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칭하이 무상사 (Supreme Master Ching Hai)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교사이자 예술가이며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사랑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 어울락(베트남)에서 출생한 그녀는 유럽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그곳 적십자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곧 전세계 곳곳에 고통이 존

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고통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열망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인 

의사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남편의 동의를 얻어 출가를 했습니다. 그녀

는 그 후 영적 깨달음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마침내 인도 히말라야

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신성한 명상기

법을 전수받고 이를 후에 관음법문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얼마간 정진

한 후 그녀는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뒤 얼마 안 있어 열성적인 구도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그녀는 이를 받아들여 대중들에게 관음법문을 가르치며 

자신의 내면을 보고 위대한 신성을 찾도록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에서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심은 여러 다른 처지에 놓인 불우한 이들을 

세심히 돌보는 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작활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곤궁에 처한 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명을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내 인생의 개들’, ‘내 인생의 

새들’, ‘고귀한 야생’을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들은 우리 지구에 

거주하는 소중한 동물들의 깊은 감정과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통찰력 있는 책들로서 동물들의 기품 있는 정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미덕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준 사람들의 행위를 치하하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는 2006년 3월‘빛나는 세계 지도자 상(Shining 
World Leadership Award)’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로 ‘빛나는 세계 자비 

상’ ,   ‘빛나는 세계 영웅 상’ ,   ‘빛나는 세계 정직 상’ ,   ‘빛나는 세계 보호 

상’ ,   ‘빛나는 세계 지성 상’ ,   ‘빛나는 세계 발명 상’과 같은 명성 있는 

상들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지구의 조화, 아름다움, 지속 가능성에 

큰 공헌을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된 슬로베니아 제 2대 대통령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 제일 구달 박사,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단체 같은 여러 인물, 국가, 기구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현 시기 기후변화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구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사실상 지난 20여 년 간 

환경보존에 관해 계속 강연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자비로운 생활방식을 권장하는 ‘대안적인 삶(Alternative 
Living)’캠페인과 SOS 지구온난화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 말씀하신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를 구하자” 는 

문구는 이제 유명한 표어가 되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무아의 봉사를 실천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터전, 지구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도록 

인류를 부단히 돕고 계십니다. 

유엔에서의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1991년과 1992년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두차례 강연, 

1993년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강연. 

(사진: 1992년 미국 뉴욕UN)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계신 칭하이 무상사. 

(사진: 1995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지상에 공존하는 동물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과 배려는 10마리의 

개와 22마리 새의 입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양견 베니와 입양조 카둘라와 함께. 

(사진: 2001년 미국 플로리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www.GodsDirectCont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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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호놀룰루의 프랭크 F. 파시 시장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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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재난 구호활동 - 홍수, 지진, 화재 등 (2008년 6-12월)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 지진 구호활동 (2008년 5-9월) $382,600

미얀마 - 싸이클론 나르기스 구호활동 (2008년 5월) $126,000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멕시코 - 허리케인 노엘 구호활동 (2007년 11-12월) $73,800

북한 - 홍수 구호활동 (2007년 8-11월) $76,700

페루 - 지진 구호활동 (2007년 8월) $70,100

미국 IRC/Not on Our Watch Organization - 다르푸르 인도주의 활동 지원 (2007년 6월) $200,000

미국 해비타트 - 불우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2007년 2월) $20,000

필리핀 - 태풍 두리안 구호활동 및 인도주의 활동 (2006년 11-12월)

  피델 라모스 평화발전재단 지원

 필리핀 천주교 주교회의 지원

 필리핀 공과대학 지원

 <지구 구원자의 꿈 앙상블> 지원

 성 바오로 대학 지원

 필리핀 코미디 예술과학원 지원

 필리핀 언어위원회 지원

$430,000

아제르바이잔 - 난민 원조 (2006년 11월) $22,000

부룬디 - 카멘지 청소년센터에 기부 (2006년 9월) $30,000

모로코 - 하나네 압델무타리브 동물구조대  (2006년 9월) $10,000

스승님의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 중 일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에게 있어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 지금보다 더 중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칭하이 스승께서 깨달음을 추구하셨던 이유입니다. 수년간 스승님은 쉼 없이 세계를 돌며 

