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sed on a 100-year Legacy, the Resolution of Heavenly Youth Advancing to the Next Millennium 

100 년의 유산, 1000 년을 향한 신청년의 선언 

 
In celeb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Rev. Dr. Sun Myung Moon and to honor his legacy, 
we have gathered here under the theme “The Role of Youth in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with the determination to bring about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sire to establish true world peace.  

오늘 우리는, ‘문선명 선생 탄신 100 주년’을 기념하여, ‘공생공영공의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열의를 다지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각오와 결의를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Dr. Hak Ja Han Moon, the found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uth and Students for Peace, 
has presented the vision of “The realization of one human family under our Heavenly Parent” and, 
through the practice of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has been the 
embodiment of this vision. Dr. Moon has dedicated her life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in our global 
village as well as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by disseminating 
the principles of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throughout the 
world beyond the barriers of religious persuasion, political leaning, economic circumstances and 
ethnicity.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창립자이신 한학자 총재는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누리는 공생, 함께 참여하는 공영, 함께 실천하는 공의를 

실현해 왔다. 특별히 공생 공영 공의의 뜻과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종교 정치 경제 인종 

국경의 벽을 넘어 지구촌의 항구적 평화실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왔다.  

 
Therefore, we “heavenly” youth and students attending IAYSP Forum 2020 agree with the vision Dr. 
Hak Ja Han Moon has presented, and will inherit the heart of filial piety for Heaven that she has shown 
us through her life. Let us contribute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by raising young leaders that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the following resolution: 

이에,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포럼 2020 에 참석한 우리 신(神)청년학생들은 한학자 총재께서 

제시한 평화세계 실현의 비전에 동의하며, 삶 속에서 보여주신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아, 평화세계 

창건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 동행 협력함으로써 세계 평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We agree with the founder’s vision of a peaceful world created through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and will support its realization by raising youth and student 
leaders with moral character and principled values. 

하나, 우리는 창립자의 생애와 업적을 상속받아, 전 세계의 청년학생들이 연대 협력하여, ‘공생 

공영 공의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We will inherit the founder’s life purpose and cooperate with youth from across the world to take the 
lead in realiz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of peace by practicing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하나, 우리는 창립자가 제시한 공생 공영 공의의 평화세계 비전에 동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글로벌 청년학생 지도자들을 양성할 것을 결의한다. 

 
 
We are committed to inheriting the founder’s filial heart for Heaven and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youth and students’ activities that pursue the advancement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나, 우리는 창립자가 보여준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프로젝트를 주도 및 확산하기 위한 청년학생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All Leaders and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uth and Students for Peace 
February 20, 2020 
 

2020 년 2 월 5 일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지도자 및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