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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시상식 순서 (Order)
1.

사회 : 제창주 KBC광주방송
MC : Je Chang-ju(KBC)

시작 공연 : 바리톤 김대주
Opening Performance : Kim Dae-Joo, Baritone

2.

개식사 :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Opening Remarks : Kim Jun-tae, Chairpers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3.

수상자 결정문 낭독 : 유영표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
Statement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2011 : Yu Young-pyo, Chairperson of the Prize Committee

4.

축사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Congratulatory Address : Kang Un-tae. Mayor of Gwangju

5.

수상자 소개 영상물
Introductory Film about the Laureates

6.

시상식
Award Ceremony

7.

수상자 소감발표
Laureate's Speech

8.

특별상 수상자 소감발표
Special Prize Laureate's Speech

9.

축하 공연 : 인도음악공연 박재록
Closing Performance : Park Jae-rok, Indian Music Performance

10.

폐회선언, 기념촬영, 축하리셉션 (리셉션홀)
Closing Address : Photos and Reception

광주인권상 소개
시상배경
'5·18 시민상'과 '윤상원상'의 제정 취지 및 통합
·'5·18 시민상'은 5·18유족회에서 5·18의 전국화를 목적으로 1991년 제정한 상이다. 5·18진상규명을 위해 노력
한 단체나 개인 중에서 5·18비관련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년 5월 18일 추모식에서 시상했다. 한편 '윤상원상
'은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산화한 항쟁지도부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추모 사업을 주관해 온 광주지역 인사들
과 유가족이 기금을 조성하여 5·18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했다.'5·18 시민상'과
'윤상원상'은 수상자를 국제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1998년 5·18기념재단에 이관하게 되었다.

역대 '윤상원상', '5·18 시민상' 수상자 명단
연도

윤상원상

5·18시민상

'91

농민문제연구소,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홍성담

故김의기, 故김태훈, 故이동수

'92

전국농민총연맹전남도연맹, 정해숙

문익환, 故김종태, 故송광영

'93

광주전남민가협, 반민족연구소, 정향자

故이한열, 故최덕수

'94

극단 토박이, 정광훈

故박관현, 윤점순

'95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교조 전남지부, 황석영

안성례

'96

김상근(목사)

황인성, 강연균, 정웅태

'97

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

곽노현, 박연철

'98

고영구(변호사, 前 민변 회장)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통합을 위해 수상자 내지 않음

'99

통합 논의와 광주인권상 제정
·1999년 8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각종 상을 통합하여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5·18시
민상', '윤상원상', '박관현상', '5월정의상'등의 시상 주체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18시민상'과 '윤상원
상'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5·18기념재단은 200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광주인권상'과 관련한 명칭과 관련 시
상규정을 확정하여 첫 시상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인권상의 제정취지
·광주인권상은 '오월 시민상'과 '윤상원 상'을 통합하여 그 취지를 계승하고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대
한 공헌을 한 현존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자 2000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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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위원 추천기관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업무를 관장한
다. 위원장직은 첫 번째 심사위원회 소집 일로부터 시상식을 완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첫 번째 회의는 재단 이사
장이 소집하며 이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사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수상자는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 수
상자의 경우 2인 이내의 공동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추천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공동수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심사위원 추천기관은 2006년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했는데 국회의장, 국가인권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사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이다. 추천된 심사위원은 수상자 발표 전까지 공개
되지 않는다.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및 심사위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상자

사나나 구스마오
(티모르저항민족회의 의장)

위원장/위원

직책

추천기관

이광우 위원장

전남대 명예교수

5·18기념재단

강창일

배재대 교수

5·18기념재단 이사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5·18기념재단 이사

조철현

신부

5·18기념재단

조철현 위원장

신부

5·18기념재단

바실 페르난도

강신석

목사

지역원로, 종교

(AHRC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스리랑카)

배다지

부산기념사업회 고문

5·18기념재단 이사

윤영규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황인성

의문사진상규명위

시민사회단체

홍근수 위원장

향린교회

시민사회단체
5·18기념재단 이사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박경린

광주 YWCA 사무총장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

시민사회단체

(한국)

이광우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상갑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인 위원장

신부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단데니야 자얀티

강신석

목사,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스리랑카 실종자
기념회 사무총장)

나병식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웅산 수찌
(버마 NLD 사무총장)

조찬배

회장, 유가협 회장

5·18기념재단 이사

임선숙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경서 위원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국가인권위원회

김경남

목사, 기념사업본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석무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설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선숙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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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9

2010

박석무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송동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무호

기념사업본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차성환

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프가니스탄 국회의원)

앙카나 닐라빠이짓

전문위원

안종철 국가인권위원회, 이정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이은영 위원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효림 위원장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곽노현

방통대 교수,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박석무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차성환

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조효제,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이홍길 위원장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인도 반카스트제도
운동가)

김칠준

변호사,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롬 샤밀라

차성환

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도 반군사특별권한법
폐지 운동가)

정의용

국회의원

국회의장

전문위원

정문태 한겨레 21, 전제성 전북대학교

레닌 라구와니쉬

2008

국가인권위원회

와르다 하피즈

(태국 인권활동가)

2007
공동수상

목사

(인도네시아 UPC 사무총장)

말라라이조야
2006
공동수상

이해학 위원장

노영민 위원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김칠준

변호사,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무니르 말리크

문국주

상임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이광호

부산민주공원 관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광장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전문위원

전제성 전북대학교, 나효우 아시아NGO센터, 수바트라 기자 태국 The Nation

문영희 위원장

경기일보 논설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칠준

변호사,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민꼬나잉

이정현

국회의원

국회의장

(버마 민주화운동가)

차성환

이사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광장

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전문위원

나효우 아시아NGO센터, 정문태 한겨레 21, 송진호 YMCA 전국연맹

문영희 위원장

부이사장(경기일보 논설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옥신

사무총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실 파큐렐

이정현

국회의원

국회의장

(네팔 인권운동 지도자)

김재규

이사장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광장

이사장

5·18기념재단

전문위원

정문태 한겨레 21

※ 2006년부터 심사위원 추천기관 자체규정으로 확정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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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The Background of the Prize
Objectives of 'The May Citizen's Award' and 'Yun Sang-won Award', and their consolidation
·'The May Citizen's Award' was established to further the spirit of the May 18 Gwangju Uprising across the country
by the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ies in 1991. Every May 18, the award was given to recipients among those
who were not the May 18 victims but had contributed to a fact-finding mission into the tragedy. 'Yun Sang-won
Award' was established to pay tribute to Yoon Sang-won, the spokesman of student leaders who was killed at
the Chollanamdo Provincial Hall on May 27, 1980. Bereaved families and other Gwangju citizens selected and
award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strove to resolve issues regarding the May 18 Gwangju Uprising. As
part of efforts to expand the pool of winners worldwide and to raise its status, these two awards were
consolidated and transferred to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 1998.

List of the previous laureates of 'Yun Sang-won Award' and 'The May Citizen's Award'
Yun Sang-won Award

Year

The May Citizen's Award

'91

Research Institute on Farm Issues
Jeonnam Democratic Youth League, Sung-dam Hong

The late Kim Eui-gi, Kim Tae-hoon and
Lee Dong-soo

'92

Jeollanam-do Federation of KFL, Jeong Hae-sook

Mun Ik-hwan, the late Kim Jong-tae and
Song Gwang-young

'93

Gwangju-Jeonnam MINKAHYUP
Research Institute on Anti-national Activities, Jeong Hyang-ja

The late Lee Han-yeol and Choi Duck-soo

'94

Tobaki (Theater troupe), Jeong Kwang-hun

Yun Jeom-soon, the late Park Kwan-hyun

'95

Gwangju Women Workers' Association
Jeonnam branch office of KTU, Hwang Sok-young

Ahn Seong-rye

'96

Kim Sang-gun (pastor)

Hwang In-seong, Kang Yeon-gyun
Jeong Woong-tae

'97

Kwon Young-ghil (KCTU chairman)

Gwak No-hyeon, Park Yeon-cheol

'98

Koh Young-koo
(A lawyer and former president of Minbyun)

May Art and the Gwangju-Chonnam
Artists Association

'99

No recipient due to the consolidation of two awards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solidation and Establishment of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Based upon the necessity to heighten the status of May 18 by integrating awards related to the Gwangju Uprising,
representatives of 'The May Citizen's Award', 'Yun Sang-won Award', 'Park Kwan-hyun Award', 'The May Justice
Award' and others held a discussion in August 1999. As a result, 'The May Citizen's Award' and 'Yun Sang-won
Award' were chosen to be merged.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selected its first awardee after finalizing the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ward at its first Board of Directors' meeting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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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of the Prize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in 2000 in an effort to promote the spirit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Prize has faithfully inherited the objectives of its predecessors, 'The May Citizen's Award'
and 'Yun Sang-won Award', and select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unity / solidarity and world peace.

The Committee and the Recommendation of Potential Members
· The Chairperson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Committee is elect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mmittee, presiding over meetings and overseeing related projects. The Chairperson is effective from the first
committee meeting until the end of the award ceremony. The first committee meeting is conve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fter that, the Chairperson may summon an extraordinary
meeting, if necessary. Full attendance is required for the Committee meetings and decisions are made based on
unanimous concent. In principle, only one individual or organization should receive the award, but two
individuals may be awarded as joint winners, provided that more than two candidates are not nominated as joint
winners by the sam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members of the Committee may be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of National Assembl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resident of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the Chairperson of Pusan Democratic Memorial
Association, and the Chairpers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The list of Committee members should
not be disclosed until the award announcement has been made.

Previous Members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Committee
Year

Laureate

Chair/member

Chair Lee Gwang-woo
2000

2001

2002

Xanana Gusmao
(CNRT, East-timor)

W. P. J. Basil Fernando
(AHRC, Sri-Lanka)

Korea Association of
Bereaved Families
for Democracy
(Korea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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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commend Org.

*The May 18 MF

Kang Chang-il

Baejea University

*The May 18 MF

Park Won-soon

Lawyer

*PSPD

Ahn Byung-wook

Catholic University

*The May 18 MF

Cho Chulhyun

Catholic priest

*The May 18 MF

Chair Cho Chulhyun

Catholic priest

*The May 18 MF

Kang Shin-soek

Reverend

Civil community

Pae Da-jee

Advisor

*The May 18 MF

Youn Young-kyou

Chairperson

*The May 18 MF

Hwang In-soeng

National Commission for Truth Finding

Civil community

Chair Hong Gunsoo

Reverend

Civil community

Park Kyung-rin

Board member

*The May 18 MF

Yoon Han-bong

Minjokmirae Research Institute

Civil community

Lee Gwang-woo

Chairperson

*The May 18 MF

Lee Sang-kab

Lawyer

*LDS

2003

2004

2005

Chair Song Ki-in

Catholic priest

Dandeniya Jayanthi

Kang Shin-soek

Chairperson

*The May 18 MF

(Monument for the
Disappeared Sri-Lanka)

Na Byung-sik

Executive Director

*KDF

Aung San Suu Kyi
(NLD, Burma)

Ambassador of National Human Rights

*The May 18 MF

Chief commemorative programs HQ

*KDF

Park Seok-moo

Chairperson

*The May 18 MF

Seol Dong-il

Executive Director

*BDMA

Lim Seon-sook

Lawyer

*LDS

Chair Lee Hae-hak

Reveren

*NHRC
*The May 18 MF

Lawyer

*LDS

(UPC, Indonesia)

Song Moo-ho

Chief commemorative programs HQ

*KDF

Cha Sung-hwan

Executive Director

*BDMA

Advisor

Ahn Jong-Choel NHRC, Lee Jeong-ok Daeku Hyosung Catholic University

Co-chair Lee Eun-young

Member

*National Assembly

Co-chair Hyo Rim

Vice-president

*KDF

(Human Rights Activist,
Thailand)

Kwak Nho-hyun

Secretary General

*NHRC

Malalai Joya

Park Seok-moo

Chairperson

*The May 18 MF

(National Assembly,
Afghanistan)