곤궁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도움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재소자들과 노인들, 정신 장애인들, 환자들, 빈민들, 집 없는 이들, 퇴역군인들,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로 

이어져 왔습니다. 스승님의 자비는 전 세계 수백만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으며, 스승님의 이타적인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국제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다양한 재능을 일깨웠는데, 이러한 재능들은 그림, 음악, 시, 보석 

디자인, 의상 디자인과 같은 예술창작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작활동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칭하이 

무상사는 불우한 이들을 돕고 계십니다. 아래 목록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인도주의 활동과 재난구호 

활동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목록이 아닌 일부입니다)

(금액 단위 - 미국달러)

칭하이 무상사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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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무상사
태국, 199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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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락(베트남) - 자선단체 기부 (2006년 7월)

  베트남 맹아재단 기부

 <Giving It Back to Kids> 기부

                베트남 어린이 인도주의 지원협회 기부

 빈민 의족, 의수, 인공보철물 원조기금 기부

 베트남 아동지원 프로그램 기부

 베트남 재난 구호단 기부

$65,000

케냐 - 가뭄구호를 위한 우물파기 활동 (2006년 4-10월) $96,100

카슈미르와 파키스탄 - 지진 구호활동 (2005년 10월) $202,400

미국 -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활동 (2005년 8-9월) $92,700

불가리아 - 홍수 구호활동 (2005년 8월) $20,000

영국 - Band Aid Charitable Trust 지원 (2005년 3월) $100,000

코스타리카 - 홍수 구호활동 (2005년 1월) $41,000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 동남아시아 쓰나미 구호활동 (2004년 12월-2005년 2월) $135,500

이란 - 지진 구호활동 (2003년 12월) $70,000

태국 - 북부지역 원주민 원조 (2003년 11월) $2,000

대한민국 - 태풍 매미 구호활동 (2003년 9-11월) $49,900

인도 - 북서부 농민들을 위한 종자 구입 (2003년 7월) $29,900

알제리 - 지진 구호활동 (2003년 5월) $153,400

아르헨티나 - 홍수 구호활동 (2003년 4-11월) $29,000

아프가니스탄 - 난민 원조 (2001년 10월) $100,000

미국 - 911 재난 구호활동 (2001년 9월) $361,000

엘살바도르 - 뎅기열 환자, 빈민, 고아 원조 (2000년 10-11월) $75,700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인도주의 활동 (1999년 12월)

 더반 어린이 원조를 위해 세계종교회의에 기부 

 수리야랑가 무용단 기부

 줄루 어린이 무용단 기부

 요하네스버그 어린이의 집 기부

 트란스케이 지역의 이카마구 협회 기부

 코사족 상수도 시설 확충 지원

$161,800

포모사 (타이완) - 지진 구호활동 (1999년 9월) $439,000

터키 - 지진 구호활동 (1999년 8월) $135,000

코소보 - 적십자사를 통한 코소보 전쟁 난민 원조 (1999년 6-8월) $100,000

아르메니아 - 인도주의 방문 (1999년 5월)

 코미타스 실내악 전당 기부

 예레반 시 기부

 헤이어 문화센터 자선기금 기부

 귬리 시 기부

 귬리 어린이의 집 기부

 귬리 양로원, 귬리시 인터넷 시설 기부

 바나드조르 고아원 기부

 <Aznavour Pour LiArmenia Vanadzor> 기부

 예레반 특수아동의 집 기부

 아르메니아 성당 기부

$250,000

www.GodsDirectContact.org

칭하이 무상사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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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의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 중 일부
(금액 단위 -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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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산림복구과 토양보존 (1999년 2월) $100,000

미국 -   ‘음악으로 하나된 평화의 세상 (One World...of peace through music) ’ 

           자선음악회 개최 (1998년 12월 / 캘리포니아 LA, 슈라인 강당)

 성 유다 어린이 연구병원 기부

 별빛 어린이재단 기부

$250,000

온두라스 - 허리케인 미치 구호활동 (1998년 11-12월) $28,800

수단 - 국제 적십자사를 통한 수단전쟁 이재민 기아 구호활동 (1998년 9월) $99,900

미국 - AmeriCares 기부 (1998년 4월) $100,000

캐나다 - 폭설 구호활동 (1998년 1월) $42,300

미국 -  ‘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 (A Journey through Aesthetic Realms) ’ 

