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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모님께 VISION 2020을 향한 KTGY의 하나됨, 결의 보고

출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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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Y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위해 Vision 2020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학생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마지막 남은

한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참부모님의 섭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

구나 KTGY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일 것입니다. 내 주변

으로 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사회,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타인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내가 같이 성장

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처음 자신을 메시아로써 자각하시며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꼈을 때 얼

마나 심각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도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부

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참부모님을 본받아 두 분의 어린 시절처럼 하늘부

모님과 인류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한다라는 스스로의 자기결단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자기결단에는 그 어떤 능력과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심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출정식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내 스스로가 투

입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의의 순간이며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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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Y  ┃  KOREA TOP GUN YOUTH
참부모님께서는 KTGY라는 이름을 섭리의 조국 한국에서

공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저마다 사역하는 분야도 현장도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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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Vision

우리는 통일원리를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한다.

We grow together by researching 

And practicing the Unification Principles

미션 Mission

진리탐구 Research the truth

참사랑 실천 Practice true love

참가정 완성 Perfect true families

인류 한 가족 실현 Realize one family of humanity

정신 Spirit

도전, 창조, 사랑 Challenge, Create, Love

인재상 The right people to Be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들

Altruists who grow together

Our VISION, MISSION, SPIRIT



KTGY 총회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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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_5.17 (금)

1700 – 1800 청평 도착

대성전으로!

2045 - 2145 전진대회 공유

2145 – 2200 휴식

2200 - 정심원 기도 및 취침

둘째 날 _5.18 (토)

0530 – 0600 기상

0600 – 0630 훈독회

0630 – 0800 아침식사 및 성지기도

0815 – 0930 아침찬양

0900 - 1200 휴식

1200 – 1350 점심식사

1400 – 1545 KTGY 총회 개회식

1545 – 1730 최근 섭리특강
(윤영호 사무총장)

1730 – 1900 저녁식사

1900 – 2030 효정보고

2100 – 2200
KTGY 브리핑

(김동연 회장님)

2200 – 2230 참부모님께 편지
선언문 작성

2245 - 2345 정심원 특별정성

2345 - 취침준비

셋째 날 _5.19 (일)

0530 – 0600 기상

0600 – 0620 훈독회

0630 – 0700 버스탑승 및 이동

0700 – 0900 본향원 참배 1

0900 - 0940 출정식

0940 – 1100 본향원 참배 2

1100 – 1130 수련원 이동

1130 – 1200 소감문 작성

1230 - 식사 및 퇴소

복장
1. 흰 티셔츠 (찬양)
2. 단체티 (개회식, 섭리특강, 출정식)

- 1지구 대회에 참석하신 분은
그날 받은 핑크티를 가져오십시오.

- 1지구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은
접수 시, 티셔츠를 나눠드립니다.

3. 단정한 바지
셋째 날, 핑크티와 함께 입습니다.

숙소

여자 : 대성전 (침낭은 대성전 뒤편)

남자 : 소성전 (침낭은 일본사무실 옆)

070413 (금) ~ 0704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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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세

천일국가

KTGY 출정 선언문

지구★ 인증샷 EVENT

훈독말씀

프로젝트 KTGY

새로운 커뮤니티사이트_이타주의자들

HJYC

KTGY하계방중수련

기적소리 Music Contest

THE BLESSING, 축복다이어리

Sing with HYO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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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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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

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대가

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

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

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절

대사랑·절대복종으로 신인애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

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V i s i o n 2 0 2 0 승 리 를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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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중심 축을 따라 쉼 없이 달려온 인류문명의 귀착지는 아시아 태평양문명권 한반

도임이 자명해지고 있다. 세계문명의 조류가 한반도로 귀결되는 오늘날 역사적인 대세

는 인류의 참부모님 양위분의 세계적이며 천주사적인 참사랑의 승리에 기인한바 크다.

인류의 참부모가 탄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노정은 전인류를 대표한 탕감복귀의

조건이었고, 영원한 평화이상 선주권을 세우기 위한 하늘의 최종 완성 완결 완료적 섭

리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참부모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조국으로 실체화

하기 위해 참사랑으로 성취하신 세계적이며 천주적인 천운을 상속시켜 주고자 하신다.