Cha Sung-hwan

Executive Director

*BDMA

Advisor

Cho Hyo-je, Park Eun-hong SongKongHoe University

Chair Lee Hong-Ghil

Chairperson

*The May 18 MF

Kim Chil-joon

Lawyer, Secretary General

*NHRC

Moon Kook-joo

Executive Director

*KDF

Cha Sung-hwan

Executive Director

*BDMA

Jeong Ue-yong
Advisor

Member
National Assembly
Jeong Moon-tae Han Kyo-reh 21, Jeon Jae Soeng Chonbok University

Chair Rho Young-min

Member

(Human Rights
Activist, India)

Lenin Raghuvanshi

(Human Rights
Lawyer, Pakistan)

Min Ko Naing
(Democracy Movement
Activist, Burma)

Sushil Pyakurel
2010

Chair Park Kyung-seo
Kim Kyung-nam

Park Seok-moo

Muneer Malik

2009

*The May 18 MF
*LDS

Song Dong-ho

(PVCHR, India)

2008

Board member
Lawyer

Wardah Hafiz

Irom Sharmila Chanu
2007
CoLaureates

Cho Chan-bae
Lim Soen-sook

Chairperson

Angkhana Neelapaijit
2006
CoLaureates

*BDMA

(Accountability
Watch Committee, Nepal)

National Assembly

Kim Chil-joon

Lawyer, Secretary General

*NHRC

Moon Kook-joo

Executive Director

*KDF

Lee Kwang-ho

Executive Director

*BDMA

Yoon Kwang-jang

Chairperson

*The May 18 MF

Advisor

Jeon Jae Soeng Chonbok University, Na Hyo-woo Asia NGO Center, Subatra The Nation(Thailand)

Chair Moon Young-hee

Vice-president

*KDF

Kim Chil-joon

Lawyer, Secretary General

*NHRC

Lee Jeong-hyun

Member

National Assembly

Cha Sung-hwan

Board member

*BDMA

Yoon Kwang-jang

Chairperson

*The May 18 MF

Advisor

Na Hyo-woo Asia NGO Center, Jeong Moon-tae Han Kyo-reh 21, Song Jin-ho YMCA

Chair Moon Young-hee

Vice-president

*KDF

Kim Ok-shin

Lawyer, Secretary General

*NHRC

Yoon Gwang-jang

Chairperson

*The May 18 MF

Lee Jung-hyun

Member

National Assembly

Kim Je-gyu

Chairperson

*BDMA

Advisor

Jeong Moon-tae Han Kyo-reh 21

* BDMA : Busan Democratic Memorial Association, KDF : Korea Democracy Foundation, LDS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NHRC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SPD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ay 18 MF :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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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사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준태

신록의 계절, 지금은 우리들 마음도 푸르러지는 5월입니다.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사에
게 시상하는 광주인권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환영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2011국
제인권도시네트워크와 광주아시아포럼 행사에 참여해 주신 참가자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
니다.

오월광주는 어느새 서른한살 청년이 되었고, 광주인권상은 올해로 1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월광주는 한
국의 민주화운동에 전환기적 사건이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한 심장이 되어 우리들 가슴속에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광주인권상은 이제 걸음마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서 오월정신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8월 30일 설립한 5·18기념재단은 '조국의 민주·자주·통일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정신
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5·18광주항쟁은 지난 31년 동안 꾸준히 이 땅의 역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심는 것 못지않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1980년 '오월광주'가 이
땅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심은 민주주의 나무, 인간존중과 자유와 평화의 의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정신
인 공동선, 오월에서 통일로, 시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민족사적 운명을 같이한 광주정신을 잘 지켜나가는
데 힘을 합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비나약 센씨는 결코 인도만의 비나약 센이 아닙니다. 비나약 센은 광주의
비나약 센이이며, 오월광주는 인도의 오월광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
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살아있는 오월영령들을 새롭게 기억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이신 비나약 센과 올해 처음 제정된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인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 협회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상자 선정에 함께 해주신 심
사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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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Kim Jun-tae, Chairpers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t is May, the season of fresh green which makes our hearts green as well. I would like to welcome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who participated in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 am
especially delighted to see you again after meeting you at 2011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and the Gwangju
Asia Forum.

It has been 31 years already since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will be warded for the 12th time this year. The May 18 Gwangju Uprising was a turning point of South Korea's
democratic movement and has been our heart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hich is continuously throbbing.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s making every effort to spread the spirit of May and hope to the broader
world.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founded on August 30th 1994, was launched with the goal of 'commemorating
the great and sublime spirit of the May 18 Gwangju Unrising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regional society by inheriting the spirit and developing it further'. No one would deny that the May 18
Gwangju Uprising has played the role as light and salt in this world for the past 31 years.

To cultivate the tree named 'democracy' is just as important as to plant it. With this in mind, I will provide unsparing
support for the 'May Gwangju' of 1980 to cultivate the tree named 'democracy', remain commitment to human
respect, freedom, peace as well as common good which are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beings helping the
citizens keep the sublime spirit of Gwangju together.

Distinguished guests!

Binayak Sen, the winner of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s the hero not only for India but also for
Gwangju. Similarly,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s very meaningful for India as well as South Korea. I
hope many heroic souls who are still struggling for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sacrificing themselves in
difficulty are commemorated and honored through this even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Binayak Sen, the winner of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s well as Israeli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 the first winner of the special prize. And I want to thank the judging
committee for their efforts in the nominating process this year and all the related people. Thank you.
18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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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 결정문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인도의 인권활동가 비나약 센(Binayak Sen)을 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하였습니다. 비나약 센은 인도의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합(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의 전국 부대표이
자 의사로서 사하티스가(Chhattisgarh) 주에서 빈민 의료봉사와 함께 인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한 그는 인도당국의 특별보안법에 의해 지
난 2007년 5월 전격 투옥되었으며, 인도 당국의 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사면위
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비나약 센에 대한 인도 당국의 탄압에 항의하는
4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고등법원은 2010년 12월 그를 '종신형'에
처하며 다시 투옥하였으나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비나약 센의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온 그에게 내려질 선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떠오르는 경제 성장국가로 그 인구가 11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인도의 경제발전은 오랜 기
간 식민지 지배의 그늘을 벗어 아시아의 발전을 이끄는 국가로서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인도의 인권상황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국가로서 그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비나약 센의 수상으로 2007년 광주인권상 공동수상자인 인도 마니푸르 주의
이롬 샤밀라를 포함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채 탄압 받는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을 소중하게 기
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민주화의 물결이 파도치는 중동에도 인권과 평화의 결실이 넘쳐나기
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처음 제정된 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평화를 위한 이스라
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Israeli-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를 선정하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이
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 가족을 잃은 500여 유가족이 1995년에 함
께 설립한 단체로 고통스러운 상처와 상실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5월 광주
가 지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4월 21일
2011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유영표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위 원 : 박영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위 원 :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위 원 : 이정현 (국회의원)
위 원 :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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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2011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Committee 2011 would like to announce that the Committee has selected
Binayak Sen as the winner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2011. Binayak Sen, as an accomplished medical
practitioner has distinguished himself by his devotion to providing health services for the poor and by his strong
advocacy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uctural violence inflicted on the poor in Chhattisgarh, a state in central
India. Apart from that, he has also been active in 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docum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during the anti-Naxalite conflict.
Binayak Sen has demonstrated through his life's work his steadfast commitment to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o have been struggling against state violence, as a result of which he was imprisoned, under the special security act
of the Indian authorities, in May 2007. Amnesty International has labeled him as a prisoner of conscience, as his case
highlights the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derive from abuse of the security laws in India.
Despite the determined efforts of 45 Nobel Laureates and of global civil society campaigning on his behalf, he was
given a life sentence by order of the court in December 2010. However on 18th April 2011, he was released on bail by
the Supreme Court. Indeed, it was very good news to hear of his release on bail by the Supreme Court though it is also
difficult to say how the final decision will be made by the Indian justice system. W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sentence, as he has been dedicating his whole life to the poor.
India on the other hand, is a rising country which has been making progres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whose
population is becoming more than 1.1billion. India's progress has given hope to many Asian countries as a leading
country which escaped the long time shadow of colonizati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ndia, however, fails to
reach the expectations of global society.
We sincerely believe that this prize may become the opportunity to cherish the memory of activists everywhere who
are under the pressure of state violence, including Irom Sharmila, and therefore, the committee's aspiration as
expressed in the awarding of this year's prize to Binayak Sen also reaches from Asia to the Middle East region, which is
spreading out its hope for democratization as a path to realizing human rights and peace.
Moreover, we would like to announce that we have selected the Parents Circle Families Forum - Israeli-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 as the winner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Special Award. PCFF, made up of over
500 bereaved families in 1995, has undertaken great efforts in the midst of ongoing violence to transform their
incredible loss and pain into reconciliation and peace, which Gwangju, the City of May pursues.

21 April 2011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Committee 2011
Chair of Committee Yu Young-pyo (Korea Democracy Foundation)
Members of Committee
Park Young-kwan (Busan Democratic Movement Memorial Association)
Lee Jeong-hyun (National Assembly)
Son Shim-gi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Kim Jun-tae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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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정의와 민주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5.18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2011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어 오늘 영예로운 '광주인권상'에 빛나는 '비나약 센' 선생님과 이를 대
신 수상하시는 가족 여러분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인권을 지키면서 5월의 광주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온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인권 단체와 운동가, 민주 인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어느덧 1980년 5·18이 한 세대를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5월 항쟁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해 자유를 부르짖고, 권력에 눈 먼 정치군인들의 총칼에 맞서 싸
우다 학살을 당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 떨쳐 일어나 광주의 기개를 보여준 5·18민주화운동
이 오랜 동안 탄압과 왜곡을 이겨내고 국내외에 두루 걸쳐 한국 민주화 운동의 근간이자 동아시아 민주주의 이
정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도의 '비나약 센'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광주인권상'은 지난 2000년에 5·18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이제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1회 때 동티모르 저항민족평의회 의장 '사사나 알렉산더 구스마오'가 선정된 이래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
사를 비롯한 세계적 민주인권 운동가들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시는 '비나약 센' 선생님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실
천해 오신 분입니다. 종신형의 투옥과 같은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은 '비나약 센'님의 용기는 죽음의 두려움
을 이겨내며 저항했던 광주의 시민정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과 평생을 함께 한 '비나약
센'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사방이 가로막힌 어둠 속에서도 나눔과 연대라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던
5월 광주의 그 날을 떠올립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시상하는 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로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
회'를 선정했습니다. 본 유가족협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통해 가족을 잃은 유족이 설립한 단체로 상
처와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이 광주의 숭고한 5월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소
외된 이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 광주인권상 수상을 거듭 축하드리며,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영
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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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Address
Kang Un-tae, Mayor of Gwangju

I believe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s held today commemorating the 31th
year since the May 18 Gwangju Uprising when we fought for justice and democracy.
I would like to pay my respect to Dr Binayak Sen, the winner of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who has
committed himself for the poor neighbor as well as his family who will accept the prize on his behalf. I want to thank
all the human right organizations and activists as well as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which has led the
victorious history of the 'May Gwangju' by advocating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As we face the new year after one generation has passed since the May 18th 1980, we should think about the
meaning and the spirit fo the May 18 Uprising again. We can remember first, that many people resisted against
injustice and dictatorship, struggled for freedom, and were massacred by political power with guns and swords.
I am very proud of that the May 18 Gwangju Uprising overcame severe suppressions and hardships and became the
foundation for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as well as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of the whole Asia.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 that Dr. Binayak is given today, has grown to the renowned prize with
international status since it was created in 2000 to follow and further develop the spirit of the May 18.
After Sasana Alexander Gusmao was selected as the first winner of this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many
eminent human right activists including Aung San Suu Kyi from Myanmar were awarded this prize.
Dr. Binayak Sen, the winner of the 2011 Gwangju Prize of Human Right, has been committed to advocating human
right more than any others which is universal value of human beings. Dr. Binayak Sen was undaunted by many
threats such as life imprisonment, and his indomitable spirit is not any different f개m the spirit of Gwangju citizens
who struggled for freedom without fear of death. And his commitment to the poor reminds us for the day of May
18th, when there was full of warm community spirit and solidarity despite many hardships that no one knew how
to overcome.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 special prize of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s given to Israeli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 The winner of the special prize was founded by bereaved families who
had lost their loved ones during Israeli-Palestinian conflicts, and is making effort for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after overcoming their grieves.

