 중 두명은 이
라크인이었고 피스로드를 통해 국경을 초월해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대륙
Region

중동
Middle East

국가
Nation

레바논 
Lebanon

도시
Location Beirut

일시
Date

2015. 6. 27
June 27, 2015

On June 27, in Beirut the capital of Lebanon we held Peace Road. The Peace 
Road bike tour went from Beirut Martyrs Square to Byblos old town, a distance 
of 35 kilometers. Fourteen riders came to Martyrs Square at 10 a.m. and took 
pictures before starting the Peace Road tour. Dr. Jong-in Park, the President of 
FFWPU Lebanon led the way.

When the cyclists arrived at Byblos under a police escort, they moved on to a 
stage where the closing took place. Dr. Wadih Abi Chebel (a member of the Mu-
nicipal Board) and his wife warmly welcomed the riders with a cheer and music.

The ceremony started with the national anthem, followed by welcoming re-
marks given by Dr. Wadih. Thomas, the Peace Road director in Lebanon, then 
gave a speech about Peace Road. Lastly, Dr. Jong-in Park gave the conclud-
ing remarks as a representative of FFWPU in Lebanon. Everybody could feel the 
amazing atmosphere of this special event. We all felt as if we were truly part of 
one family under God. Peace brought us all together as one. Among the cyclists, 
two of whom were from Iraq, we could feel as if we were all family members 
coming together to celebrate peace as we organized this even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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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피스로드

6.27  피스로드2015, 중동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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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오세아니아 피지  Fij i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피지
Fiji

도시
Location Suva

일시
Date

2015. 7. 25
July 25, 2015

7월 25일 오세아니아 대륙의 첫 스타트로 피지에서 피스로드가 개최 되었다.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피지의 수도인 수바(Suva)에서 사우스퍼시픽대학

(University of South Pacific)부근을 행진하는 것으로 피스로드가 진행되었다. 참

가자들은 평화대사인 발민드라 신(Balmindra Singh)의원, 13개국에서 온 사우스

퍼시픽대학의 대학생들, 천주평화연합 멤버들과 투락리그(toorak league)피지현지 

축구팀이 참가하였다. 행진을 마친 피스로드 팀은 사우스퍼시픽 대학내의 축구경기

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스로드의 연장으로 “Play Soccer Make Peace”의 주제로 축

구경기를 진행하였다. 투락리그 현지 축구팀, 사우스퍼시픽대학 축구동아리, 천주평

화연합/가정연합 축구대표팀으로 총 3팀이 출전하였다. 천주평화연합/가정연합대

표팀은 각각 30분씩 경기를 치렀고 매인 경기로는 투락리그 현지 축구팀과 사우스

퍼시픽대학축구동아리 팀이 90분씩 경기를 치러 사이좋게 2점씩 득점하였다.

피스로드활동을 통해서 핵심 멤버들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On July 25, for the first start in Oceania region, Fiji held the Peace Road. Hon. 
Balmindra Singh Member of Parliament, an Ambassador Peace, was the chief 
guests.
There were more than 60 participants. Ambassadors for Peace, university stu-

dents from 13 different Pacific Island nations, UPF board members and soccer 
player from a local soccer team were present for Peace Road 2015.
We went around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and finally came to a soccer 

field.
We enjoyed a wonderful Play Soccer Make peace Project. There were 3 teams 

from the Toorak League; a local football club in Suva Fiji participated. A foot-
ball club comprising students from Pacific islanders from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also took part. Again, these were from thirteen nations. A veteran 
team competed against both these teams for thirty minutes each. Finally, the two 
winning teams played a 90-minute game. It was a friendly match in which both 
teams scored 2 goals.
Through this Peace Road event, we could strengthen our opportunities to devel-

op core members of ou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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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오세아니아 피지  Fij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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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Vanuatu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바누아투
Vanuatu 

도시
Location Saralanga Park

일시
Date

2015. 8. 1
August 1, 2015

8월 1일 바누아투에서 국회의사당 앞 사라랑가(Saralanga Park)

공원에서 피스로드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사당 앞 공원에 30여명의 가정연합 회원들과 피스로드 행

사의 취지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의 염원을 모아 준비된 

현수막에 싸인을 하였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관광국가답게 금번 피스로드는 사륜구동차

(Buggy Bike) 11대가 주말을 맞아 시내에 나온 많은 사람들과 함

께 피스로드 행렬을 이어갔다.