이에 KTGY 참가자 일동은 참부모님께서 축복하신 비전 2020 승리를 향해 실천궁행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일평생 보여주신 참사랑의 생애 업적을 본받기

위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속에서 효정의 심정으로 참사랑을 확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참부모님의 하나님주의, 참사랑주의를 중심하고 KTGY 활동

인 통일운동, 한일평화운동, 전도, 성화교사, 공부방, 심정문화운동 등의 프

로젝트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로서의 삶을 실천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우리는 참부모님을 향한 효정 속에 절대 하나되어 기적처럼 찾아온

천운과 함께 비전 2020승리를 향해 사생결단 전력투구할 것을 결의한다!

천일국 7년 4월 14일, 2019년 5월 18일

출정 선언문



지구를 벗어나라!

지구★ 인증샷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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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구 보 다 빠 르 게 다 른 지 구 친 구 찾 기



훈 독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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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평화대사, 가정연합의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그리고 사랑하

는 경인국의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의 소원의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임하시는 신통일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오늘인 것

을 알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 우리의 선구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세계 앞에 외쳤습

니다. 그들의 소원은 통일된,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구라파에서 인종

과 국경 문제로 불씨를 일으키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나오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2차 대전은 종전이 되었으나, 한반도를 놓고는 연합국의 강대국이

었던 두 나라가,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70여년이 가깝도록 통일을 염원했지만 결론은 인간 중심으

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원래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

주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영으로 계시는 자리에서 실체를 쓰시고, 인간 세

계, 인류를 아들딸로 품고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지만물을 당신의 형상

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

다.

CheonIlGuk 07.04.14 (20190518) 2019 천운상속 국운융성 신통일한국시대개문안착

희망전진대회 참부모님 말씀

20190517 일산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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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을 통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협조하는 인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의 목적을 이룬 세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성장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된 자리에서 성장하여 하늘

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되지 못한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역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창조목적을 기필코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 구원섭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여 개인에서부터 탕감시켜서 국가적인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때까지 길러 나오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으면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4천년 만에 ‘내 아

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그를 잉태한 마리아, 사가리

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본질도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책임 해야 될 그 환경권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십자

가로 내 모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4천년 만에 찾으셔야 할, 참부

모 자리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참부

모, 아버지를 십자가에 내몬 이스라엘 민족은 2천년 동안 어떤 탕감을 치뤄야 했는가

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책임 못한 민족을 다시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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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생자는 탄생이 되었는데, 독생녀가 탄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2천

년 간, 한민족을 택하시어 1943년에 독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민족이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축복한 선민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책임이 남아 있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던 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평

화의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늘부모님이 되시는, 부모님

을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당면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 민족이 선민으로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 자리에서만이 천운이, 하늘이

함께 하시고 평화세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은 축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고 품으실 수 있는, 당신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늘부모님께서 소원하셨던, 인류가 소원하고 참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

늘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꿈은 우리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

모는 타락한 인류를 다시 중생·부활시키는 축복결혼을 통해서 하늘이 함께하실 수 있

는 자녀로 세워주는 운동이 참가정 축복운동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물론이요, 전 세계

적으로 축복가정들이 많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류가 소원하는 자유, 평등, 평화, 행

복한 지상천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하늘이 준비한 기독교 문화권이 환경권이 되어 주지 못한 자리에

서도, 참부모이기에, 밑창에서부터 출발한 이 축복의 역사가 어언 6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참가정, 이 축복운동이야 말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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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참부모로서 1985년에(?) 과학자대회에서 세계평화고속도로를 제창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거

쳐 유럽 대륙을 거쳐 유라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남미의 칠레 산티아고에서 남북미를

거쳐 베링해협을 거쳐 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인류의, 인류가 고대

하던 참부모가 탄생한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껄끄러운 입장에 있지만, 참부모의

입장에서 일본을 용서하고 전 세계 76억 인류를 위해서 어머니 나라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한일해저터널을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

라에 참부모가 없었더라면, 세계 앞에 고립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부모가

있기에 이 나라가 세계 앞에, 참부모의 종주국의 나라로서 그 위엄을 세계 앞에 자랑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남북의 통일도 그렇습니다. 참부모가 제창한 평화의 고속도로, 한일해저터널을 통

해서 남북의 평화도로가 건설되어서, 유라시아 유럽으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하이

웨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받은 기성가정들은 여러분의 종족을 통해서, 이 하늘이 선민으로 축복하

신 이 나라가 하늘 앞에 책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부모를 몰라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

다. 아시겠습니까? 그 한 날을 앞당기는 경인국의 모든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 천운상속 국운융성 신통일한국시대개문안착 희망전진대회 참부모님 말씀

20190517 일산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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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하늘섭리의 봄을 맞은, 계절로도 봄을 맞은 이 날, 여러분들은 무슨 희망

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답이 없나? 생각 없이 왔나? 되돌아보니, 반세기를 훨

씬 넘어 성혼 59주년을 맞은 이 날, 되돌아보니 감회가 무량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모

르는 입장에서, 마치 단추를 여며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형태로 되어진 섭리를 다시

풀어 바로 맞추기까지 5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이 있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은 성장기간을 주

셨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에서 절

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보고 성장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시조로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승리한 조상의 자리에서 출발이 되

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

가 결과입니다.