I expect that our neighbors in the world to give courage and hope to the alienated neighbors and make effort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following the sublime spirit of 'May Gwangju'.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winner of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gain, and best wishes for all
the people who have committed their lives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Thank you.

18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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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 연설문
비나약 센 (인권운동가, 인도)

저를 2011년 광주 인권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이 상은 저 뿐만 아니라, 저의 집
과 직장이 있는 Chhattisgarh를 비롯한 인도 전 지역에서 정의와 평의를 위해 투쟁 중인 모든 인권운동가들에
게도 큰 영예 입니다. 먼저 저를 지지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직접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국민, 특히 자유, 민주주의, 정의를 사회의 핵심가치로 성장시키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인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모든 순국선열은 더욱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모
든 아시아인들에게 감화를 줄 것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국인 인
도국민들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개인과 기관에 의한 모든 폭력을 규탄합니다. 저는 폭력이
주정부나 개인이 법의 범위 밖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효력이 없고
지속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시민자유연합'의 회원 및 지도자로서, 주정부가 인도
헌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정부나 유관기관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회로서, 우리는 모두 국가의 일부분이며, 국민
없이는 국가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폭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해를 가하기 위한 무기 및
폭발물의 사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조적 형태의 사회에는 다른 형태의 폭력도 존재하며, 저는 이러
한 폭력이 총이나 폭탄보다 더욱 만연하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기 때
문에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 겸 공중보건 전문의로서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형태의
폭력입니다.

오늘 저의연설에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린 후, 전 세계 인구의 1/6이상을 차지하는, 제
조국 인도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저의 관점을 이야기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보건,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Chhattisgarh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뉴델리의 Jawaharlal Nehru 대학교에서 잠깐 근무한 이후 인도
남부 Vellore에 위치한 크리스찬 의과대학 (CMC)에서 소아과의사 교육을 받은 것은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CMC에서 저의 졸업논문은 아동의 극심한 영양실조에 관한 것이었으며, 영양 및 건강과 행복과의 관련성이라
는 주제는 제가 일생에 걸쳐 관심을 가져 온 분야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Madhya Pradesh 지방의 일부였던
인도 중부의 Chhattisgarh는 2000년 별개의 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토착민 즉 'adivasis' 로 구
성된 대규모 인구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 2011 광주인권상 시상식

Chhattisgarh는 인도에서 가장 광물이 풍부한 주이며, 철광석, 석회석, 백운석, 석탄, 보크사이트 매장량도 많
습니다. 이 지방은 또한 인도의 전체 철강 및 시멘트의 20%를 생산하고 화력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광물
자원의 대부분이 adivasis 땅 밑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hhattisgarh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adivasis는
경시되어 왔으며 오랜 기간 동안 영양상태, 헬스케어, 교육과 같은 기본조건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재는, 정치적 후원을 입은 민간기업들이 이 지역의 방대한 광물을 채굴하려고 함에 따라 토착민들의 거주지 및
전통적 생계자원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아내인 Dr Ilina Sen(성별 연구에 특히 주력한 사회학자) 와 저는
Chhattisgarh Mines Shramik Sangh (CMSS)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광업 및 철강플랜트
산업 노동자들이 결성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며 전설적 인물 Shankar Guha Niyogi가 지도자였습니다.
Niyogi는 이 광업노동조합에서 토착민 및 광부의 권리를 위한 결렬한 투쟁을 지휘했으며 이 투쟁은 커뮤니티의
힘이 바탕이 된 사회 이니셔티브를 강력히 추구했습니다. 보건 근로자 커뮤니티를 통해 보건 지원활동 프로그
램을 펼치는 것이 이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80대 중반이 된 우리는 주도인 Raipur로 이동하여, 여성의 권리 및 식품안전성을 비롯한 인권 및 헬스케어에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중심 비정부 조직 (NGO)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통해 우리는 보건 근로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보건 프로그램의 주류화 주력했으며 현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인도정부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Chattisgarh에서 30 동안 보건관련 활동을 하면서 제게 반복해서 깨닫
게 된 사실은, 사람들의 영양상태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안녕이 이들의 보건상태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은 고립되거나, 권리에 대한 넓은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권운동에 가담한 것은, '시민자유연합 (PUCL)'과 함께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일반 시민의
발언 및 표현의 자유가 정지되었던 Emergency의 암흑기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Jai Prakash Narayan가 창설한
역시 깊고 명망 높은 인도 인권단체입니다. Chhattisgarh가 새로운 주로 형성되었을 때, 저는 PUCL의 총무가
되었으며, 후에는 PUCL 국가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토착민들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
고, 이들에 대한 주정부의 둔감성 및 경찰의 잔혹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폭로하는 많은 인권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Chhattisgarh 정부는, adivasis의 토지, 물, 임야에 매장된 공동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계옵션에
대한 접근성까지 박탈하는 토지매입 및 메가 개발 프로젝트에 가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오이스트 반대를
표방하는 이 지방 임야에 대한 주정부 조치는, 억압적 법률, 경찰의 잔혹함, Salwa Judum이라고 하는 경호단체
나 민병대의 지지를 통해 토착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PUCL를 대표하여 저의 제 동료는
민병대의 잔혹행위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가 은밀히 투쟁 용의자들을 제거하는
소위 "인카운터 킬링 (encounter killing)"행태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그 중 한 조사는 형사사건 등록으로
이어졌고 8명의 경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주정부 경찰측에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PUCL은 또한, adivasis의 거주지에 위치한 광물을 채굴하여 일궈낸 경제발전의 성과를 그들과 공유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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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원조치도 없이 쫓아냈던 시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인권운동 및 토착민에 대한 정부의 잔혹행위를 노출시키는 활동에 점차 많이 가담하게 된 것이, 제가 2007년
5월 14일 구금된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저는 마오시스트를 지지함으로써, Chhattisgarh 특별공공보안법
2005 (CSPSA) 불법행위 (방지)법 1967의 조항을 위반하고, 선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Raipur지방 하급법원에서 저와 다른 2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 식민지시대 법에 따라 '선동행
위'에는 너무나도 엄격한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법은 19세기에 제국 총독이 제정한 것으로, 영국 법률
로부터 인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투쟁가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제는 광주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인도 최고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입니
다. 인도 최고법원은 지난 4월 15일 청문회에서, 선동법이 제게 잘못 적용되었고 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저는 유죄 및 종신형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계속해서 Chhattisgarh 고등법원에서도
항소했으며, 저는 제 행위가 항상 정의와 평등을 위한 것이며, 결코 선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확실해질 밝혀
질 때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Chhattisgarh에 대해 말씀 드린 내용은 오늘날 인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조국 인도
는 훌륭한 고대 국가입니다. 인도는 사람, 문화, 언어, 민족의 다양성이 엄청난 곳입니다. 또한 세계 주요 종교
인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이며, 훌륭한 철학자, 수학자, 의사, 사회혁명가를 많이 배출한 나
라입니다.

오늘날 인도는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8~9%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기록했습
니다. 훨씬 앞서있는 중국과 더불어, 인도는 향수 몇 년 이내에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미 가
장 많은 국내 달러 억만장자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달러 억만장자의 수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대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를 들여다보면 겉모습처럼 그렇게 유망하지 만은 않습니다. 인도
는 세계에서 절대빈곤인구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2007년, 1993~94와 2004~05 기간의 정보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비공식부분 (영세부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8억3,600만 명의 이르는 인도 국민이 일
인당 소비 20루피, 혹은 미화 0.50센트가 채 되지 않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차원 빈곤지수 (MPI)를 사용한 2010년 UNDP/Oxford 대학교 연구에서는, 인도 8개 지방이 아프리카
26개국보다 더욱 가난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Bihar, Chhattisgarh, Jharkhand, Madhya
Pradesh, Orissa, Rajasthan, Uttar Pradesh, West Bengal지역에서 극심한 빈곤이 만연하며, 이들 지방을 합하면
아프리카 26개국보다 11,00만 명이 더 많은 총 4억2,100만 명의 인구가 "MPI 빈곤"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외과의사 겸 소아과의사로서 제가 염려한 것은 이렇게 절대빈곤 상태의 인구가 많으면 인종학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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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구의 보건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종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는 특정 이유가 있으며, 결코 수사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국가 영양 모니터링 사무국 (NNMB)에 따르면, 인도의 성인인구 33% 이상의 체질량 지수 (BMI)가 18.5 미
만이며, 이 수치는 만성 영양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세부그룹으로 분해하면, 지정 소수종
족 (Adivasis) 50% 및 천민계급 (달리트) 60%의 BMI가 18.5 미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BMI가 18.5 미만인 인구가 40% 이상인 지역은 기근상태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인도에는 지정 소수종족과 천민계급과 같이 영구적으로 기근상태에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다
양한 하위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인구는 일반적인 인구가 아닌 특정 민족이며, 제가 UN 정
의에 따라 '인종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현실 이외에도 많은 문
제점이 있습니다. 인도 5세 이하 아동의 43%는 연령별 몸무게로 보면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인도의 영양
상태 아동의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UNICEF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도 아이들이 매년 영양실조 관
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정 인구가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오늘날 인도 주정부가 운영하는 합동 무장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소유 자원을 착취하려는 정책의
주요 타겟도 이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도중부지역 Adivasis는, 오랜 기간 동안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야, 강, 토지와 같은
공동소유자원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국제금융자본의 확장이 마지막 단계에 착수하면
서, 현재는 압류 및 민영화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공용수용이란 주의 모든 토지 및 천연자원의 최종 소유권
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공공수용 원칙에 따라, 광활한 면적의 토지 및 임야, 수자원이 국제 금융자본
을 갖춘 인도 계열사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Chhattisgarh 및 인도 기타 지역 민간인으로부터 입수한 토지는 채광 및 대규모 철강플랜트, 발전소 건축을 목
적으로 산업체 소유가 되어 왔습니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식민지 시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매입의 강요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정부에서는 이 저항을 '마오이스트'라는 하나의 범주로 치부했으며, 이에 대
해 잔혹행위 및 인권침해로 대응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회적 구조는 즉각적으로 개정되지 않을 만큼 양극
화되었으며, 사회 내 깊은 균열이 채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이렇게 엄숙한 행사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Chhattisgarh의
Bastar와 같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억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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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억압 뒤에 숨겨진 힘은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국한된 '시장경제'라는 틀에 들어맞지 않
는 커뮤니티의 경우, 쓰나미와 같은 글로벌 자금흐름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의 초래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습니다.

과거 식민주의로부터 고통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로부터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에는 특별
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과거에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던 폭력과 착취를 제 3세계 국가 국민들을 대
상으로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한국의 철강 대기업 POSCO의 한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POSCO는 인도 Orissa 주에서 120억 달러 프로젝
트에 착수했으며, 이는 120억 달러규모의 철광석을 채굴하여 항만 및 메가 철강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
니다.

인도의 운동가들은, Orissa정부와 POSCO가 체결한 MoU를 통해 POSCO가 6억 톤 이상 규모의 고급 철광석 채
굴권을 얻는 것이 국가적 관점에서 너무 불리하다고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POSCO가 지불할 사용료는 톤
당 약 24 루피인 반면 국제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현재 약 5000루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POSCO와 전 세계
투자자들은, 본래 임야였으며 인도 법에 따라 임야 거주민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약
5000 에이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Jagatsingpur 지역주민 운동인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y (PPSS)는 이 지역의
수천 명의 농학자, 노동자, 소규모 기업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POSCO 프로젝트
에 용감히 저항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Orissa 경찰의 대규모 파견단이 마을로 이동하고 있으며, 폭
력을 사용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뿌리째 뽑기 위해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국 국민 및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께, Jagatsingpur 의 용감한 농부, 어부와 연합하여 POSCO 프로젝트를 강력히
반대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POSCO는 즉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계획된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한국과 인도에서 모두 착수된 상태입니다.