          자선음악회 개최 (1997년 12월 / 워싱턴 DC, DAR Constitution Hall )

 미국 보훈부 기부

 베트남 어린이 재단 기부

$200,000

칠레 - 홍수 구호활동 (1997년 7월) $30,000

르완다 - 전쟁 이재민 지원 (1997년 4월) $100,000

포모사(타이완) - 동절기 자선활동을 펼치는 구호단체들 지원 (1996년 11-12월) $767,700

베네수엘라 - 홍수 구호활동 (1996년 6-8월) $33,400

방글라데시 - 토네이도 구호활동 (1996년 6월) $10,000

북한 - 기아구제를 위한 쌀 2000톤 기증 (1996년 6월) $526,300

도미니카 - 도미니카 정부와 자선단체에 기부 (1996년 3월) $55,000

영국 - 자선단체들 지원 (1996년 8월)

 아동폭력방지 전국협회 기부

 Action Aid 기부

 세계야생동물기금 기부

$15,000

체첸과 보스니아 전쟁 이재민 원조 (1995년 2월) $100,000

일본 - 고베, 오사카 지진 구호활동 (1995년 1월) $124,700

캄보디아 - 기근구호를 위한 쌀 6000톤 기증 (1994년 12월-1995년 2월) $1,632,800

미국 - 중서부 홍수 구호활동 (1994년 2-3월)

 일리노이, 미주리, 아이오와, 미네소타, 캔자스, 위스콘신 주정부 지원

$450,000

미국 - 암과 에이즈 연구의학센터 지원 (1994년 1월) $100,000

미국 -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 구호활동 (1993년 11월) $64,100

우간다 - 영적 수행단체 지원 (1993년 5월) $55,000

어울락(베트남) - 롱안 지방 홍수 구호활동 (1991년 12월) $220,500

중국 - 홍수 구호활동 (1991년 7월) $331,200

필리핀 - 피나투보 화산과 홍수 구호활동 (1991년 6-10월) $734,400

독일 소재 어울락(베트남) 사원 지원 (1990년 7월) $320,000

홍콩 소재 어울락(베트남) 난민수용소 지원 (1990-1993년) $288,195

포모사(타이완) - 불우한 가정, 사원, 지방정부, 지역사회 단체들 (1989-1993년) $366,282

인도주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승님의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 중 일부

칭하이 무상사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

4

(금액 단위 - 미국달러)



봉사의 정신에 있어, 칭하이 무상사는 순수한 사랑과 우정에 

기초한 협동의 덕목을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정신적, 물질적 헌신을 

바쳤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어떠한 인정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녀의 사심 없는 공헌을 인정하여 전 세계 여러 정부 

대표자들과 민간 단체들은 칭하이 무상사께 명망 있는 상들을 

수여했습니다.

수상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시평화상 (2006년)

• 제 27회 텔리상 1등 은상 (2006년)

• 로스앤젤레스 음악주간 표창장 (2002년)

• 세계 영적 지도자 상 (1994년)

• 세계 인도주의 시민 상 (1994년)

그에 더하여 미국의 주 정부에서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수프림 마스터 칭하이 데이(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헌신적으로 돕는 그녀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 수백만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

www.GodsDirectContact.org

칭하이 무상사의 동물에 대한 자비와 비폭력의 

메시지에 대해 젊은 인도 채식협회(YIV)가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전 시민들을 위한 무수한 공헌들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칭하이 무상사에 수여. 

2008년 마하비르상

조지 W. 부시 미국 43대 대통령이 꾸준하고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대해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2008년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 대통령상

2009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표창장

칭하이 무상사

수상 내역

5

2010 자원봉사 대통령상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이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주의를 기리며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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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박애와 

인도주의의 모범적인 업적에 대해서 동양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권위있는 구시 평화상을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2002년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

1999년 아르메니아 
정부 표창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시와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은 음악세계에 공헌한 칭하이 무상사의 창작활동을 

기리는 뜻에서 스승님께 크리스탈 상패를 수여하고 로스

앤젤레스 시장 제임스 한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 

캄보디아 제 1 수상과 제 2 수상이 칭하이 무상사

에게 캄보디아 국가 건설 상을 수여.

