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상 수상자
제1회 제주4·3평화상
제주4·3평화상
수상자

약력

비고

- 본적: 제주시 삼양동
김석범

- 출생지: 일본 오사카(1925년생)
- 4·3소설 「까마귀의 죽음」 발표(1957)
- 4·3대하소설 『화산도』 발표(1976~1998)
- 김지하 석방운동 전개(1978)

재일제주인

- 재일동포 지문 철폐운동(1985)
- 오사라기지로상 수상(아사히 신문, 1984)
- 마이니찌 예술상 수상(마이니찌 신문, 1988)

제주4·3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약력

비고

- 국적: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이맘
아지즈
(Muhammad Imam
Aziz)

- 출생지: 인도네시아 Pati 태생(1962)
- LKiS(‘이슬람사회연구소’, Yogyakarta 소재) 창설(1993)
- NU 족자카르타(Yogyakarta) 지부장
: 풀뿌리 네크워크 인권교육 시행함(1997)
- 인권단체인 샤리깟(Syarikat) 창설(2000)
- 현재 NU 전국이사회 의장
- 인도네시아 이슬람박람회로부터 다문화상 수상
- 이탈리아 로마 ‘존엄, 평화와 화해 위원회’ 회원

인도네시아
평화운동가

제2회 제주4·3평화상
제주4·3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브루스 커밍스
(Bruce Cumings)

약력

비고

- 출생: 1943년 9월 5일 미국 뉴욕
- 한국전쟁의 기원1(1981)
- 한국전쟁의 기원2(1990)
- 한국전쟁의 전개과정(1988)

시카고대

- 한국현대사(1997)

사학과

- 한국전쟁과 한미관계(1999)

석좌교수

- 제1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 수상
- 존 패어뱅크상 수상
- 퀸시 라이트 도서상 수상

제3회 제주4·3평화상
제주4·3평화상
수상자

약력

비고

- 출생: 1941년
- 1975.
현기영

<동아일보> 신춘문예, ｢아버지｣ 로 등단

- 1978. 소설 ｢순이삼촌｣, 『창작과 비평』에 발표
- 1979. 군 정보기관에 연행구금 후 심한 고문을 겪음
- 1989. ~ 2004. 제주4‧3연구소 초대 소장, 이사장
- 2001.∼2003.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 2003.∼2005. 제11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 2008.

제주4‧3 6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 2018.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

1986.
1990.
1994.
1999.
2013.

소설가

제5회 신동엽창작기금 수상
제5회 만해문학상 수상
제2회 오영수문학상 수상
제32회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
제12회 아름다운 작가상 수상
제주4·3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응우옌티탄
(Nguyễn Thị
Thanh, 하미마을)

약력

비고

- 출생: 1957년
- 2018년 4월 한국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원고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냄.

응우옌티탄
(Nguyễn Thị
Thanh,
퐁니‧퐁넛마을)

베트남
인권운동가

- 출생: 1960년
- 2018년 4월 한국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원고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