광주 인권상의 정신은, 인권침해가 언제 발생하고 이에 저항하는 데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 가에 상관 없이, 우
리 모두가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계속해서 반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항상 추구하지만,
공평과 사회정의 없이는 평화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호소에 반응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국 국민의 연대는 인도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전 세계의 억압받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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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eate's Speech
Binayak Sen (Human Rights Activist, India)

I am greatly honored to be chosen as the 2011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It is
indeed an honor not just for me but also the countless other human rights workers struggling to establish justice,
peace and equity all over India, including Chhattisgarh where I live and work. Let me begin by thanking all those who
have taken the time to advocate about me and on behalf of me, and then take this opportunity to speak for myself
and in my own words.

I would like to thank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in particular the citizens of Gwangju whose historic struggles
have made freedom, democracy and justice core values of their society. The martyrs of Gwangju will remain an
inspiration to people all over Asia as we struggl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irst, I shall try to briefly clear up some possible misconceptions about myself. I did not violate any laws and never
was disloyal to the people of my country. I condemn, unequivocally, all violence by any and all individuals and
agencies. I believe that violence is an invalid and unsustainable approach to achieving goals, whether these are the
goals of the state or the goals of individuals operating outside the law. Because the state is sworn to uphold the
Constitution, I believe we are entitled hold agents of the state to a higher standard than we hold outlaws.

As

members and office-bearers of 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y colleagues and
myself to help hold the state accountable to the promises of the Indian Constitution. But the state does not only
consist of the government or its agencies. As a society, we are all part of the state, and there would be no state
without us. We often tend to think of violence only in terms of the use of weapons and explosives against others.
However, there is another form of violence in society, which is structural in nature, which I believe is even more
pervasive and pernicious than guns and bombs, because it is all around us and we have stopped noticing it. It is this
other form of violence that concerns me as a paediatrician and public health physician.

I would like to begin my speech here today by first telling you very briefly about myself and my work but follow this
up with my perspectives on what is happening in my home country India, which is home to over one-sixth of all
humanity on this planet. I will also try to deal with the global context which is affecting the health and human rights
situation in India. It was nearly four decades ago that I, as a pediatrician trained at the Christian Medical College,
Vellore in southern India after a brief stint at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 New Delhi decided to go and work in
Chhattisgarh. My graduate thesis at CMC had focused on severe malnutrition in children and the theme of nutrition
and its interface with health and well being has been a life-long area of concern for me. Chhattisgarh, a provi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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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India that till ten years ago used to be part of the larger province of Madhya Pradesh, was created in 2000 as a
separate state ostensibly to benefit the large population of indigenous people or 'adivasis' there. However,
Chhattisgarh is also the most mineral rich state in the country and iron-ore, limestone, dolomite, coal, bauxite are
found in abundance. The province also produces 20% of the India's steel and cement and is also a major centre of
thermal power production. Much of the mineral resource lies below adivasi lands. Yet throughout India a as well as in
Chhattisgarh, the adivasis are a much-neglected group, long deprived of such basics as nutritional security, health
care and education, who are now also suffering displacement from their natural habitat and their traditional
livelihood resources as politically favoured commercial interests seek to exploit the state's vast mineral wealth in their
lands. When we first arrived here my wife Dr Ilina Sen(who is a sociologist with a special interest in gender studies)
and I, decided to work with the Chhattisgarh Mines Shramik Sangh (CMSS)which was a unique trade union
movement among mining and steel plant workers led by the legendary Shankar Guha Niyogi. Under Niyogi's
leadership, the mine workers' organization led a militant struggle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contractual mine
workers, and combined thi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social initiatives that were anchored in the strength of the
people. The idea of basing health outreach programmes on the strength of community based health workers was
born here.

In the mid-eighties we moved to the capital city of Raipur and founded Rupantar, a community-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that aimed at an integrated approach to health care and human rights, including
women's rights and food security. Using this platform we contributed to the mainstreaming of health worker based
community health programmes that has now been adopted nationally in India. However, my health work in
Chhattisgarh for the last 30 years has demonstrated to me again and again that there is a clear relationship to
peoples' nutrition, social , economic and political well being and the state of their health. Health can never exist is
isolation and without a broader concept of entitlements. My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work started with my
joining 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a long-established and respected Ind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late Jai Prakash Narayan during the dark days of the Emergency when the liberty of
speech and expression ordinary citizens stood suspended. When the new state of Chhattisgarh was formed, I
became the secretary of the PUCL in Chhattisgarh and in the course of time, its National Vice-President. A lot of my
human rights work consisted of highlighting the deprivations of the tribal communities and exposing instances of
state insensitivity as well as police atrocities against them. This was a period when the government of Chhattisgarh
was engaged in a major project of land acquisition and mega development that deprived the adivasis of their
access to common property resources in land, water and forest, as well as existing livelihood options. State action in
the forested parts of the province, ostensibly against the Maoists, severely compromised normal life, with repressive
laws, police brutality, and the sponsorship of a vicious civilian militia or vigilante group called the Salwa Judum. On
behalf of the PUCL, my colleagues and I organised objective enquiries into the atrocities of this militia. We also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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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quiries into so called "encounter killings", by which security agencies sometimes secretly liquidate suspected
militants. One such enquiry ultimately led to registration of criminal cases and issuing of arrest warrants against eight
erring police officers, much to the discomfort of the state police. The PUCL has also strongly criticized over the years
the forced displacement of the adivasis without proper rehabilitation and without sharing with them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mainly based on exploitation of mineral wealth located in their natural habitat.
Almost certainly because of my growing involvement in human rights work and exposure of state atrocities on
indigenous populations on 14 May 2007, I was detained for allegedly supporting the outlawed Maoists, thereby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Chhattisgarh Special Public Security Act 2005 (CSPSA) and the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1967, and for indulgence in seditious activity.

On 24 December 2010 a lower court in Raipur sentenced me along with two others to rigorous life imprisonment
for 'sedition', under an outdated colonial-era law that was formulated by our Imperial masters in the nineteenth
century , and used for long against fighters for India's freedom from British rule.

Today, as I stand before you here in Gwangju I have been freed on bail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which in a
hearing on 15 April has said clearly that the law on sedition has been wrongly applied in my case and there is no
evidence at all for such a charge. My appeal to overturn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continues
at the Chhattisgarh High Court and I am determined to fight the case till it is finally established that my actions were
always in the interest of justice with equity, and were never seditious in nature.

What I have said so far about Chhattisgarh, applies today to all of India. India, the country I belong to, is an ancient and
great nation. It is a land of stupendous diversity of people, cultures, languages and ethnicities. It is a land that gave rise
to at least four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Hinduism, Buddhism, Jainism and Sikhism and to numerous great
philosophers, mathematicians, physicians and social revolutionaries.

Today, India is considered around the world as a rapidly developing country posting economic growth rates of
around 8-9 percent consistently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long with China, which is much further ahead,India is
seen as a powerhouse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decades to come and already it is home to a very large number
of dollar billionaires, perhaps the largest such number in Asia.

In our own times as we look around this vast and populated country though the picture that one sees is not as rosy
as it is made out to be. India is also home to the world's largest number of people living in absolute poverty. In 2007 a
study on the unorganized sector in India, based on government data for the period between 1993-94 and 2004-05,
found that an overwhelming 836 million people in India live on a per capita consumption of less than Rs 20 or O.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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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ents a day1).

In 2010 a UNDP/Oxford University study, using a new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said that eight Indian
provinces alone have more poor than 26 African nations put together.The report said that acute poverty prevails in
Bihar, Chhattisgarh, Jharkhand, Madhya Pradesh, Orissa, Rajasthan, Uttar Pradesh and West Bengal which together
account for 421 million people, 11 million more "MPI poor" than in the 26 poorest African countries.

As a physician and a pediatrician in particular what concerns me is that such absolute poverty among such large
numbers of people really translates into a major health disaster the proportions of which can only be called
genocidal. I have a specific technical reason for using the word genocide and do not wield it in a rhetorical manner.
The Indian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Bureau (NNMB) tells us that over 33% of the adult population of India has a
Body Mass Index of less than 18.5, and can be considered as suffering from chronic under nutrition. If we
disaggregate the data, we find that over 50% of the scheduled tribes (Adivasis), and over 60% of the scheduled
castes (dalits) have a BMI below 18.5.

The WHO says that any community with more than 40% of its members with a BMI below 18.5 may be regarded as
being in a state of famine. By this criterion there are various subsets of the population of India-the scheduled tribes,
scheduled castes, - which may be regarded as being permanently in a state of famine.

So it is not any general population that is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poverty-induced malnutrition but specific
ethnic groups and hence my use of the term 'genocide' as per the United Nations definition. All this is, of course, in
addition to the mundane reality, to which we have become inured, of 43% of children under 5 in India being
malnourished by weight for age criteria. India has the world's largest number of malnourished children and
according to the UNICEF over 2 million Indian children die every year due to malnutrition related diseases.

I want to bring to your and inde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that it is precisely this section of the population, that is
stricken by famine, that is today the principal target of a widespread policy of expropriation of natural and common
property resources, in a concerted and often militarized programme run by the Indian state.

For a long time, despite their cash poverty, the Adivasis of central India, living in extreme poverty, nevertheless
survived through their access to common property resources- the forests, the rivers, and land- all of which are now
under a renewed threat of sequestration and privatization as global finance capital embarks on its latest phase of

3) Arjun Sengupta report on the Conditions of Work and Promotion of Livelihood in the Unorganised Sector, 2007,
http://odrf.wordpress.com/2007/09/01/836-million-indians-live-on-less-than-rs-20-a-day-ibnlivecom-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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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The doctrine of eminent domain vests ultimate ownership of all land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state.
Under cover of eminent domain, vast tracts of land, forest and water reserves are being handed over to the Indian
affiliates of international finance capital.

Land acquired from ordinary people in Chhattisgarh, as also in other parts of India, has been handed over to the
industrial houses for the purpose of mining or building large steel and power plants. With a few honourable
exceptions, the personnel articulating the agency of state power have almost uniformly possessed a colonial
mindset. It is not as if the people have not resisted. The forced takeover of indigenous land is being met with
resistance that is multi hued , yet the state has chosen to brand it under the single category of Maoist, and has met it
with brutal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s.The social fabric in many of these regions is today polarized beyond
immediate rectification, and the deep fissures in our society will take time to heal

Ladies and Gentlemen, on this solemn occasion,I would like to make an appeal to all of you. In the times we live while
oppression is most acutely manifested in remote and local places like Bastar district of Chhattisgarh the truth is that
the forces behind such oppression are often global in nature. It is well recognized now that the tsunami-like flow of
capital around the world is a source of tremendous tragedy for many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which do not
fit into the ideologically straitjacketed confines of the 'market economy'.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at have
suffered the ravages of colonialism in the past and risen from the ashes of the Second World War to become
industrially and economically leading nations of the world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toda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they do not do the kind of violence and exploitation to the people of the Third World what they
themselves were subjected to in the past by others.

I want to bring up the specific case of the South Korean steel giant POSCO which has embarked on a USD 12 billion
dollar project in the Indian state of Orissa, which at USD 12 billion to mine iron ore, build a port and a mega-steel
plant. Indian activists have pointed out repeatedly that from a national point of view the MoU signed by the Orissa
government with POSCO to give it the rights to mine over 600 million tonnes of high grade iron are is a scam of
immense proportions. The royalty that POSCO will pay for the iron ore is around Rs. 24 per tonne whereas the selling
pri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around Rs. 5000 today. Besides all this POSCO and its investors from around the
world are to be illegally given nearly 5000 acres of land that was originally forest land and can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under Indian law without the consent of forest dwelling people.

For more than five years now the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y (PPSS), a local people's movement in
Jagatsingpur district, has been bravely resisting the POSCO project which threatens the livelihood of thousands of
agriculturists,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in the area besides devastating the local environment and ecology.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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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people, mostly farmers and fisherfolk are expected to be displaced.