2003년 순황제상 
황금트로피와 메달 

1995년 캄보디아 
국가 건설상

미국 국제 순황제 문화대학에서 수여. 

또한 칭하이 무상사를 명예학장으로 

임명하고 동상을 건립.

예레반 시의 수렌 아브라함얀 시장과 나데즈다 사르키샨 의원이 

아르메니아에서 펼친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활동을 기리는 뜻에서 

표창장과 은메달을 수여.

아르메니아 보훈부 바벨 칼타크찬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에 칭하이 무상사의 모습을 조각해서 선사.

2006년 텔리상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토대로 작곡된 교향시 ‘평화

를 구하는 자 (The Peace Seeker)’가 미국 전역 

TV에 방영, 텔리상 은상을 수상.

2006년 구시 평화상

www.SupremeMasterTV.com
6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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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아시아태평양 청년자유연맹 회장 

레네 G. 산토스 박사가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1994년 
‘고귀한 삶의 별’상

1994년 세계 영적 지도자 상
2월 22일 수프림 마스터 칭하이 데이 선포

태국 정부와 언론에서 인류를 향한

칭하이 무상사의 공헌을 인정하여 수여.

1994년 인도주의 
모범 메달

1994년 세계 인도주의 
시민상

국제평화라디오와 글로벌교육대학의 설립자이자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비정부기구 자문위원인 리차드 

슈나이더 박사가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1994년 국제 인도주의상

귈레르모 멘도자 기념장학재단과 

필리핀 사회개발협회에서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미국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캔자스, 미주리,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들과 세계문화교류협회 천훙광 사무총장이 위 

중서부 6개 주의 홍수 이재민들을 위한 자애로운 도움에 대해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 

www.SupremeMaster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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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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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

1993년 엑스캘리버상

1994년 세계 인도주의 
지도자상

미국 암협회에서 수여한 권위 있는 상

미국 국제인권연맹 회장 바바라 핀치 여사가 수여. 

또한 칭하이 무상사를 국제인권연맹 최고의 자리인 

명예고문으로 추대.

1994년 표창장과 축하서신

1993년 10월 25일 
수프림 마스터 칭하이 데이 선포

프랑크 파시 미국 호놀룰루 시장이 1993년 10월 25일을
“수프림 마스터 칭하이 데이”로 선포함. 

또한 칭하이 무상사에게 명예 시민권을 부여하고, 

칭하이 무상사의 동상을 호놀룰루 시의 공공 장소에 

영원히 전시함.

미국 중서부 6개 주에서 홍수 피해자들을 도운 공로에 

대해 칭하이 무상사께 표창장을 수여.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도 칭하이 무상사의 세계 영적 

지도자 상 수상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옴.

프랭크 파시 시장

www.SupremeMasterTV.com
8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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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시 멜 C. 로페즈(Mel C. Lopez, Jr.) 시장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도시의 열쇠를 증정.

1991년 감사의 페넌트

1991년 도시의 열쇠

아시아태평양 청년자유연맹(필리핀 지부) 의장 

레네.산토스 박사가 어울락(베트남) 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평화와 선의를 추구하는 

이로서 탁월한 도력을 발휘하였음을 인정하여 

칭하이 무상사에게 표창패를 수여.

1991년 표창패

필리핀 마닐라 시 인권과 사회봉사

지역센터에서 ‘세계적인 화합’을 이루고

인권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해 

칭하이 무상사에게 감사패를 증정.

1991년 감사패

피나투보 화산폭발 피해자 원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필리핀의 올란도 B. 푸아 국회의원과 포모사의 린링 왕 

국회의원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페넌트를 증정.

1993년 공로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 

프랑크 조던 시장이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주의 공헌을 기리는 상을 수여. 미국 플로리다 주 보카러턴 시의 에밀 F. 단큐 시장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도시의 열쇠를 증정.

1992년 도시의 열쇠

1993년 명예시민권

미국 아리조나 주의 파이프 시밍턴 주지사가 

칭하이 무상사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 

피나투보 화산폭발 희생자들을 위한 

구호활동과 모범적인 박애주의 활동을 

기리는 뜻에서 <필리피노 리포터> 신문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상패를 수여.