본심은 선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가고자 노력하나 그 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

다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져 나온 각 종교의 형태를 놓고 보더라도 그 본질이 하늘과

백 프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출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영원성을 두고 창조하셨기에 무지한 인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방

편으로 많은 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심종교로 당신께서는 선민이라는 민족

을 세워서 개인에서부터 국가적인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탕감조건을 세

워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에 기다리시며 참아 나오셨습니다. 우

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할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탕감

한 자리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탄생시킨 마리

아,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 결과적으로 책임 못했습니다.

CheonIlGuk 07.04.15 (20190519)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및

천지인참부모님 성혼 59주년 기념식 참부모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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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4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하늘이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환경

을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이 또 하늘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천국 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베드

로에게 맡겼습니다. 그 말은 지상에서 완성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인간이 또 한 번 하늘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로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출발이 됩니다. 초기에는 많은 핍박과 사

자 밥이 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13년에 로마에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

는 이태리 반도를 출발하여 유럽대륙, 영국으로 가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인간 중심한 틀에 박힌 제도 속에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7세기에 킹 제임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영어

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내 가정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러나 운동

이 오늘날에 미국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늘은 얼마나 안타깝게 다시 오마 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이 되어

주어야 할 기독교 기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

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섭리를 몰랐기에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중심하고 신

앙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하셨으니 다시 오시는 그 한 날을 기다리는 신도들

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다시 오마 한 메시아를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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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내가 탄생하기 100년 전에 그런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는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신령과 진리로,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메

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이 신령한 단체들은 육신을 쓰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6천년 만에 기독

교인들이 애타게 찾았어야 했는데, 독생녀 하나님의 딸로 탄생은 되었으나, 환경은 받

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원칙에 의하여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1950년에 625동란이 일어났으니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6천년만에 탄생시킨 딸에 대한 성장기간,

시간을 주셔야 했습니다. 남북이 갈리면서 민주와 공산으로, 이북은 한 체제로서 남하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남한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때 나는

이북에 있었습니다. 여섯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나는 남하하게 인도하셨습니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남한에 계시는 아버님은 이북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거 이해되십니까?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책임을 하셔야 합니다.

하늘 앞에 절대적으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사지와 같은 이북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을 할 때까지

하늘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창조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

에 하늘은 나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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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과 같은 유엔의 16개국이 동원 되어, 남한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도 흥남감옥에서 해방이 되어 내려오게 되십니다. 아버님이 하셔야 할 일

은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독생자의 자리에서 독생녀를 만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신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말

은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말을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래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모든 사정, 하나님과 함께 통했습

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

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

심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50년 세월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

니다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잘못 채워진 단추를 풀어서 다시 맞추기까지 50

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하늘

이 세계를 품으려 하셨기에, 참부모이기에, 잘못 가고 있는 미국을 품어, 특히 4년 전

에 ACLC목사들 집회에서 내가, 내가 독생녀다. 나와 함께 뜻을 이루자고 선포했습니

다. 그때 많은 목사들이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놓고 왜 생각도 못했을까? 왜 이

제야 깨닫게 되었는가!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2018년에는 모슬렘 국가인 세네갈에서 내가

독생녀라고 선포할 때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종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

리 모슬렘은 독생녀를 환영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되겠다 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국가적인 레벨의 축복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19년은 참 바쁜 해

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나를 모셔다가 국가레벨에서 축복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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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자신 있어요? 이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대통령을 모

셔 놓고 축복행사 할 수 있습니까? 섭리의 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방방곳곳에 씨를 뿌렸으니 거두어야 되겠

습니까, 그냥 놔두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권에서 세계에서 이 독생녀 참어머니를 환영하는데, 종주국이 되어야 할 이

신통일한국이 책임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기다릴 수

가 없습니다. 기필코, 기필코, 승리해야만 합니다.