Even as we speak here today large contingents of the Orissa police are moving into the villages settled on the
targeted land for the POSCO project to uproot local communities using brute force. I would like to appeal to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people of Gwangju in particular to strongly oppose the POSCO project in solidarity
with the brave farmers and fishermen of Jagatsingpur. POSCO should withdraw its investment in this project
immediately and an inquiry launched in both South Korea and India in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such a
project was considered and cleared.

The spirit of the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calls upon all of us to continue to oppo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every form, wherever it occurs and whatsoever the costs of such opposition. We remain committed to Peace, but
realize that there cannot be any peace without equity and social justice.I am confident that my appeal to you will be
heard and responded to and the solidarity of the South Korean people will forever remain with the oppressed
people of India and other parts of Asia and the world.

Thank you

18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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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 연설문
다니엘라 키타인 - 이스라엘(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유가족협회)

친애하는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Israeli-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 PCFF)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제 친구 메이즌 파라즈(Mazen Faraj)와 함께 2011 광주 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제 이름은 키타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과 한국인
에 대해 경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계와 한국은 매우 다르지만, 우리가 또한 얼마나 비
슷한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저는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엄마인 제 눈에 제 아이들은 무척 아
름답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그대로 아름다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14년 전에 제 큰 아들인 톰(Tom)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21세 생일을
맞이하기 정확히 한 달 전에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톰은 72명의 동료 군인들과 함께 두 대의 헬기에 나눠 타고
자신의 근무지인 레바논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헬기가 충돌했고, 생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 톰도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꿈과 계획, 생각과 열망, 미소와 생명력이 이 끔찍한 사
고로 인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부서진 두 대의 헬리콥터와 함께 우리 가족을 둘러싼 세계도 그날 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남편인 보아즈(Boas)와 제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우리 아이들이 큰 형이자 오빠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밤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고 계속 삶을 이어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뒤 저는 제가 오늘날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에 합류했
습니다. PCFF(Parents Circle-Families Forum)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 단체로서,
우리 모두 이 지역에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쓰라린 경험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단
체의 일원이 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아이를 잃은 엄마일 뿐 아니라 생각과 관점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그리고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줄 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PCFF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 국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타협을 위해 필요한 용기 있는 조
치를 취하고 서로를 살해하는 악순환을 벗어나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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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단체의 이런 기치가 우리가 겪고 있는 분쟁에만 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적용되
는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라고는 몇 백 명뿐인 우리의 작은 단체가 바라는 것은 전 세계에
감화를 주고, 반대편 혹은 적을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여기며, 이들도 우리와 똑같
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분쟁 해결로 가는 어려운 길을 고
려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파괴적인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
을 이루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동포인 유대인이 안전에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유와 독립의 부재로 오랫동
안 고통을 겪은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없는 점령당한 국민으로
취급하는 제 동포를 바라보는 것은 제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PCFF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
들은 함께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점령자와 피점령자 모두에게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한국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
어서서 비폭력 투쟁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한국인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를 바라고 인권을 실현
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었습니다.

5.18 기념 재단이 광주 인권 특별상의 수상자로 PCFF를 선정한 것은 더 없는 영광입니다. 인권을 위해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연대는 그 자체로 인류의 형제애를 웅변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오랜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긴 여정 자체가 자유, 정의, 평화, 비폭력, 자유로운 담화라는 가치를 나
타내고 있음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어려운 도전과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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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Prize Laureate's Speech
Daniela Kitain - Israel (The Parents Circle Families Forum)

Dear Korean Friends and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world,
I am most honored to be here with you all and to recieve together with my dear friend Mazen Faraj, the 2011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Award on behalf of the PCFF.

My name is Daniela Kitain, I am Israeli and Jewish.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and I am amazed by the country and
by the people. It is so different from my world and yet, I am reminded all the time of how much we are also the same.
I am married and in my life had the great privilage of bringing to this world 4 beautiful children - 3 boys and a girl. I say
beautiful not only because I am a biased mother, but because I think all humans are so, basically beautiful, as we are
born, all of us are beautiful creatures.

14 years ago my beautiful boy Tom, my first born, was killed during his compulsary service in the Israeli army. He was
killed exactly 1 month before his 21 birthday. He was travelling by helicopter with 72 other soldiers to their post in
South Lebanon. There were 2 helicopters on this trip and they clashed with each other. Both vehicles were crashed
and everyone on them was killed.

My Tom was killed in this accident, all his dreams and plans, his thoughts and aspirations, his smile and vitality were
gone forever in one awful moment. The world of our family and of many others was crashed that night together with
the 2 helicopters. Boaz, my spouce and me, the parents, we lost our beloved son, our children lost their big brother
for ever. It seemed that nothing can be good in the world anymore, like there is no point going on living.

2 years later I was invited to join this wonderful group of people that I am representing here today - the Parents
Circle-Families Forum, a peace group of Israelis andPalestinians, all of us lost our loved ones in the on-going conflict in
our region. Being in this group I was reminded again that I am not only a bereaved mother but also a person with
ideas and views. I could connect again to my hopes for a better future, for a world that is more just and that is
learning to solve conflicts in a fruitful way. In the PCFF, we carry the message in the name of our personal pain, saying
that the conflict between our nations,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should be solved differently, that we should
find ways to bring justice, end the Israeli occupation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We call our leaders to take the
couragous steps needed in order to compromise, move on from the vicious circle of killing each other towards a
mutua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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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e this message as a revolutionary message, appropriate not only to our conflict but to all places in the world.
Through our humble organization, with a few hundreds of members, we wish to give inspiration to the world at
large, to see the other, the enemy, as people who have the same needs as we do for freedom and justice, to
understand that the pain of losing a beloved one is the same pain for all of us, to make room for the difficult way of
conflict resolution, to use our abilities to understand and to compromise, not only our abilities to plan stronger tools
of destruction.

Looking at my people, the Jewish people, I can understand the need for security for my people who have suffered for
so many years because they were not free and independent. It is hard for me to see that it is my people that today are
holding the others - the Palestinians - as occupied people with no basic freedom or human rights. In the PCFF we
Israelis and Palestinians together, in a non-violent way, work to change this situation and bring freedom to the
occupied and the occupier.

Standing here today I am connected to the loss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also stood up for their rights holding
a message of non-violence struggle and were killed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for wanting to be free and to fulfill
their human rights.

It is a great honor that the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have found us, the PCFF worthy to receive the human
rights award. This connection between human struggles all over the worldis in itself a token of brotherhood and
sisterhood between all of us human beings. It is empowering our faith in a better future. Together, with efforts such
as yours and ours and others all over the world, we must go on the long journey for freedom, justice and peace, while
being mindful all the time that the journey itself represents these same values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a way of
non-violence and free dialogue.

May we all succeed in this challange - let it be!

18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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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 연설문
마젠 파라즈 - 팔레스타인(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유가족협회)

이렇게 의미 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저를 비롯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 희생자가족 모임
포럼의 600명, 저의 이스라엘 파트너 Daniela Kitain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Mazen Faraj 입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있는 Al-Deheishe 난민캠프에서 태어나 현재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이웃의 이야기는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대재앙인 "알나크바"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의 아버지께서는 6세였고, 모든 가족이 살고 있던 마을 Ras Abu Amar를 떠나 웨스트뱅크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포함하여 총 70만 명의 난민이 고향을 떠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기타 아랍권 국가
의 난민캠프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까지
도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제대로 갖
춰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Al-Dehaishe 난민캠프에서의 제 삶
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1948년 나크바 발발 이후의 난민 가족의 삶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며,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67년 나크바 (재앙) 발발 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가 이스라엘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팔레스타인 인이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고, 가장 기
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7살 아이였던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살
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견뎌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
인가? 우리에게 대부분의 여름에는 물이 없고, 겨울에는 전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각 학급 학
생 수가 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거리 대신 어린 시절 즐겁게 뛰어 놀 운동장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전
세계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했을까? 이러한 것들은 팔레스타인 국민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해 모든 것, 즉 팔레스타인 국민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꿈, 여행, 교육이
금지되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권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른 국가
의 점령 하에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힘에 의해 여러분의 꿈과 삶의 운명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렇게 부당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캠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이스라엘공격 반대데모에 학교 동료들과 함께 가담하기 시작했
습니다. 저는 15세도 채 되지 않아 이스라엘 군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죽이지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
인 것이 저의 죄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총 3년 반이 넘는 기간을 감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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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을 놓치게 되었고,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감금생활로 인한 심리적 피해는 물론
이고 저의 삶 전체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62세인 저의 아버지가 식료품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해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자, 바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저
희가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이스라엘 군이 저희를 가로막고 통행금지령 때문
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작별인
사도 하는 것도 금지되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말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다음은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의 짐을 어디에 벗어놓아야 하는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복수를 통해 자신을 표출하지만, 저의 경우 복수에 대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가 유대인을 두려워하거나 이들을 사랑해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정의라는 나의 투쟁의 명분을 믿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국민으로서의 명분이 자유와 합법적 권리에 대한 명분
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내부투쟁에 가담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표출할 공간을 찾고 저와 제 동포의 고통을 끝
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러한 투쟁에 가담하면서, 저는 이스라엘의 희생자가족과도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이
저의 인권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
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창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
하고, 과거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잠시만이라도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은 계속
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분쟁 희생자가족 포럼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 나란히 섰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누군가 가장 높은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의 목소리와 하나의 메시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수를 택하기보다, 우리는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201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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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Prize Laureate's Speech
Mazen Faraj - Palestine (The Parents Circle Families Forum)

I would like thank our host in the name of the 600 members of the Palestinian-Israeli Bereaved Parents Circle-Families
Forum, my Israeli partner Daniela Kitain, and myself for honoring us with this very important prize.

My name is Mazen Faraj, I was born and I live in Al-Deheishe refugee camp in Bethlehem. Our story and that of our
neighbors start with "Al-Naqba," the Palestinian catastrophe in 1948. My father at that time was six years old, and his
family had to flee from our village Ras Abu Amar to the West Bank. They were part of 700,000 refugees that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and found themselves in refugee camps throughout the West Bank, Gaza and other
Arab countries hoping to return to their homes after the war, which did not happen to this today.

I was born and raised in a society that lacks the basic conditions every human deserves to have in order to live with
dignity. This is not fantasy I am revealing you my life story in Al-Dehaishe refugee camp. The life of a refugee family
who found themselves after the Naqba in 1948 living under inhuman conditions, conditions which no one believed
can get worse. However, things did get worse, and in the Naksa (Calamity) of 1967 the West Bank and Gaza came
under Israeli occupation, thus, forcing more Palestinians into refugee, taking land, and confiscating the most basic
human rights of Palestinians. A 7 year old child, I began to ask why we live under these inhuman conditions. What is
behind all the pain and suffering which we endure daily? What is the reason for us not having water most of the
summer, or electricity in the winter? Why we have to be more than eighty pupils in each classroom in school? And
why don’t we have a playground to spend the joyful time of our childhood instead of spending it on the streets?
Why are we deprived of the natural rights which every human in this world has the right to enjoy? Those are called
human rights which are so distant from the Palestinian people. The Israeli occupation prohibited everything,
prohibited thinking, saying that you are a Palestinian, to dream, travel, learning,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aster our decisions and choices like all the people in the world. Living under occupation means that another power
controls the destiny of your life and dreams.

Of course, like every human you have to do something against this unjust regime. Thus, I started to participate with
my friends in school in demonstrations against the Israeli army which was always present in our camp. I was
imprisoned by the Israeli Army in an age under 15 years. Not because I killed someone or stole from someone, my
charge was that I tried to raise a loud my voice and demand my freedom and human rights, so that I can live a
normal life like the rest of hu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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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not the first and last time to be in prison.In total, I spent in prison more than three and a half years.lost my
school education, or to be more accurate, I lost my life, let alone the psychological impact this experience had on me.