11대로 나눠 탄 21명의 참가자들은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

(Port Vila)전역을 시민들의 따뜻한 환호와 함께 완주하였다.

On August 1, Vanuatu held the Peace Road at Port Vila. 
Around 30 FFPWU members gathered at the Saralanga Park,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istened to the explana-
tion of the purpose of Peace Road and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Peace Road. Then they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As a country has lots of tourist, they decided to do the Peace 

Road with a Buggy bike. There were lots of people out in the 
street spending their weekend outside. 21 participants shared 
the 11 buggy bikes and road the entire city of Port Vila with 
worm cheers of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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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New Zealand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뉴질랜드
New Zealand 

도시
Location Auckland

일시
Date

2015. 8. 1
August 1, 2015

8월 1일 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Auckland)에서 피스로드가 개최 되었다. 참석자로는 

평화대사를 포함해 총40여명의 사람들이 피스로드에 참가하였다. 피스로드 종주의  출발

지점이자 출발식은 파넬(Parnell)의 평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출발식은 피스로드 책임자 

레온 포고니(Leon Pogoni)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천주평화연합의 제

프리 페어(Geoffrey Fyers)사무총장의 축사와 줄리어스 치커(Julius Gicole)가정연합회

장의 피스로드의 중요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 모두는 통일의 노

래를 부른 뒤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 출발식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계속해서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맞게 자전거 종주에 참여하거나 행진을 함께 하였

다. 자전거 종주는 20Km를 달려 헤리어스 만(St Heliers Bay)에 도착하였고 행진에 참석

한 참가자들은 6km를 행진하여 미션 만(Mission Bay)에 도착하였다.

모든 피스로드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함께 모여 바비큐를 즐기면서 이날의 공식적

인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On August 1st in Auckland, New Zealand held the Peace Road. About 40 partici-
pants attended from various walks of life with some key Ambassadors. The start-
ing point was at Parnell Peace Embassy, where the opening ceremony was held. 
The event started with a general orientation given by the Peace Road coordinator 
Mr. Leon Pogoni.

Mr. Geoffrey Fyers, the UPF Secretary General offered a prayer for the event. 
Mr. Julius Gicole, the National Leader of FFWPU New Zealand followed it by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event. Then everyone sang the 
Song of Unity and the opening program ended with everyone signing the Peace 
Road banner.

After the opening event, participants began to cycle and walk, depending on 
their preference. The cycling route covered 20km which ended at St Heliers Bay, 
whereas the walking route covered 6km which ended earlier at Mission Bay.

After the successful Peace Road tour, everyone enjoyed an outdoor barbecue 
after th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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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오세아니아 호주  Austral ia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호주
Australia 

도시
Location

Bicentennial and 
Olympic Parks

일시
Date

2015. 8. 2
August 2, 2015

8월 2일, 호주 시드니에서 전세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피스로드 행사를 개최 하였다. 행사는 바이센티니얼 올

림픽공원(Bicentennial and Olympic Parks)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73여명의 사람들이 피스로드 동참한 가

운데 50명이 10km의 자전거 종주를 진행했으며 22명은 3km를 행진하였다.

이날 행사는 호주가정연합의 임택순 협회장의 지지아래 청소년으로 구성된 피스로드 팀이 구성되었다. 윌리엄 세

이버(William Saver)가 자전거와 도보 경로를 계획하고 자전거 대여에 대한 책임지고 준비해주었다. 피스로드 행

사 관리 및 사회는 제나 레도바(Jana Lajdova)가 진행했으며, 협회의 한국인 스팹 양권일이 행사에 협력하여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피스로드 접수는 오전 9시에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접수하면서 피스로드 현수막에 사인을 하였다.  이후 9시 

30분에 본격적인 피스로드 출발식이 공원중앙에서 제나레도바(Jana Lajdova )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출발식

은 피스로드 깃발 전달식이 있은 후 이어서 임택순 협회장이 피스로드의 의미와 문선명 총재의 비전에 대한 설명

이 있었고, 윌리엄이 이어서 자전거 종주와 행진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기념사진 촬영 후, 자전거를 

가지고 오지 못한 참가자들은 근처 자전거 대여소로 이동하여 자전거 종주를 준비하였다.