1975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미

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시무했습니다. 2년 전에 40년 이상 선교활동을 하던 아버지가

성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서 참어머니를 네가 도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와 동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서 그 어머니와

동생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펀드레이징도 하고 노력해

서 공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가정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보원에 등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성을 두었기에 1대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

입니다. 2대, 3대가 독생녀 참어머니와 정렬되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러한 충신

가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배가정이라는 사람들, 책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대, 3대를 같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배면 선배가정들

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완수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 순간, 지

상에, 독생녀 참어머니가 있는 동안에 인정을 받는 인침을 받는 그런 축복가정들이 많

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및 천지인참부모님 성혼 59주년 기념식 참부모님 말씀

-2019. 4. 20 HJ 천주천보수련원 대강당-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프로젝트 KTGY

이타주의자들

KTGY성화교사

엄지 : 신앙교육부흥단

효정토크콘서트

효정크리에이터

더불어 성장하는,

국경 없는 공부방

청년효정순결강사

평화통일기획단

한일평화프로젝트

모바일로도 클릭이 가능합니다! www.ktgy.org/ktgy

모든 참여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KTGY홈페이지에서!

https://www.ktgy.org/k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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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교사는 성화학생들이 하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성화동생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진심과 사랑’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TGY성화교사

https://www.ktgy.org/ktgy

신청 | ktgy.org > project > 성화교사

문의 | hi.ktgy@gmail.com

혹시 막연히 떠오르는 어려움들 때문에 성화교사 활동을 하기가 망설여지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청년카프에서 준비했습니다!

교사의 역할 = 성화학생들과 참사랑 수수작용하기

봉사활동 시간 제공

4대 교육 CONTENTS DPTalk, 참부모님 생애노정, 효정의 꿈, THEBLESSING 

효정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참여형 예배 프로그램)
매뉴얼과 효정보고 워크시트

찬양 컨텐츠 우리노래모음집 악보와 음원, PPT 

주말 프로그램

CONTENTS

공과 프로그램 孝情토크콘서트 , 국경 없는 공부방, 
순결인성강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

성화교사 역량강화

PROGRAM
교사홈그룹

성화교사 역량강화워크샵

대상 | 성화학생을 사랑하며

1년간 함께할 마음이 있는 19세 이상의 청년

지금, 교사로서 성화학생과 함께하고 있는 자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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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교육콘텐츠는

GTGY에서 개발된 만족도 4.5이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엄지 : 신앙교육부흥단

2020까지, 성화학생신앙교육 부흥을 위해

4대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교회에 파견되어 수련을 진행하는

순회형교육팀입니다!

참부모님 생애노정

활동방법

주중 :  팀 구성 및 강의 준비, 시연 및 연습

주말 :  교회 교육신청 접수 후 1박2일 수련진행

대 상 | 신학순결학과 3-4학년

해외선교 1년 이상의 청년카프

성화교사 1년 이상의 청년카프

지 원 | 엄지 홈그룹, 봉사활동인증, 교육콘텐츠 및 학습 지원

문 의 | hi.ktgy@gmail.com

THEBLESSING DPTalk 효정의 꿈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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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너무 좋았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하고 배울 수 있었다.

참사랑에 대해 느끼고,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의 가능성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감이 많이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얼마전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다. 

감동이었고 위로가 되었다. 

하늘부모님이 선배님을 통해 나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효정토크콘서트

[
콘
서
트
생
생
후
기]

효정토크콘서트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 100% 감성 토크콘서트

https://www.ktgy.org/k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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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토크콘서트 혜택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효정토크콘서트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1. 자신만의 이야기 강의안을 만들고, (꼭 ppt가 아니어도 돼요!)

2. 예배, 수련회 등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3. 자신의 강연을 녹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 나만의 강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 자신의 강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습니다.

셋!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1. KTGY 홈페이지 > 효정토크콘서트 에 접속합니다!

2. KTGY로 등록 및 프로필 작성 (*활동을 '오프라인강연'에 체크!)

3. 연락을 받고, 약속을 잡고 가면 끝!

(단, 차비지원 및 강연료는 현장과 별도로 논의)

https://www.ktgy.org/ktgy


문화에 효정을 담다

:: 효정크리에이터 (HJ-Creator)

24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의 의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KTGY 홈페이지 → PROJECT → 

효정크리에이터 →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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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크리에이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참부모님의 말씀과 사상을 전하고 그 가치관을 담은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뜨거운 소식, 통일가의 신앙선배님 인터뷰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영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2019년, 참부모님이 우리들과 같은 20대였다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것 만큼은 꼭! 같이 해봐요.