Then the most difficult and traumatic experience in my life arrived, that was the murder of my 62 year old father as
walking back with bags of grocery to our home. The Israeli soldiers shoot him, and immediately he fell dead. When
we heard of this tried to go to the hospital, but the Israeli army prevented us and said that we were under curfew.
Imagine not being able to see your father one last time and to be prevented from giving him the farewell.
After that a new journey of pain and suffering began, and you start to think what is next, what can I do, and where to
put my pain and suffering, how to deal with it and control it?

Indeed, many people find in revenge a way of expressing themselves, but never did I think of that. Not because I
feared Jews or loved them, only because I believe in the justice of my cause and that violence can only bring
violence, and that our cause as Palestinian people is a cause of freedom and legitimate rights.
Indeed, all of those internal struggles began with me and I had to find a space for expressing myself and to work on
put an end to my peoples and my suffering.

After a long time of having been in this struggle, I found myself in a meeting with bereaved Israeli families, I found
there understanding for my human rights, and I began to work on creating a human message, which says that it is
not our destiny to live in this inhuman condition for the rest of our lives. We must stop for while and think, learn from
the past, or else this darkness will continue to surround us. Thus, this is our message in the Palestinian-Israeli bereaved
Families Forum. Today we stand side by side, with one voice, and one message.

I know it is strange for people to see one message and one voice especially the voice of those who paid the highest
price in this conflict instead of going for the path of revenge we choose the path of reconciliation.

18 Ma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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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수상자 소개
비나약 센 (인권운동가, 인도)

비나약 센(Binayak Sen)은 인도의 소아과 의사이자 공중 보건 전문의이며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반란
선동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4월 18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국제사
회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나약 센은 인도의 인권 단체인 시민 자유 연합(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의 전국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하티스가(Chhattisgarh) 지부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비
나약 센의 인권 운동에는 반 낙살라이트1)(anti-Naxalite) 분쟁이 낙살라이트(Naxalite)반군과 인도 정부 사이에
서 벌어졌을 때 사하티스가 지역에 살고 있던 소외된 부족민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된다. 당시
비나약 센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 살와 주담(Salwa Judum)의 인권 유린과 잔학 행위에 대해 문서를 작성
하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이로 인해 비나약 센은 정권의 분노를 샀으며, 경찰에 체포된 그는 종신형을 선
고 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고는 정치적 동기로 내려진 부당한 선고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비나
약 센에게 반란 선동죄로 종신형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PUCL의 대표 자격으로 비나약 센가 수감된 낙살라
이트 반군을 면회함으로써 불법 단체에 협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면회는 경찰의 감독 하에 이뤄진 정당
한 것이었다. 비나약 센에 대한 선고와 투옥은 인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도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2)교수는 비나약 센에 대한 선고를"부당하다"라고 비판
했으며 국제사면위원회는 비나약 센을 양심수(a prisoner of conscience)로 선언했다.

비나약 센은 원래 의사로서 사하티스가 주 시골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부족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하면서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 비폭력적인 정치 참여를 신봉하는 비나약 센은 보건 분야 개혁을 위해 주 정부와 함께
협력하면서도 반 낙살라이트 작전 동안 정부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07년 5
월, 비나약 센은 불법 조직인 낙살라이트를 지지함으로써 2005년 제정된 사하티스가 특별 보안법(Chhattisgarh
Special Public Security Act, CSPSA)과 1967년에 제정된 불법 활동 방지법(Unlawful Activities-Prevention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금됐다. 비나약 센가 투옥된 낙살라이트 지도자 나라얀 사냘(Narayan Sanyal)을 면
회했고, 비나약 센이 작성한 문서 중 일부가 비나약 센과 낙살라이트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근거로
제시됐다. 비나약 센은 체포된 직후 라이푸 민사 법원(Raipur Sessions Court)에 보석을 요청하고, 2007년 7월에
사하티스가 고등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2009년 5월 25일이 되어서야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비나약 센과 그의 부인은 사하티스가 묵티 모차스 샤히드 병원(Chhattisgarh Mukti Morcha's Shaheed Hospital)
건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병원의 소유자인 노동조합과 지역 기반 NGO인 루판타르(Rupantar)가 병원
운영도 책임지고 있다. 비나약 센은 2011년 2월에 발간된 저명한 영미 의학저널 란셋(TheLancet)12호에 인도의
빈민들이 보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1) Naxalite - 낙살라이트, 마오이즘을 이념으로 한 인도의 대표적인 공산당
2) Amartya Sen - 아마르티아 센, 경제학자로 1998년 기아와 빈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의 틀을 확립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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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L 전국 부대표이자 사하티스가 지부의 사무총장인 비나약 센은 반 낙살라이트 작전기간 동안 벌어진 수많
은 인권 유린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직하는데 기여했다. 인권 침해 주장에는 반 낙살라이트 민병대인 살와
주담이 비무장 상태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2008년, 한 인터뷰에서 비나약 센은 자신이
낙살라이트 운동을 묵인하지도 않고 그들의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 찬성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몇 차례 반복
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살와 주담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의
사를 분명히 했다. 비나약 센은 살와 주담의 폭력 행위가 이 지역 공동체에 분열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낙살라이트 문제에 대해 협상 등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

비나약 센은 2004년 폴 해리슨 어워드(Paul Harrison award)에서 평생 시골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
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인도 벨로르(Vellore)에 소재한 크리스찬 의과대학(Christian Medical
College, CMC)에서 졸업생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2007년 12월 31일, 비나약 센은 인도 사회과학원(Ind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ISSA)로부터 R.R 케이단 금메달(R.R. Keithan Gold Medal)을 수상했다. 표창장은
비나약 센을 인도의"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으며, "비나약 센이 자연-인간-사회 과학 발
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사하티스가의 짓밟히고 억압받는 빈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헌신했으므로 이에
본 상을 수여한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 비나약 센이 받는 "고통과 개인적인 피해"가 오랫동안
일반 대중은 물론 과학자들을 분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비나약 센은 세계 보건
과 인권을 위한 조나단 맨 어워드(Jonathan Mann Award for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3)의 수상자로 선
정되었다. 세계 보건 협의회(Global Health Council)4)는 공식 발표를 통해 "비나약 센의 업적은 의료계 종사자가
공동체의 헌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빈곤 지역에서 어떤 업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며 "그는 빈
곤한 광산 노동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여 설립한 병원의 의료진으로 활동하는 한편, 보건 위생과 시민 자유에 대
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그의 업적은 인도와 세계의 보건 발전에 대한 지대한 공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며"그의 업적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61세의 비나약 센은 인도 중부지역에서 방치된 채 살아가는 토착 부족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비나약 센에게 내려진 선고는 인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도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비나약 센에 대한 선고를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뛰어난 학생이었던 비나약 센은 기초 의학 학위를 취득한 후, 인도 벨로르에 소재한 저명한 크리스찬 의과대학
에서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비나약 센은 크리스찬 의과대학 졸업 논문 주제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
린 아이들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향후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보건과 인권에 대한 활동의 시작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유명한 인도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에서 사회 의학과 지역 보건에 대해 연구를 계속했으며,
나중에는 동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센 교수와 그의 부인 일리나 비나약 센은 30년 전에 사하티스가

3) Jonathan Mann Award for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 - 1999년 조나단 맨 박사(Dr. Jonathan Mann)가 설립한 본 상은 필수
불가결한 연관관계가 보건과 인권에 있음을 강조한다. Association Francois-Xavier Bagnoud, Doctors of the World, John Snow,
Inc., the Global Health Council 등 4개 조직이 후원하는 이 상은 매년 보건과 인권 분야의 선도적인 실천가에게 주어진다. 상당한
금액의 상금도 부상으로 주어져 수상자가 세계 보건과 인권이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4) Global Health Council - 세계 보건 협의회. 미국에 소재한 비영리기구 네트워크로 지식과 자원을 나누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공
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계 수백 개의 보건 관련 비영리 단체들을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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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로 이주했다. 이 지역은 후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대부분이 빈곤층인 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목적으로 별개의 주로 독립됐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아디바시(Adivasis)라고 불리는 인도의 토착 원주민이다.
방치된 채 오랫동안 영양, 건강, 교육 등 필수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지역 원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
향에서 쫓겨나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 정치적인 비호를 등에 업은 상업적인 이해 세력들이 이 지역의 광대한
광물자원 개발을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계수단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비나약 센을
사하티스가로 이끌고 또 머물게 한 이유가 바로 원주민들에게 자행된 약탈이었다. 이 곳 원주민들의 문제에 대
해 비나약 센이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부족 광산 노동자 조합이 자체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샤히드 병원을
세우고 광부들이 직접 소유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직접 운영하는 위성 진료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들 광산 노동자의 대부분은"비공식"노동자들이다. 평생을 광부로 살아왔지만 고용보장, 의료혜택, 적절한 주거
환경, 자녀교육, 연금 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광부들
을 짓누르는 이런 문제들에 이끌려 온 비나약 센 부부는 자연스럽게 인권 운동과 권한 신장의 영역에 발을 들
여놓게 됐다. 광산 노동자들의 운동이 결국 폭력적인 형태로 변했을 때, 비나약 센 부부는 활동을 중단하고 사
하티스가 주의 주도 라이푸르로 옮겨와 지역 기반의 비정부기구 루판타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여권 신장과
식량 안보 등 인권과 보건 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나약 센 부부는 20여 개 마을의 기
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의료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을 해왔다. 지역 의료 보건에 대한 이 모델은 전체 주차원의 보건 의료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고, 현재 국가
지역 보건 미션(National Rural Health Mission)의 일부로 포함됐다. 비나약 센은 지난 30년간 MFC(Medico
Friends Circle)의 창립회원으로 활약해왔다. MFC는 인도의 의사, 과학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로서 목적은
광범위한 의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캠페인 활동이다. 지금까지 MFC는 이 분야의 수많은 선구적인 인물
들을 배출해왔다. 비나약 센의 감동적인 리더십은 인도의 유명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자극하고 감화시켜 사하
티스가의 부족민 거주 지역에 혁신적인 지역 의료 시설인 JSS(JanSwasthyaSahyog)의 설립이라는 결과로 이어
졌다. 인권 운동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비나약 센은 오래 전에 설립된 인도의 유명 인권 운동 단체인 PUCL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비나약 센은 사하티스가에서 지역 사무총장으로서 PUCL을 이끌게 됐고, PUCL의
전국 부대표를 역임하게 됐다. 비나약 센은 특히 수감자에게 조직 차원의 법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족
사회가 겪는 결핍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에 적극 나섰다. 한편 지역 정부는 점점 더 골칫거리로
커져가는 마오주의 낙살라이트 반군에게 억압적인 법률과 무자비한 경찰진압 및 포악한 민병대 혹은 자경단체
인 살와 주담에 대한 후원 등으로 대응했다. PUCL을 대표해서 비나약 센은 이 민병대가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
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할 조사단을 조직했다. 비나약 센의 이러한 활동은 인도 대법원의 개입을 이끌어 냈고,
마침내 인도 정부는 이 민병대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민병대를 해체하게 되었다. 비나약 센은 조사단
을 이끌면서 안보 요원들이 때때로 반군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비밀리에 처결한 이른바"즉결 처형"이 이뤄졌다
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조사는 결국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범죄를 저지른 8명의 경찰관에 대한 체포 영
장이 발부됐다. 경찰에게 이런 사태는 매우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비나약 센은 또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부족
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원래 부족민들의 거주지에 매장된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이 부족
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해 왔다.