오전 10시 참가자들은 피스로드 로고가 새겨진 밝은 노란색의 조끼를 입고 종주가 시작되었다. 종주는 빠른 속도

로 달리는 그룹, 중간과 느린 속도의 그룹과 주로 아이들로 이루어진 후자 그룹으로 총 세 팀으로 나뉘어져서 종주

하였다.  각 팀에는 자원봉사자들과 응급사항을 대비하여3명의 의사가 함께 했다.

모두가 종주를 마치고 돌아와 폐회식이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는 UPF오세아니아 사무총장 그레그 스톤(Greg 

Stone)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데비 부르스(Debbie Bruce)의 지휘아래 다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윌리엄의 

구령에 맞춰 억만세삼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On Sunday, 2 August 2015, the Sydney church community held a Peace Road event at Bicentennial and 
Olympic Parks as part of the Peace Road project that is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 More than 73 people 
participated in this event, with 50 people taking the 10 km bike tour and 22 people joining the 3km walk.
The event was organized by a team of youth,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leader Rev Soon Teck Lim. Wil-

liam Saver, a local second gen, was responsible for planning the bike and walk routes as well as communi-
cating with the bike hire.
The program manager and MC of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was Jana Lajdova, a UPA graduate, 

and coordination of the event was managed by Kwonil Yang, a Korean staff from the national office.
Registration for the participants of the Peace Road project began at 9am, and at this time they were also 

able to sign the banner with the world map of the peace road. Then at 9:30am the event kicked off with an 
opening ceremony in a central area of the park led by Jana. There was a launching ceremony with the receiv-
ing of Peace Road flag. Rev Lim offered some words on the meaning of the Peace Road and Rev.Moon’s 
vision, and William explained the logistics of the walk and bike ride. There was a group photo and then 
everyone who did not bring their own bike went to the bike hire location nearby.
At 10am the cyclists set off, wearing their bright yellow vests with Peace Road logos, in three groups of 

fast, medium and slow speeds, with the latter group consisting mainly of children. Each group was also led 
by local second gen volunteers, and there were two medics as well. The fourth group consisted of the walk-
ers, who finished their course a bit earlier than the others. A few volunteers stayed behind to prepare the 
barbecue, which included sausages, steak and Korean pork belly generously donated by Man Soo Han.
After everyone had returned, there was a closing ceremony that included some words by UPF Oceania 

secretary general Rev Greg Stone, a singing of “Tongil” led by Debbie Bruce and three cheers of oek mansei 
with William.

Bridging Cultures for Peace 

PEACE ROAD 2015 in Austra\\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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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오세아니아 솔로몬 군도  Solomon Islands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솔로몬군도
Solomon Islands 

도시
Location Honiara

일시
Date

2015. 8. 3
August 3, 2015

8월 3일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Honiara)에서 피스로
드가 개최되었다.

40여명의 가정연합회원들과 학생, 하나축구클럽(Hana Foot-
ball Club)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발식은 솔로몬제도의 국
립대학 쿠쿰(Kukum Campus)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피스로드 행진은 오후 3시에 시작하여 3km떨어진 
평화센터에 도착하였다.

폐회식에서는 UPF솔로몬제도 회장인 체니엘 탐(Chaniel 
Tome)의 폐회사와 참가자들을 격려하면서 피스로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On August 3 in Honiara, Solomon Islands held the Peace 
Road under the theme “Walk for Peace”
Among the 40 people that participated in the event were 

Family Federation members, students and Hana Football Club 
players.
The launching ceremony took place at the Solomon Islands 

National University, Kukum Campus.
The march started at 3pm, for the distance of 3 km and ended 

at the Peace Embassy building. Speech was delivered by the 
UPF Chairman Mr. Chaniel Tome and thanks all participants.

d2.. PEACoctE,ROAIJ2015 ~ 
May JO - August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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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오세아니아 마셀 군도  Marshall  Islands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마셀군도
Marshall Islands

도시
Location Majuro City

일시
Date

2015. 8. 4
August 4, 2015

8월 4일 마셸군도의 마주로(Majuro City)시에서 60명의 청년들과 10명의 귀빈들
과 함께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마셸군도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피스로드 행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행사로는 피스로드 배구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두 번
째로는 천주평화연합의 귀빈들과 평화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스로드 프로잭트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다.

출발식에는 가정연합회장이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곧바로 청소년 피스로드 
배구 경기가 마주로 공항근처의 배구경기장에서 열렸다. 배구 경기에는 국립 경찰 
부국장(National Police Deputy Commissioner)귀빈으로 참여하였다.

