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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비젼 :      
Expand True Parents’ foundation in the society for Vision 2020 thru Hoon Dok 
Home Groups   
참부모님의 기대를 훈독 홈그룹을 통하여 Vision 2020 서클에 확산시키는 것   
 

Mission 미션:   
 
a. "W.E.B = E.D.P"     
1. Witnessing  = Evangelization      간증   =  전도  seminars 

2. Education   = Discipleship      교육   =  사도  training 

3. Blessing   = Pastoral       축복   =  목회  homegroups – home church 
 
2. To expand our Faith Community thru building strong HoonDok Home Group 
Teams     
훈독 홈 그룹 팀을 통한 믿음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것  
3. To substantially & visibly work in the society thru Tong Ban Gyeok Pah 
activities    
사회 속에서 통반격파를 위한 실체적, 현실적인 활동  
4. To build healthy families & embracing community of faith   
건강한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Education Purposes  교육 목적  
 

1. To deepen their faith and understanding about True Parents & our church 
community   

참부모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함  
2. To educate them centered on our faith & tradition  
믿음과 전통을 중심한 축복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3. To guide them to live a life attending Heavenly Parents & True Parents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섬기는 생활을 유도  
4. To develop the heart of love & concern for others by taking care of other 

families  
다른 가정을 돌보면서 위하는 삶 & 사랑의 심정을 유도  
5. To take ownership for the Vision 2020 by fulfilling the tribal witnessing & 

Tong-ban Gyeok Pah activities  
종족적 활동& 통반 격파 활동 등을 통한 비젼 2020 에 대한 주인 의식 고취    

 

To bring effective Results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1. clear focus & goals   
분명한 초첨과 목표    
2. good strategy & plan of action     
활동을 위한 좋은 전략과 계획   
3. effective educational & follow up system     
효과적인 교육 & 수행 시스템    
4. continuous activities     
지속적인 활동    
 
Strategy & Plan  전략 & 계획   
 
a. Witnessing / Evangelization =  "C.I.G. system " 간증 / 전도   
 

1. Connect접촉  to them thru emails, text messaging, facebook, newsletters     

이 메일, 문자, 패이스북, 홍보지를 이용하여 접촉   

2. Inter-act  관계 형성 home visit, birthday celebrations & other occasions, 
volunteer service & Network with other groups    
가정방문, 생일축하, 기타 봉사, 타 그룹과 연계   



 

3. Get them involve  동참 attend seminars, hoondok meetings, English 
Fellowship, volunteer services, and other church activities    
원리 세미나, 훈독 미팅, 영어 예배, 자원봉사,  교회 행사   

 
 

Lecture Topics in Levels:  교육 시스템   
 
1.  Basic DP series Lectures (for new guests)   

기본 원리강론 시리즈 강의(새 식구)  
- 3 stages of life  (3 단계 인생) 

- Principle of Creation & Purpose of Life (창조 원리) 

- Fall of Man & Destruction of God’s Ideal (인간의 타락) 

- Purpose of the Messiah & Path of Salvation (메시아의 목적)  
 
2.  Bible Study style (follow-up lectures)   

성경 공부 스타일(중급 식구) 
- Last Days (종말론) 

- Resurrection (부활론) 

- Predestination (예정론) 

- Christology (기독론) 

- The Second Coming & Completion of Salvation (재림 )   
 
3.  Advance Course (in-depth study)   

향상 과정(심도 있는 학습) 
– Principle of Restoration (복귀 원리: 믿음의 기대 + 실체 기대) 

– 3 Biblical Families (3 가정: 아담-노아-아브라함 노정 ) 

– Moses Course (모세 노정) 

– Jesus Course (예수 노정) 

– Restoration History & Parallelism  (복귀 역사 & 동시성) 

– True Parents Course (생애노정 &섭리 연대표) 

– Faith Traditions (신앙생활) : witnessing-tithing-worship-hoondokhae 

(신앙생활) 믿음의 전통(전도- 십일조- 예배 – 훈독회) 



 

– 8 stages of restoration (부활의 8 단계) 

– Significance of the Blessing (축복의 중요성) 

– 4 great realms of heart (4 대 심정권) 

– Spirit world & our life there (지상 생활과 영계)  
 
Education Training for Potential Team Leaders   
미래 지도자 교육 및 트레이닝  
 
~ Divine Principle Lecture Practice   

원리강론 강의 연습  
~ Competition in witnessing   

간증 대회  
~ Learning Korean Divine Principle Vocabularies  

한국어 원리강론 단어 학습  
~ Practice leadership in guiding the trinities       

3 위 기대를 통한 리더십 함양  
~ Practice lecturing the Korean version Divine Principle to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 버전의 원리강론 강의 연습    
 
Possible Activities  
 

- Korean Language study 
- Kids Talent 
- Bible Quiz Bee 
- Cooking Class 
- Cultural Festival 
- Sports Day 
- Outing & Leisure 
- Monthly or Weekly meetings 
- Dance & Singing Contest 
- Art Competition 
- Community Volunteerism 

 

Ways & Means 
 

- Fundraising Drive 
- Contribution 
- Sponsorship 
- Monthly d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