5) 본래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속했으나 2000년 11월 1일 사하티스가 언어를 사용하는 동남부의 16개 지구가 독립된 주로 분리되었다.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데 대표적인 광물로는 석탄, 철광석, 석회석, 보크사이트, 구리, 망간 등이 있다. 특히 주 정부의 역점 사업
으로 2010년부터 다이아몬드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므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20% 정도만 도시지역에 거주하여 전화를 비롯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이 많다. 인도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은 주에 속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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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다른 기득권 세력은 사하티스가의 시민 자유를 위한 비나약 센의 지속적이고 용기 있는 노력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하티스가의 가혹한 반 테러법과 인도 식민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반란 선동 법에 근거한 혐의로 비나약 센은 2007년 5월 전격 체포됐다. 비나약 센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비나약 센이 PUCL을 대표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감독 하
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수감자들을 면회한 것이 "반란군에게 협력"한 증거라는 것이다. 체포된 이래 비나약 센
은 재판이 진행되는 4년 중 처음 2년 동안 구금됐으며, 그의 보석신청은 거듭 기각됐다. 마침내 대법원은 비나
약 센의 보석을 허가했고, 재판은 계속됐다. 마침내 2010년 12월, 5년간의 "혹독한" 복역을 포함한 종신형이 비
나약 센에게 선고됐다. 존경 받는 인권 운동가이자 헌신적인 평화주의자에게 내려진 이와 같은 충격적인 판결
은 거의 모든 인도 언론 매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인도 학계는 물론 전 세계 45명의 노벨 수상자들의 비공식
적인 단체는 이 부당한 판결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비나약 센에 대한 책이 출간되는 한편, 인도
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 교수도 이번 판결에 격렬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요 의학 저널
들도 비나약 센에게 내려진 선고를 사설로 다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비나약 센을 양심수로 선언했다. 스스로
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용기 있는 61세 노인의 목소리는 감옥에 갇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크게 울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비나약 센의 투옥 사태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돌아보게 만들고,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는
인도의 젊은 세대에게 인권과 공평한 경제 발전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경찰
차의 쇠창살 뒤에 갇힌 채 감옥으로 향하는 비나약 센의 사진은 시민운동의 대가로 개인이 치르는 값비싼 희생
의 상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수상자 약력
·국 적 : 인도
·출생일 : 1950년 1월 4일
·단체명 : 시민자유연합(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직 책 : 사하티스가(Chhattisgarh)지부 사무총장, 부회장 겸임 / 반란 선동죄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다 현재 출소
·수상경력
2007 인도 사회과학아카데미 R.R. Keithan 금메달
2004 폴 해리슨상(평생 시골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 인정)
·주요경력 및 성과
노동자 및 Ruapntar 공동체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사하티스가 묵티 모차스 샤히드 병원(Chattisgarh Mukti Morcha's Shaheed Hospital)
건립에 결정적 역할 수행
Jan Swasthya Sahyong지역 보건기관 자문위원
2011년 3월 21일 영국 의학잡지 TheLancet에 게재
사하티스가 지역사무총장, 부회장
인도 중부지역에서 방치된 채 살아가는 토착 부족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수감자들에게 조직 차원의
법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족사회가 겪는 결핍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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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yak Sen

Binayak Sen is an Indian pediatrician, public health specialist and human rights activist convicted on widely protested
charges of sedition, currently serving life imprisonment. He is the national Vice-President of 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a longstanding Ind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is General Secretary of the PUCL Chhattisgarh
Unit. Sen's human rights advocacy has included standing up for the rights of marginalized tribal peoples in
Chhatisgarh during the anti-Naxalite conflict between the Naxalite (Maoist) insurgency and the Indian Government,
during which Sen has documentated and raised 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trocities committed by
the government-sponsored Salwa Judum militia. This has raised the ire of the authorities, and Sen's subsequent
arrest and sentencing to life imprisonment is widely seen as unjust and politically motivated. Subsequently, Dr Sen
has been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by the Indian State for sedition and, because of Sen's visits on behalf of the
PUCL to imprisoned Naxalites (all of which took place under police supervision), for consorting with a banned
organization. Dr Sen's sentencing and imprisonment has been widely criticized in India and abroad. India's own
Nobel Laureate Professor Amartya Sen has called Dr Sen's sentence "unjust". Amnesty International has declared Dr
Sen a prisoner of conscience.

Binayak Sen originally started working as a doctor extending health care to poor people living in the rural-tribal areas
of Chhattisgarh state, taking on the dual role of a human rights activist. While Sen has worked with the state
government on health sector reform he has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 on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anti-Naxalite operations, while advocating non-violent political engagement. In May 2007 Dr Sen was
detained for allegedly supporting the outlawed Naxalites, thereby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Chhattisgarh
Special Public Security Act 2005 (CSPSA) and the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1967. The evidence presented
against Sen included his meetings with the jailed Naxalite leader Narayan Sanyal and certain documents allegedly
supporting his links with the Naxalites. Dr Sen applied for bail before the Raipur Sessions Court and then the
Chhattisgarh High Court in July 2007 soon after his arrest but was granted bail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only on
25 May 2009.

Binayak Sen and his wife played key roles in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Chhattisgarh Mukti Morcha's Shaheed
Hospital which is owned and operated by a worker's organization and a community-based NGO called Rupantar. He
is also an advisor to Jan Swasthya Sahyog, a health care organization. Sen has been published in the prestigious
British medical journal The Lancet (in its edition of 12 February 2011) where he talks about the severe inaccessibility of
healthcare to the poor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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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is the National Vice President of 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and General Secretary of its
Chhattisgarh unit. In this capacity he has helped organize numerous investigations into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carried out during anti-Naxalite operations. The alleged violations included the murder of unarmed and
innocent civilians by the anti-Naxalite militia movement Salwa Judum. In a 2008 interview, Sen stated that he does
not condone the Naxalites, does not approve of their violent methods, and has spoken strongly against them several
times. But, he also expressed his opposition to the violent activities carried out by Salwa Judum, which he believes
have created a split in the tribal community. Sen advocates peaceful methods such as negotiations to solve the
Naxalite problem.

Sen was the recipient in 2004 of the Paul Harrison award for a lifetime of service to the rural poor. This award is given
annually by the Christian Medical College in Vellore, India to its alumni. Sen was awarded the R.R. Keithan Gold Medal
by the Ind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ISSA) on 31 December 2007. The citation describes him as "one of the
most eminent scientists" of India, citing that "the award is for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of Nature-Man-Society and his honest and sincere ap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the
poor, the downtrodden and the oppressed people of Chhattisgarh." Sen's "suffering and personal risk" would inspire
scientist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for a very long time, according to the citation. Sen was selected for the
Jonathan Mann Award for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 in 2008. The Global Health Council issued a public
statement, "Dr Sen's accomplishments speak volumes about what can be achieved in very poor areas when health
practitioners are also committed community leaders. He staffed a hospital created by and funded by impoverished
mine workers, and he has spent his lifetime educating people about health practices and civil liberties ? providing
information that has saved lives and improved conditions for thousands of people. His good works need to be
recognized as a major contribution to India and to global health; they are certainly not a threat to state security.'

Dr Sen is a 61 year old pediatrician who has devoted his life to promoting the health and safeguarding the rights of
neglected indigenous tribal people in central India. Binayak Sen's sentence has been condemned both in India and
internationally. Nobel Laureate Amartya Sen has condemned the judgement as "unjust".

Dr Sen, a brilliant student, obtained his basic medical degree and also his specialist qualification in pediatrics from the
prestigious Christian Medical College (CMC), Vellore, India. His graduate thesis at CMC on severe malnutrition in
children was the beginning of a life-long pursuit of the inseparable link between health and human rights. Sen went
on to further studies in Soci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at the reputed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 New
Delhi, where he was later a faculty member. Binayak and his wife, Dr Ilina Sen, moved three decades ago to
Chhattisgarh, which was later formed into a separate state with the ostensible object of developing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for the benefit of the largely poor citizens. Most of the latter are indigenous tribal people, referred
to as adivasis, the original dwellers of the land. The adivasis are a much neglected group, long deprived of such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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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nutritional security, health care and education, now also suffering displacement from their natural habitat and
their traditional livelihood resources as politically favored commercial interests seek to exploit the state's vast mineral
wealth. It was their deprivations that drew and retained the Sens in Chhattisgarh. The Sen's first engagement with
the adivasis' problems was to help a tribal mineworker's union to create and run the self-financed Shaheed Hospital
and satellite clinic system owned by the mineworkers and largely staffed by volunteers from among them. These
workers belong to the large "informal" sector who work all their lives in the mines but never become entitled to
workers' benefits such as job security, health care, proper housing, children's education or pension. The Sens were
drawn into these pressing problems of the miners, thus almost naturally moving into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peoples empowerment. When the workers' movement eventually turned violent, the Sens took their leave and
moved to the capital city of Raipur and founded Rupantar, a community-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that aims at an integrated approach to health care and human rights, including women's rights and food
security. The Sens trained and supervised batches of community health workers covering a network of 20 villages
with basic medical services. This model of rural health care became part of the whole state's health care programme
and is now part of the National Rural Health Mission. Sen has been a founder member for over 30 years of Medico
Friends Circle, an organization of professionals who study and initiate ventures in health promotion in its broadest
sense, which has nurtured many of the leading lights in this field in India.

Sen's inspirational and leadership role is well exemplified by the Jan Swasthya Sahyog an innovative rural health care
facility in a tribal area in Chhattisgarh developed by graduates of the leading medical colleges of India who were
inspired and mentored by Dr Sen. Sen's move into human rights led him into progressive roles in th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a long established and respected Ind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He came to lead the
PUCL in Chhattisgarh as its secretary and in the country as the National Vice-President. He was particularly active in
organizing legal and medical aid to prisoners and in highlighting the deprivations of the tribal communities.
Meanwhile the local government was responding to the increasingly troublesome Maoist military insurgency with
repressive laws, police brutality and the sponsorship of a vicious civilian militia or vigilante group known as Salwa
Judum. On behalf of the PUCL, Sen organized objective enquiries into the atrocities of this militia. This in turn led to
intervention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sulting ultimately in the official disowning and dissolution of this militia.
Sen also led enquiries into so called "encounter killings" by which security agencies sometimes secretly liquidate
suspected militants. One such enquiry ultimately led to registration of criminal cases and issuing of arrest warrants
against eight erring police officers, much to the discomfort of the state police. Sen has also been a relentless critic of
forced displacement of the tribals without proper rehabilitation and without sharing with them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mainly based on exploitation of mineral wealth located in their natural habitat.

Dr Sen's unremitting and courageous efforts on behalf of civil liberties in Chhattisgarh have not found favour with
the state and other powerful vested interests. This resulted in his arrest in May 2007, mainly based on the drac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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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errorism laws of Chhattisgarh and allegations under a sedition law harking back to India's colonial days. The
highly disputed and circumstantial evidence presented against Sen revolves around "guilt by association", because
of his jail visits (all of them under official supervision) to "under trial" prisoners on behalf of the PUCL. His initial
imprisonment as an under trail lasted about two years, having been repeatedly denied bail. Eventually the Supreme
Court granted him bail while the trial went on for another two years. Finally in December 2010,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was handed down along with "rigorous"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shocking verdict against a
lauded humanitarian and committed peace maker has been criticized almost unanimously in the Indian media.
Groups of academics in India as well as an informal group of 45 Nobel Laureates worldwide have asked for speedy
redressel. While releasing a book on Binayak Sen, India's own Nobel Laureate Professor Amartya Sen has vehemently
questioned this verdict. Leading medical journals have commented editorially on Sen's 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designated Dr Sen as a prisoner of conscience. Thus the voice of this courageous 61-year old
defender of the rights of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is silenced behind prison walls, but his message is all the
louder because of this. And it challenges professionals to their responsibilities in social and political spheres, and
gives pause to the younger generation in this rising world power to ponder issues of human rights and equitable
economic advancement. The picture of Sen behind the bars of a police van on his way to the prison has become a
widely recognized symbol of personally costly civic engagement.

Biography
Nationality: Indian
Date of Birth: 1950 January 4
Organization: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Position: National Vice-President and General Secretary of Chhattisgarh Unit / Physician
(Currently imprisoned on charges of sedition and serving a criminal penalty of life imprisonment)

Previous Awards
- Paul Harrison Award For A Lifetime Of Service To The Rural Poor, Christian Medical College (2004)
- R.R. Keithan Gold Medal, Indi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07)
- Jonathan Mann Award for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 (2008)

Professional Background And Achievements
- Key role in founding and setting up Chattisgarh Mukti Morcha's Shaheed Hospital owned and operated by
a worker's organization and a community based NGO called Ruapntar
- Advisor to Jan Swasthya Sahyong health care organization
- Published in British Medical Journal The Lancet in February 2011-03-21
- National Vice President of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 General Secretary of PUCL Chhattisgarh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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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 소개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유가족협회

Parents Circle Families Forum(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가족협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500여 유가족으로 구성된 특별한단체이다.