컨퍼런스는 마셸군도 리조트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에는 케이 이코
(K.ITO)목사가 피스로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케사이 노트(Kessai Note)
전 대통령이 피스로드와 국제고속도로 프로잭트에 대해서 “피스로드의 목적은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라는 견해를 전했다. 이날 피스로드 컨퍼런스에
는 케사이 노트(Kessai Note) 전대통령, 이토(ITO) 목사, 지바 카부아(Jiba kabua)
상원의원, 제이 투레이(J.Tulley), 엘던노트(Eldon Note)상원의원후보와 에이카펠 
(A.Capelle)전 UN대사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On August 4th in Majuro City, the Marshall Islands held the Peace Road event with 
sixty youth and ten VIPs. They held the Peace Road in two different events. One was 
the Youth Volleyball Peace Road Cup Tournament and the other was a conference 
about the Peace Road Project with UPF Ambassadors for Peace and other VIPs. At the 
opening, our FFWPU National President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Peace Road. 
The Youth Volleyball Tournament was then held at the volleyball court near Majuro 
Airport. The National Police Deputy Commissioner joined as a VIP for the volleyball 
event.

Our UPF Peace Road Conference was held at Marshall Islands Resort Conference 
Room. First Rev. K. Ito introduced the meaning of the Peace Road Project and than 
Hon. Kessai Note, the Former President, gave an address about his view of the Peace 
Road Project and the International Highway Project. He said “the purpose of Peace 
Road must be at first establishing good human relationships.”

For the conference, Hon. Note, Rev. Ito, Hon. Senator Jiba  Kabua, Mr. J.Tulley, Hon. 
Eldon Note, senatorial candidate and former Ambassador to the UN. Hon. A.Capelle 
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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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오세아니아 키리바시  Kiribati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키리바시
Kiribati

일시
Date

2015. 8. 14
August 14, 2015

8월 14일 키리바시에서 피스로드를 위해 키리바시의 아노테 통(Anote Tong)대통
령을 만나 피스로드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설명이 있은 후 아노테 대통령은 피스
로드 현수막과 세가지 색이 다른 피스로드 티, 축구공에 사인을 하며 문선명 총재의 
비전을 중심으로 한 남한과 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기원하였다. 해양자원개발 장관
이자 평화대사인 티니안(Tinian Reiher)과 사업자원부 장관 핀토(Pinto Katia)도 
현수막에 사인하며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날 8월 15일에는 키리바시의 피스로드를 대표하여 파카오프(Fakaofo K 
Sione)가 키리바시 국제공항에서 국립경기장까지 40km를 자전거로 종주하였다.

그는 키리바시 천주평화연합의 토마시우타(Thomasi Uta)회장과 핀토 장관, ANZ
은행직원과 CEO인 루퍼스(Rufus), 국립 텔레콤직원과 CEO 카멜시(Kamlesh 
Sharma), 12명의 현지 자전거 종주단이 그를 환영해 주었다.

환영식 이후 친목을 위해 ANZ은행과 CEO들, 국립텔레콤직원의 축구경기가 펼처
졌다.

경기 이후 자전거 종주단들은 다시 키리바시 국제공항까지 피스로드기와 티셔츠를 
입고 40km를 종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On August 14, we met Kiribati’s president, Anote Tong, in his office in the Parliament Building and explained the 
significance of the Peace Road project to him. After the brief explanation, he wrote a message and signed the Peace 
Road 2015 banner. He also signed 3 different colored T-shirts and a soccer ball. He wished for the peaceful unifica-
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vision of Rev. Sun Myung Moon. Hon. Tinian Reiher, Minister 
for Fisheries and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an Ambassador for Peace and a good friend of UPF,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Hon. Pinto Katia, Minister for Commerce and Industry and Cooperative, who recently became a 
friend of UPF, was also present at the meeting to sign the banner and say a few words about peace and love.

On August 15, Mr. Fakaofo K Sione cycled 40 km from the Bonriki International Airport to the national stadium. 
House Speaker Thomasi Uta, who is also the UPF president of Kiribati and the Minister for Commerce met Mr. 
Sione as did the staff of ANZ Bank Kiribati, including its CEO, Rufus, the staff of National Telecom Kribati and its 
CEO, Mr. Kamlesh Sharma and twelve local cyclists.