1991년 표창패

www.SupremeMaster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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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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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즈덴카 체바세크 트라트닉 박사 / 슬로베니아 인권  
   옴부즈우먼 (2008)
2. 바바라 즈가이너 타브스 /슬로베니아 국회의원  
   (2008)    
       
  

2007년 유네스코 국제극예술협회(ITI)
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연극의 날 

행사에 칭하이 무상사를 초청했습니다. 

매년 3월 27일에 열리는 세계 연극의 날은 

극예술계의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단합과 평화에 공헌하는 극예술의 

독특한 힘을 확인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고위 인사들과 예술가들

20년이 넘는 동안 초청강연과 인도주의 

활동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칭하이 

무상사는 무수히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영예로운 귀빈으로 영접받았습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대륙을 

여행하면서 그녀는 다양한 문화권의 정치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3. 맨프레드 베일하르즈 박사 / 세계 ITI 회장 
4. 라멘두 마줌다르 / 세계 ITI 부회장이자 방글라데시 ITI 회장 
5. 장 피에르 귄가네 / 세계 ITI 부회장이자 아프리카지국 회장 
6. 제니퍼 M. 월폴 / 세계 ITI 총서기 
7. 파이니아 윌리암스 / 수상 경력이 있는 극예술오페라  
 감독이자 BBC 프로듀서 
8. 사이드 살렘 / 아랍에미리트연합 극예술 총감독 
9. 알리 마흐디 / 수단 ITI 회장 
10. 사미라 마크말바프 / 수상 경력이 있는 이란 영화제작자 

 
  

칭하이 무상사 님과 함께한 ...

1              2                                

3              4 

5               6

7               8

9            10                      

www.SupremeMaster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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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허슨 알바레즈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통령 자문위원이자 필리핀 전 국회의원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지도자 상을 수상. 

- 포모사(타이완),  2007

이멜다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전 필리핀 영부인

- 필리핀, 2006

전설적인 어울락(베트남) 작곡가인 투 호 (오른쪽) 씨, ‘어울락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팜 듀이 (왼쪽) 씨와 중추절 프로그램을 감상하는 칭하이 무상사.
                                                                  - 미국 캘리포니아, 1997

쉰 일가와 함께: 자네트 쉰, 에미상과 골든 

글로브 상에 빛나는 배우 마틴 쉰, 골든 

글로브 상 수상자인 찰리 쉰

쉰 일가의 말리부 집에 초대받은 칭하이 무상사. 

-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1999

피델 V. 라모스 필리핀 전직 대통령 

- 필리핀, 2006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에서 개최된 구시평화상 시상식 중 

칭하이 무상사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 - 2006

세실 귀도테 알바레즈 여사 

필리핀 대통령 문화자문

포모사(타이완)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방문 

- 포모사 (타이완), 2007

에미상 수상 미국 여배우 수지 커츠, 

에미상,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한 

미국 배우 마틴 쉰

별빛 어린이 재단의 제 15주년 기념 자선갈라 

“별빛의 마술”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야네즈 드르노브세크 박사, 슬로베니아 대통령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빛나는 세계 지도자 상을 수상.

 - 슬로베니아, 2007

셰이크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콰시미 III 박사

샤르자의 통치자

- 프랑스 유네스코 행사, 2007. 

필 도나휴

에미상을 수차례 수상한 미국인 방송인 
성 유다 어린이 연구병원의 제 19회 연례 

자선모임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www.GodsDirectCont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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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무상사와 함께한...

미국의 유명 배우 스티븐 시걸
성 유다 어린이 연구병원의 제 19회 

연례 자선모임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미카엘 바르단얀 귬리 시장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미화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함.

- 아르메니아 귬리 시, 1999

오스카 상 수상 

미국 배우 로드 스타이거

“오스카 100 스타의 밤” 자선갈라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골든 글로브 상 수상자인 

미국 여배우 스텔라 스티븐스

“오스카 100 스타의 밤”자선갈라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전설적인 미국 여배우 데비 레이놀즈

자선음악회‘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98

달에 두 번째로 착륙한 

미 우주비행사 버즈 알드린

“오스카 100 스타의 밤”자선갈라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바나드조르의 노릭 사르단얀 부시장

칭하이 무상사께 아름다운 그림을 선사함 

- 아르메니아, 1999

쉬락 페트로샨 주지사가 

칭하이 무상사를 에스코트함

- 아르메니아, 1999

전설적인 미국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

“오스카 100 스타의 밤” 자선갈라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1999

www.SupremeMaster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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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크메르 개선당 당수 리브 안 박사와 부인

- 캄보디아, 1996

다니엘 E. 밀라 포모사(타이완) 주재 온두라스 대사, 

그의 부인과 영애.  