1994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사태로 가족 구성원을 잃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상처와 상실을
화해와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승화하여 폭력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사회 모두 가족과의 사별을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PCFF는 이 가족과의 사별을
화해의 리더십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PCFF의 상대방과의 화해를 선택한 유가족이라는 독특한
성격은 단체로 하여금 사회 전반적인 존중과 관심을 받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견해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했다. PCFF의 집단 간을 아우르는 업무는 PCFF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평화를 향한 노력
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덕분에 매우 효과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
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또 다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평화와 정
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들이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정치가나 다른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
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비 다멜린(Robi Damelin)은"전쟁에서
는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처만이 남을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PCFF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 상황안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서로 너무도 고립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어서 서로에 대한 공포, 증오, 불신이 생기고 서로를 비인간화 하게 된
다. PCFF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분노로 간직하는 대신 개인적인 아픔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쪽 모두에
게 더 이상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에게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대중들에게
도 평화적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울 것을 요구한다. PCCF는 수년 동안 데스몬드 투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
령, 레너드 코헨 등 국제적 인사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여러 국제적인 상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PCFF에서는'화해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여 1,000여 회의 교실 대화를 통해 약
35,000명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활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
생이 서로 자신들의 상실 경험을 공유하고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갖는다.

PCFF의 화해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모임 후 더 심도 있는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는 많은 피드백을
받고 나서 생겨난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서로 만나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화해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일련의 워크숍과 공동 모임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청소년 간부단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집단과 사회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금간 벽'프로젝트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벽을 무너뜨리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갈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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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연관된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젝트의 콘셉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람의 눈을
통해 본 역사'프로젝트는 양국 NGO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지속가능한 화해 프로세스의
기반을 창출해내도록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PCFF는 국가 간 화해센터를 건립하여 화해 노력과 계획들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정치적 실천'프로젝트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 간의 화해 프로세스의 본질을 잘 알려서 미래의 평화협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PCFF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회원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개인적인 화해 경험을 쌓고 서로 가족을 잃은 슬
픔을 위로해주고 위안이 되어준다. PCFF의 핵심 갈등해소의 힘과 역량은 회원들에게서 나온다. 자신들의 고통
과 개인적인 아픔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승화하는 능력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생기는 서로 간의
결속력에서 그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PCFF의 전략은 군인이나 청소년 등의 특정 계층을 겨냥한 대화와 만남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오랜 기간
겪어온 적대감과 무력 충돌이 실제로 서로를 갈라놓는 현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PCFF는 잘 인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고립되어 서로 만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아서 서로에 대
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멀어져만 갈 때 서로에 대한'비인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갈등이 빚어내는
폭력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서로의 일상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야수처럼 서로 싸우는 모습만이 서로에게
비쳐지고 있다. 따라서 PCFF는 인권 존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서로에 대한 인식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의 PCFF활동이 바로 이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만남은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갖게 해주며 서로에게도 인권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단지 살아야 하는 생존권뿐만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건강
하게 살 권리, 자유롭게 일하고 표현할 권리 등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PCFF는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내, 외부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팔레스타인 내의 인권 침해의 주된 원
인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유의미한 평화 프로세스를 마무리 짓는 것이 될 것이다. PCFF의 핵심 메시지
는 항상"무장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아온 우리가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PCFF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화합이 있어야만 어떠한 평
화협정을 맺더라도 그것이 국가 정상들 사이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정에 그치지 않고 양국 국민들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인들 간의 협상을 통해 맺어질 수 있는 평화협
정은 양국 국민 간의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PCFF는 이에 대
해 지금까지의 협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빠져있었다고 말한다. PCFF의 경험으로 팔레스타인의 인권 문
제는 대화와 협상, 양국 국민과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PCFF는 이스라엘의 라마트 에팔과 팔레스타인의 아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잘 훈련받은 대규모의 유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강사, 중재자,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모든 PCFF의 활동내용과 결정사항은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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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스라엘 지부 간에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CFF는 여러 방면에서 그 업적이 인정받아 간디재단 국제 평화상(2010),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권 상, 커
먼 그라운드 상, 아이젠하워 메달, 솔리다르 실버로즈 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자 약력
·대표자 : 니르 오렌(Nir Oren), 칼레드 아부 아와드(Khaled Abu Awwad) 공동대표
·국 적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설립일 : 1995년
·수상경력
2010 간대재단 국제평화상
스페인 국제사회영화제 국제연대상
로얄이슬람정책연구소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500명의 이슬람인(칼레드 아부 아와드)
국제인권협회(ISHR) 스위스부문 인권상 수상
2009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평화재단(Three Cultures Foundation) 평화와 대화상
예루살렘 재단 관용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한 평화상
피플투피플(People to People) 아이젠하워 메달리온상
2008 서치포커먼 그라운드 공공의 장 어워드(Common Ground Award)
솔리다(Solidar) 은장미상
·주요경력 및 성과
The Parents Circle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500여 유가족으로 구성된 독특한 단체로 분쟁사태로 가족 구성원을 잃은 고통스러운
상처와 상실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열망으로 승화하여 폭력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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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ents Circle Families Forum

The Parents Circle -Families Forum (PCFF) is a unique organization made up of over 500 bereaved families, half Israeli
and half Palestinian. Since 1994,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all of whom have lost a family member to the
conflict, have undertaken a joint effort inthe midst of ongoing violence to transform their incredible loss and pain
into a catalyst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As bereavement is highly respected in both Israeli and Palestinian
communities, the PCFF consciously employs the position of bereavement as a leadership tool in reconciliation.
Additionally, the unique position of the PCFF as bereaved families who have found ways to reconcile with the 'other
side'allows the organization to present unpopular views and messages while maintain the attention and respect of
wider communities. The cross-community nature of PCFF's work is highly effective and unique given PCFF's
members ability to transcend their personal suffering in order to work for peace.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have taken the initiative to continue to work for peace and justice and urge that no additional families face the
tragedy they have suffered. They have commented if they can work for peace, then the politicians and other leaders
should be able to do the same. As one of their core members Robi Damelin has commented, in war 'there is no
winner, only a greater collection of broken hearts.'

To lay the groundwork for a lasting peace, PCFF provides, first and foremost, the opportunity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to meet. In the context of conflict the two peoples remain alienated from one another, a separation
which is fortified by feelings of fear, hatred, mistrust, and dehumanization of the other. Rather than allow
bereavement to serve as yet another reason to hate, PCFF'sactivities aim to use the personal stories of bereaved
Israelis and Palestinians to prevent further bereavement on both sides, to demand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onflict from policymakers, and to educate the public towards reconciliation. PCFF's work over the years has been
recognized by highly respected international figures including Desmond Tutu, President Bill Clinton and Leonard
Cohen and has received numerous international awards. The organization's current programs include PCFF's On the
Road to Reconciliation program through which every year, PCFF members facilitate over 1,000 classroom dialogues
with over 35,000 students throughout Israel and Palestine. These dialogue activities involve one Israeli and one
Palestinian facilitator sharing their stories of bereavement and guiding the participants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conflict and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PCFF's Messengers of Reconciliation program was born out of the
significant feedback the organization received following their dialogue meetings for the need for more in-depth and
joint work. Many students expressed their longing to be able to meet with their Israeli and Palestinian counterparts
on a more profound basis. Messengers of Reconciliation, through a series of workshops and joint encounters, works
to createa cadre of Israeli and Palestinian youngsters able to go on to work as messengers among their peers and
communities. PCFF's Crack in the Wall project aims to help the communities make "cracks in [their] walls" by
breaking down psychological, if not physical barriers between the two peoples. Crack in the Wall is an online, IsraeliPalestinian social network for those involved in the conflict to be able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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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s people to connect and dialogue. The overall concept of the online Crack in the Wall platform is that
Israelis, Palestinians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able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a simple message
that will appear in a country they choose. PCFF's History through the Human Eyes facilitates Israeli and Palestinian
NGOs and "change-agents" to participate in an exploration of the narrative of the other and to work to create a
framework to foster a sustainable reconciliation process between both sides. PCFFare working to establish a crossborder Reconciliation Center that will act as a place to promote and facilitate reconciliation efforts and projects.
PCFF's Political Action Project aims to educate the political leadership on the essential nature of a reconciliation
process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to the success of any future peace agreement.

The Palestinian and Israeli members of PCFF participate in regular meetings to undergo a personal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to support one another in coping with bereavement. The core of PCFF's capacity for conflict
resolution lies within its members, their ability to use their pain and their personal stories of loss to engender
empathy and understanding and their commitment to one another based on a shared pain. PCFF member
activities include "Neighbors - Women Creating Reconciliation", as well as general seminars for adults and summer
camps for Israeli and Palestinian bereaved youth.

PCFF's strategy strongly relies on adialogue encounter model which is specifically targeted towards a particular class,
military unit, youth group and or other social group. PCFF recognize that long years of animosity and violent clashes
have lead to a reality of physical separation. When Israelis and Palestinians don't know each other, don't meet, don't
dialogue, the "demonization of the other" takes place. The media tends to present violent images of the conflict
which show a deformed image of the daily reality and create monstrous visions of the other. PCFF through their
work have therefor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 first step i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s
the knowledge of the other. Almost all of the PCFF's activities are based on this concept. In general the meeting
yields a wave of sympathy, a re-encounter with the humanity of the other sideand a first but decisive step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human rights of the other, not only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to enjoying peace, but
also all the other rights like the right to move freely, to enjoy health services, work, freedom of expression and other
human rights.

PCFF areconscious of the fact that human rights are almost constantly and inevitably violated in conflict situation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organization is committed to the fact that the unsolved Palestinian-Israeli conflict
is the main sour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alestinian community. If this statement is valid, it becomes
clear that the most effective way of facing the critical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is carrying a meaningful
and energetic peace process to an end. PCFF's fundamental message has been: "if we, who have suffered the most
from the armed conflict, are able to look to the future from a perspective of reconciliation, we are sure that everybody
else will be able to do it… "PCFF contend that people to people reconciliation is therefore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assure that the peace process will not only remain an agreement between the leaders but an
agreement between the peoples. The peace agreement, which will hopefully be signed by the political leaders after
thorough negotiations, should include a clear strategy towards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peoples. PCFF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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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is essential perspective was neglected in previous negotiations. PCFF's experience can affirm that the struggle
for the human rights of Palestinians can only pass through the difficult struggle for dialogue, negotiation,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peoples.

PCFF operates from two offices, the Israeli office located in Ramat Ef'al and the Palestinian office in A-Ram. The
organization is operated and backed up by a large body of volunteers from the bereaved families as trained and
experienced lecturers, facilitators and activists.

All PCFF activities and decisions are carried out jointly with

Palestinians and Israelis working together side-by-side.

PCFF have been widely praised and awarded for their work including being named winners of the Gandhi
Foundation International Peace Award 2010;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ward;
Common Ground Award; Eisenhower Medallion; Solidar Silver Rose Award and many others.

Biography
Nir Oren And Khaled Abu Awwad, Co-Executive Directors
Nationality: Israeli And Palestinian

Organization: The Parents Circle-Families Forum (Israeli Palestinian Bereaved Families For Peace)

Previous Awards:
- The Gandhi Foundation International Peace Award (2010)
- International Solidarity Prize International Social Cinema Film Festival Spain (2010)
- 500 Most Influential Muslims (Khaled Abu Awwad) Royal Islamic Strategic Studies Centre (2010)
- Human Rights Award,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ISHR) Swiss Section (2010)
- Three Cultures Award For Peace And Dialogue, Three Cultures Foundation (2009)
- Martha Prize For Tolerance And Democratic Values, Jerusalem Foundation (2009)
- Einsenhower Medallion, People To People (2009)
- Common Ground Award (2008)
- Silver Rose Award, Solida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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