After a welcome ceremony, we had a friendly soccer match between staff of members of the two businesses and 
their CEOs. An attraction of the program was Minister Pintos, who played against the ANZ staff. He used to be the 
CEO of National Telecom. Ms. Grace (her English Name), the only Korean citizen residing in Kiribati was also pre-
sent during the soccer match and signed the Peace Road banner.

After the Soccer matched finished Mr. Fkaofa, the cyclist, cycled back 40 km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with the 
Peace Road Flag and T-shirt.

I I I ____l_l _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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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1  오세아니아 사모아 Samoa

대륙
Region

오세아니아
Oceania

국가
Nation

사모아
Samoa

일시
Date

2015. 8. 20-21
August 20-21, 2015

8월 20일 사바이(Savaii)섬에서 사모아의 피스로드가 개최되었다.

사모아 피스로드 조직위는 EFKS 선교사와 학교 교장, 실리(Sili)와 사파팔리(Sapapalii) 마을 
이장으로 구성되었다. 실리 초등학교에서 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국인 평화봉사단 스
테파니 월레스(Stephanie Wallace)도 피스로드를 조직하는데 힘을 보탰다.

피스로드 출발식 행사는 8월 20일 실리 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가정의 평화, 비폭
력 등”의 주제로 연설과 연극, 노래 대회를 준비하였다. 두 곳의 기업에서 부상과 트로피를 후원
해 주었다.

어른들과 마을지도자들을 위해 원화통일무도와 사모아 태권도연합은 무술과 인성 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10명의 젊은 학생들이 선발되어 무술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EFKS 교회 지도자들, 감리교 현대 성인들과 하나님의 집회는 명예롭게 검은띠를 수여 받고 청
소년들에게 통일무도의 가르침을 전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21에는 사파팔리(Sapapalii)에서도 피스로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피스로드의는 또 
다른 주제인 “옛 전통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교육하자”는 주제아래 진행되었다.

부상과 트로피는 우승자들에게 주어졌고, 현지 EFKS교회의 에세라(Esera)목사는 무술훈련의 
중요성과 몸과 마음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폐회식에서는 사팔리(Sapapalii) 학교에서 피스컵 축구와 한국 윷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정
연합 지도자 세티 수아파(Seti Suafa)가 창세기 1장 28절 “선악과를 먹지말라”는 말씀을 바탕으
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모든 마을 지도자들은 감동을 받고 피스로드 행사의 기운이 
각 마을로 전해졌다.

Savaii was chosen because it is where pioneer missionary, John Williams entered Samoa in 
1830,the place where paramount chief Malietoa Vainupo accepted Christianity and the rest of Samoa 
followed suit. It was also the place where the bible was translated into the Samoan language. On Au-
gust 20, Savaii, Samoa held the Peace Road. The Peace Road committee consisted of EFKS (Con-
gregational Christian Church of Samoa) ministers, school principals and village mayors from both 
Sili and Sapapalii. Stephanie Wallace, an American Peace Corps volunteer teaching at Sili Primary 
school, also helped organise it. The Peace Road opening ceremony was on August 20 at Sili School. 
(Sili in Samoan means “highest” or “best.”) Teachers prepared speech, drama and song competitions 
with the theme of peace in the family, non-violence etc. Two businesses helped sponsor prizes and 
trophies. Wonhwa Tong-il Moo Do and Samoa Tae Kwon Do Federations introduced Martial Arts 
and character education to parents and village leaders. Ten young students were chosen to receive 
training as martial arts leaders. Church leaders from EFKS, Methodist, Latter Day Saints and As-
sembly of God received honorary black belts and accepted to have WTMF taught to its youth. On 
the 21, Sapapalii had their Peace Road event. Being the village to which the missionary ship “Mes-
senger of Peace” arrived; much of the drama centred on the reenactment of the first missionaries 
landing in Sapapalii. Another aspect of the Peace Road theme was the reviving old customs to edu-
cate the young. The prizes and trophies were given for winners and Reverend Esera, the local EFKS 
pastor spoke mostly on the need for martial arts training and the need for youth to unite mind and 
body. The conclusion they challenged Sapapalii School in the “Soccer For Peace Cup” and a Korean 
Yut game. Finally FFWPU leader, Seti Suafa, gave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Genisis 1:28 and 
the commandment, “Don’t eat the fruit”
All village leaders were very moved and the event lifted the spirit of the villagers.

I 

I, 



375

8.20-21  오세아니아 사모아 Samoa


	자료집 컬러
	자료집 p1-106
	자료집후반 p107-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