CARP 청년뉴스

통일가 선배님들의 간증 인터뷰

성화 동생들과 우리들의 고민 상담 이야기

참부모님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재능을 담은 영상

이런 사람은 꼭! 참여 하세요.

나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

우리 교회에 즐겁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나는 좋아한다.

참부모님의 가치관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

문의: themone01@gmail.com

https://www.ktgy.org/k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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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획단』 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총 3팀이 구성원 특색에 맞게 활동을 꾸려갑니다.

‘통일’ 관심은 있지만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A군

막연한 남북 통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B양

“따분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통일” C양

이제는 남북통일 이야기가 지겹다는 D군
“ ”
아직도 통일문제는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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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팀: 평화통일기획단》 은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발표경연 대회

와 공연활동으로 남북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ktgy.org/ktgy

우리는 PDT(Peace Designer‘s Table)를 통한 청년활동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세 팀뿐만이 아니라 평화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심있는 여러분 역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모여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지 원 |  팀 프로젝트 개발(PDT 활용) 위한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MT

대 상 |  평화통일을 꿈꾸며 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청년대학생 누구나

신청하기 |  KTGY.org > project > 평화통일기획단

문 의 |  kenryu0103(카카오톡)

평화 그리고 통일, 우리와 함께라면 이젠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2

3

《UniUS》 는 Unification+Us의 축약어로 ‘똑똑하게 통일하는 우리’ 라는 뜻입니다. 

주로 서울권 대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UniUS는 세계일보에서 발행하는 신통일한국

특집기사를 주제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경기팀: 아이스브레이커》 에서는

평화·통일 관련된 책을 읽고 서로 공유하는

독서토론 모임과 DMZ 체험, 그리고 하나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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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어린이를 대상으로 순결교육을 통해 성과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입니다.

사전 개발된 강의안을 연습하고 예배 시간에 순결교육을 진행하는 KTGY프로젝트!

활동혜택

문의 : 02-718-8227
pureschool@hanmail.net

바로신청하기

강의안제공 봉사시간수여
출강시 2시간씩

교통비지원

STEP_1

역량강화워크샵
- 활동계획 및 운영방안 안내
- 순결교육 매뉴얼 공유
- 강의안 공유 및 시연
- 강의연습 및 Q&A

STEP_2

강의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대상 : 성화어린이
`일정 : 일요일 (예배시간)

강의일정 조율가능

STEP_3

강의출강
- 강의 30분 + 공과 30분
- 강의안 제공, 공과물품 제공
- 출강 후 출강보고서 작성

www.ktgy.org/k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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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공부방

30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참여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배운 점이 더 많았다. 동생들

이 나에게 감사해 하고 나를 잘 따라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 D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사교육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학습법,

그리고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행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공부방을 통해 가장 많이
얻은 것은 끈끈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얼
굴 맞대며 공부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서로를 더
배려하며 의지하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
을 수 있었습니다.

- S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학년

공부방 선생님들의 생생후기

“공부방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학습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꽤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

는데,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H대 국어교육과 3학년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가

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생각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저를 돌아 보게 만들었고, 아이들의 성실함과 순

수함을 보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 C대 간호학과 1학년

어린이를 그렇게 대하기 싫어하던 내가 멘티들
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 놀라웠다. 나 스스로가 아이들의 멘토가
되니, 정말 진실되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명감에
열심히 했다. 내가 꿈꾸던 것들을 내가 주축이 되
어 실행하는 것이어서 정말 뿌듯했다.

- D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

”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31

“공부방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부방 선생님 혜택

하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둘, 학생들의 성장을 통한 보람 ☺

셋, 봉사시간 or 봉사료(1시간 10,000원) 택1

1. 선생님 신청을 한다 (QR코드)

2. 학습법 워크샵에 참석한다.

3. 공부방이 개설될 때 까지 기다리거나, 

원격 학습코칭 실시

天命 총동원 l Last Spurt 2019  l  We Will Stand 2020



LOVE4U(love for unite) LOVE4U는 ”사랑으로 한국과 일본이 하나된다” 라는
의미의 한일평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민간차원에서 미래세대가 앞장서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주장하는

한일청년의 활동은 평화세계 구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
1. 한일(일한)가정 NGO 활동

2. LOVE4U 캠페인 (한일평화 공감대 활동)

3. 2020 동경올림픽 ‘평화올림픽’ 활동

대상 | “한일평화를 원하는 모든 세계인”

참가신청 QR 코드 및 개별연락

연 락 처 |   010-4221-0979 YSP 평화통일팀 김연경 인턴

Kakao ID | qhal123455

e-mail | qhal123455@naver.com

한일평화 프로젝트(LOVE4U)

https://www.ktgy.org/kt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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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새로운 놀이터, 가정연합 청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 성장하는 이타주의자들’ 

Coming Soon!