칭하이 무상사를 방문해 음력설을 함께 축하함.

- 포모사, 1996

캄보디아의 닌 반다 수상 대리와 정부 대표자들     
태국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방문해 우정과 감사를 상징하는 

전통 부조그림을 선사함 - 1994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미국인 작곡가 빌 콘티

자선음악회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98

유명 밴드“비치 보이스 가족과 

친구들”의 멤버 카니와 웬디 윌슨

자선음악회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에서 

-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98

저명한 어울락(베트남) 여배우 키유 친

자선음악회‘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에서 

- 미국 워싱턴 DC, 1997

베냉의 아그볼리-아그보 데질라니 왕과 왕자

칭하이 무상사의 방문을 환영

- 베냉 아보메이, 1995

조순 서울시장

칭하이 무상사께 자주 한국을 방문해 국민들에

게 깨달음의 강연을 해주시길 청하다

- 대한민국 서울, 1997

라리사 라자람 박사

싱가포르 외무 및 법무장관의 부인 

- 싱가포르, 1996

www.GodsDirectCont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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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크리스핀 소르하인도 대통령

- 도미니카, 1996

태국의 마하 차크리 시린돈 공주     
- 태국, 1994 

미국 해외부 중역 피터 스팔딩

- 필리핀, 1994 

태국 정부 부대변인 

수다라트 케이우라판 
외무부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위해 주최한 

연회에서 스승님을 영접함. 행사장까지 

외무장관의 비서 니미트르 아차랴키티사

쿨 씨가 칭하이 무상사를 에스코트함. 

- 태국, 1993

캄보디아의 프레아 바트 삼덱 프레아 

노로돔 시하누크 바르만 왕

캄보디아 왕궁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영접하

고 우정의 상징으로 꽃병을 선사함.

- 1996

캄보디아 노로돔 라나리드 왕자와 

마리 라나리드 공주

- 캄보디아, 1996

캄보디아 삼덱 훈 센 수상과 

부인 분 라미

- 캄보디아, 1996

코트디브아르의 영부인 

앙리에뜨 베디에       
- 코트디브아르, 1996

도미니카 에디슨 제임스 수상      
- 도미니카, 1996

대통령 연회에서 

- 미국 워싱턴 DC, 1993

토마스 원 울프 

미국 원주민 수퀴아미쉬 부족의 장로

“장로들께서 내가‘위대한 그 분’인 당신을

 영접하길 원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함

- 미국 캘리포니아, 1993

프랭크 파시 시장
2월 22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함.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1993

www.SupremeMaster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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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소장 전관 장군

칭하이 무상사의 생신을 축하함

- 한국, 1993

클라라 크루즈 에스피리투 주지사

- 필리핀 팔라완, 1993

코라손 코주앙코 아키노 대통령

칭하이 무상사를 만나 난민 정착 문제를 논의함

- 필리핀, 1992

미국 얼 후토 하원의원

칭하이 무상사를 의회로 초대함

- 미국 워싱턴 DC, 1993

살바도르 로렐 필리핀 부통령

- 필리핀, 1991

오스카 아리아스 산체스 대통령

- 코스타리카, 1991

코스타리카 전직 영부인 

마가리타 페논 공고라여사

- 코스타리카, 1991

미국과 일본 영사들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환영함

- 인도네시아, 1993

셀리아 디아즈 로렐 필리핀 부통령 부인

- 필리핀, 1992     .            

etc...

고위 인사들과 예술가들

칭하이 무상사와 함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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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C TV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1999년 12월 1일

모든 생명의 존중 세계회의
     인도 푸나 

     1997년 11월 11일

French Radio Enghien
     프랑스 파리

     1997년 1월 27일

Schweizer Radio DRS
     1993년  스위스 

RFI Radio
     프랑스 파리 

     1997년 1월 27일

일부 목록

• American Chinese News (미국 시카고, 1994) 

• Americus Times Recorder (미국 조지아, 2007) 

• Armenian Business Weekly (아르메니아, 1999) 

• Barev National Armenian TV (아르메니아, 1999) 

• Bijorcha TV (프랑스 파리, 1997) 

• Chicago Times (미국 시카고, 1994)

• Chinese American Voice (미국 뉴욕, 1995) 

• Chinese Radio Network (미국 뉴욕, 1995)

• CNN (미국, 1996) 

• DZRM Broadcasting Station (필리핀, 1992.3.19.)

