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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Haiti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던  
교회 본부, 재건축되었음 

 
Reconstructed  
church building  



   

 

새로운 회원을 위한 1일 원리 세미나 – 17명 참석 

1 days Divine Principle Seminar for New Guests - Participants:  17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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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평화대사 임명식 – 22명 참석 
Nomination Ceremony of Youth Ambassador for Peace 

 - Participants:  22 people 
 
 

  
  

SOUTH AMERICA MONTHLY REPORT ‘APRIL 2012' 



   

 SOUTH AMERICA MONTHLY REPORT ‘APRIL 2012' 



   

 

페루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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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40 DAYS FORMULA COUSE GRAD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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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40 DAYS FORMULA COUSE  

 
 Like the first 40 days formula course, this 2nd course was quite accepted, as a 
first stage the participants took a study of Divine Principle with intense internal 
guidelines, and then began the practice. 
 In the second stage of the course, participants went to testify, raising food and 
funds to put in practice what they learned in the first stage. 
 Our members were 6  people, that they looks victorious at the end 
of the current 40 days formula course, which began on February 29 until April 
7, it helped develop his character and let them work in groups, participants were 
motivated to be exemplary in the development of our providence in Peru, here our 
members proudly display their certificates. 
 

  제 2 회 40일 공식 노정 
 

 1회 40일 공식코스와 마찬가지로 제 2회 40일 공식 노정이 진행되었다. 2번째 코스는 꽤 자리
잡아 안정된 느낌이었다. 첫번째 단계로 참가자들은 강렬한 내부 규칙을 정해 연습을 시작하면
서 원리를 공부했다. 
 코스의 두번째 단계는 첫번째 단계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만물복귀(음식, 돈)와 전도활동을 
했다. 참석한 6명의 회원들은 2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의 40일 공식노정을 승리적으로 마쳤
다. 이 노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페루 섭리의 발전에 모범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고 
각자의 인성을 개발하고 각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수료증을 자랑스
럽게 보여주었다.  
 
  



   

 

우루과이 
Urug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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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원리 세미나   
  
  젊은 학생들을 위한 3일 원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회원 3명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원리강의를 맡은 청년 Martin은 7일 금식을 하면서 심정적인 강의를 하
였다. 
 

 
3 day seminar of principle Divine 

 
 We held 3 day seminar of Principle Divine. Participants are 3 young guests. 
The speaker, Mr. Martin, he was fasting for 7 days. But, he spoke well 
through tru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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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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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 메시아 활동 
  

 현재, 각각의 축복가정과 식구들은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달에 우리
는 몇몇의 새로운 회원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은 전도활동을 하는 내
내 신앙의 삶 기준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쳐야 했다. 주요 활동은 가족과 친구
들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참부모님의 자서전을 나눠주었고, 길거리에서 교회의 전단
지를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훈독회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한국어 또는 일본어 교실을 제공, 인터넷에서 채팅을 통해 전도를 하는 등등의 활동
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기부금을 모았다. 

 지금 이 시기의 중요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매우 약한 것 같다. 하지
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관심도 예전과 다르다. 교회의 분위기는 끓어넘치는 
열정적인 분위기가 증가했다. 전도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천일국 건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갖게 되었다. 

 마지막 4월 29일 종족 메시아 활동 회의에서  종족 메시아와 헌신멤버의 가족상황
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 앞으로는 전체 시간을 봉사하는 헌신 멤버는 더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종족 메시아의 활동에 집중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는 각 멤버들이 하나의 가정교회로서 그들의 활동을 교회로 보내는 정기 보고서 시
스템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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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한번 우리는 종족 메시아 활동 회의와 새로운 회원과 원리를 다시 배우고자 
하는 식구들을 위한 2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 선교사들은 기업과 회원의 교육과 
전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상의 해원은 종족메시아의 책임의 일부로서 회원을 위한 큰 은사이다. 2명의 에
콰도르의 식구는 이미 210대 조상해원을 완수했다. 또한 다른 회원들은 목표를 완
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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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ivity of tribal messiah 
 

 Now, each blessed family and member is looking to witnessing activity. In fact, 
on this month we got only a few new guests. But the members are awaking to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standard of life of faith throughout the witnessing. 
The principal activities are visiting their family and friends in order to hand the 
autobiography of True Father, giving out leaflets of church on the street, inviting 
people to their homes to join together in the meeting of Hon Dok Hae, chatting 
on internet to give testimony and giving language class of Korean and Japanese, 
etc.  