33

청년 CARP KOREA

Facebook.com/CarpKorea/

k.carp_youth

Instagram.com/k.carp_youth/

유튜브 한국청년카프

Youtube.com/user/carpkoreatv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이타주의자들'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

년

카

프

S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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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2019 KTGY 하계 청년대학 수련 1차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KTGY 하계 청년대학 수련 1차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하계 청년대학생 8일 수련 1차, 2차

1차 - 2019.06.28(금) ~ 07.05(금)

2차 - 2019.07.09(일) ~ 07.16(일)

심정문화Youth캠프 (21일)

2019.07.30 (화) ~ 08.19 (월)

GTGY 청년대학 수련 (16일)

2019.08.06 (화) ~ 08.21 (수)

하계 청년대학생 전국 파송

2019.06.28 (금)~08.06(수)

장소 : 전국 모든 교회

성화학생 8일 수련 스탭

2019.07.17(일) ~ 07.28(일)

(스탭수련 4일 포함)

GTGY성화학생 수련 스탭

2019.07.19(금) ~ 08.04(일)

(스탭수련 3일 포함)

효정학습수련 스탭

2019.07.22(월) ~ 08.12(월)

장소 : 선문대학교

2019 하계 방중수련 일정

효정학습수련, 하계청년대학생 전국파송 외의 모든 수련은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련 달력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KTGY 하계 청년대학 수련 2차

2019 KTGY 하계 청년대학 수련 2차 2019 KTGY 하계 성화학생 수련 스탭

2019 KTGY 하계 성화학생 수련 스탭

성화학생 수련 스탭

2019 GTGY 성화학생 수련 스탭

2019 GTGY 성화학생 수련 스탭

2019 GTGY 성화학생 수련 스탭
심정문화 Youth Camp

2019 효정학습수련 스탭

2019 효정학습수련 스탭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GTGY 성화학생 수련 스탭

성화학생 GTGY스탭 2019 GTGY 청년대학 수련

2019 GTGY 청년대학 수련

2019 GTGY 청년대학 수련

심정문화 Youth Camp

심정문화 Youth Camp

심정문화 Youth Camp

심정문화 Youth Camp

2019 효정학습수련 스탭

2019 청년대학 전국 파송

2019 효정학습수련 스탭

2019 효정학습수련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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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해, 당신의 효정!

9월, September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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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그러한 어떤 개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진리를 이세상 사람들 앞에, 

만민들한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양성하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불신하지 않는 나, 

나의 최고의 목표는 그거야. 

문효진님 12.17  전국고교생원연동경집회



THE BLESSING : 축복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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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에 대해서 막막함이나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축복다이어리 THE BLESSING을 사용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21일 정성일지, 주제별 워크시트,
참부모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월간 계획표 까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작성하며,
한 사람의 축복준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TGY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tgy.org/the-blessing
문의 k-carphq@hanmail.net   031-585-6712

부모용자녀용

축복,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정성을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   축복이란,,, 뭘까…?!?!?!!?!??
끊임없는 내적고민 ing…

https://www.ktgy.org/the-blessing


S i n g w i t h
H YO J E O N G

성가

승리자의 새노래

성원의 은사

동산의 노래

성화청년회가

성화용사의 노래

성취하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로 뭉치세

통일용사의 노래

제1회 기적소리

Music Contest 선발곡

시간을 찾아서

영원한 믿음

오직 참부모님

우리가

우리들의 심정이 서린 노래

우리들이 행복한 세상

이제야

이젠 크게 웃을래

청심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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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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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T o p G u n Y o u t h

우리의 소원

우 리 의 소 원 은 통 일 꿈 에 도 소 원 은 통 - 일 이

겨 레 살 리 는 통 일 이 나 라 살 리 는 통 - 일 통

정 성 다 해 서 통 일 통 일 을 이 루 자 - 이

일 이 여 어 서 오 라 통 일 이 여 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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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Y  ┃  KOREA TOP GUN YOUTH
참부모님께서는 KTGY라는 이름을 섭리의 조국 한국에서

공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저마다 사역하는 분야도 현장도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https://www.ktg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