• The Earth Times Online Newspaper (아일랜드, 2007) 

• East Coast Radio (아일랜드, 2008)

• Environmentally Sound Radio (미국 뉴욕, 2008) 

• FOX 2 KTVI TV Channel (미국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2007) 

• Go Vegan Radio (미국 캘리포니아, 2008) 

• Hayastan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Hayastani Hanrapetutyun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Heart and Soul TV series (남아공, 1999)

• The Hindu national newspaper (인도, 2007) 

• Hippy Gourmet TV (미국 캘리포니아, 2008)

• How2USA Magazine, cover article (미국, 2008.4.) 

• Inch Vortegh Erb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The Independent Weekly Newspaper Sensation         

(아르메니아, 1999) 

• Interdimensional TV Show Channel 16 (미국 뉴욕, 1995)

• International Chinese Radio (프랑스, 1993) 

• Iran TV2 (이란, 2008)

• Iranian TV Network (남아공 케이프타운, 1999) 

• Irish Independent newspaper (아일랜드, 2008)

• Jame Jam newspaper (이란, 2008.11.12.) 

• KBOO Radio (미국 오레곤, 1993)

• KTVU San Francisco TV Channel 3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1993)

• National Broadcasting Network (NBN) Television    

(필리핀, 2006)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본부
www.GodsDirectContact.org /

한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www.GodsDirectContact.or.kr/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Supreme Master Television)
www.SupremeMasterTV.com 
e-mail: info@www.SupremeMasterTV.com 
telephone: +1.626.444.4385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본부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Book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aiwan) 
www.SMCHbooks.com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telephone: +886.2.8787.3935 

관음 웹사이트
세계 여러 언어로 된 웹사이트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www.GodsDirectContact.org/links 

언론 매체 속의 칭하이 무상사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The Novas Report”, KQSB 990 AM Radio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1995)

• RTV Slovenia TV (Radiotelevizija Slovenija)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8)

• South African Broadcasting Company (SABC) TV           

(남아공 케이프타운, 1999)

• KLDE Oldies Radio 104.9 FM (미국 텍사스, 1993) 

• KTRK TV Channel 13 (미국 텍사스 휴스턴, 1993)

• Le Figaro Newspaper (프랑스 파리, 1997) 

• The Los Angeles Times (미국 캘리포니아, 1998)

• Manila Standard Today newspaper (필리핀, 2006) 

• Mehr News (이란, 2008.11.12.)

• New Time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New York Sino Radio Broadcasts (미국 뉴욕, 1995)

• The New York Times newspaper (미국 뉴욕, 2008) 

•	 “Ona”and “Aura”magazines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8) 

• The Orange County Register (미국 캘리포니아, 1998) 

• People’s Power Press (몽골, 1998) 

• Radio Enghien (프랑스 파리, 1997) 

• Radio France Internationale (RFI) (프랑스, 1994) 

• Radio Five On “Sunday Focus” (태국, 1994) 

• Radio for Peace International (미국 오레곤, 1993) 

• Radio Ici & Maintenant (Here & Now) (프랑스, 1994) 

• Republic of Armenia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Ser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Slovenske Novice Newspaper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2008)

• Spiritual Awakening Radio (미국, 2008) 

•	 “Sun, Moon And Stars” Radio Program (홍콩, 1994)

• Tehran Times newspaper (이란, 2008.11.12.) 

• The Temecula Valley News (미국 캘리포니아, 2008) 

•	 “Thirst for Life” (필리핀, 1991) 

• Urartu Newspaper (아르메니아, 1999)

• Vegetarian Association in Oregon (미국 오레곤, 1993) 

• WJXT Channel 4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2008) 

• Woman Today SAFM Radio (남아공 케이프타운, 1999) 

• World Journal (미국 시카고, 1994)

칭하이 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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