 And their donation is increasing little by little. When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is precious time, our faith seems to be very weak. But the attention of 
members to activities is very different than before.  



   

 

 The ebullient mood has increased in church. Throughout the testimony, 
members came to hold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o CIG.  

 Finally, on April 29, in the tribal messiah meeting, we announced that we 
no longer will have internal members who serve full time for the present, 
due to their activity of tribal messiah and family situation of internal 
member.  

 From now, our church should observe and support to activities of tribal 
messiah. So we made the periodical report system, which members report 
their activities to church, as a report of one’s Family Church.    

 Once of month, we will be holding the meeting of tribal messiah and 2 
days seminar for new guests and members who request to learn repeatedly. 
Japanese missionaries are trying to company and support Ecuadorian 
members in order to do witnessing together. The liberation of ancestor is 
big grace for members, which is a part of the responsible of tribal messiah. 
Two Ecuadorian members have already liberated 210 generations. The 
others also are making effort to fulfill its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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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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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료사 시 의회에서의 공공 회의 개최  
  
 4월 21일 저녁, 평화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공공 회의를 개최 하였다.  
도시 여러 분야 많은 자치단체, 정치인, 교육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
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또한 가정연합, 여성연합, UPF의 지도자들과 순결순회사, 브
라질 카프 멤버들이 참석하였다. 특별히 신동모 회장, 김흥태 회장, 서성종 순회사, 크
리스찬씨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흥태 회장 (브라질 분봉왕)과 협회장 시몬
은 남북 종교 협력과 평호 문화의 구축에 관한 말씀과 강의를 하였다.  
 

  
 

 Events in the City of Palhoça Public Meeting in the City Council 
 

 On the evening of April 21, it was held the First Public Meeting to discuss 
about peace. Many authorities in several segments of the city participated 
in this occasion, such as politicians, educators, religious leaders, and 
citizens of the community. Also participating members and leaders of 
FFWPU, WFWP, UPF and Missionary of the Pure Love Program and Members 
of CARP-Brazil. We highlight the presence of Rev. Shin Dong Mo, Rev. 
Heung Tae Kim, and Sung-jong Seo and Rev. Christian Lepelletier.  
 Rev. Heung Tae Kim ( Boon Bong Wang of Brazil) gave a message, just as 
President Simon Ferabolli gave an excellent lecture on "Inter-religious 
Cooperation and Building the Culture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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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회 평화를 위한 행진 -팔료사 시, 산타카타리나 주 
  
 4월 21일, 평화를 위한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800명이다.팔료사시의 평화를 위
한 행진은 다양한 종교의 대표들과 목사 크리스찬씨의 초종교 의식으로 끝을 장식했
다. 또한 팔료사시의 부시장 Mr. Valmi와 의원과 그의 아내 Martha의 메세지가 있었
고, 김흥태회장이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하였다.  
   

 
 4th March for Peace in the City of Palhoça, Santa Catarina State 

  

 On April 21, it was held the 4th March for Peace, with the participation of 
almost eight hundred people. The March for Peace in Palhoça ended with an 
interfaith ceremony (ceremony of water) conducted by Rev. Christian 
Lepelletier, with representatives of various religions.  Also the words of the 
Vice Mayor of the City, Mr. Valmir Schwinden, also the councilman Leonel 
Pereira and his wife Martha, and the message of Rev. Heung Tae Kim we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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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회 홈그룹 대회 
  

 4월 15일 상파울로 본부에서 제 2회 홈그룹 대회가 열렸다. 새 회원과 손님까지 총 
1000명이 참석했다. 사실상 브라질의 홈 그룹 운동은 국가를 움직이고 모든 회원과 
축복 가정을 위한 큰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다.  
 

  
 

Second Meeting of the Home Groups - April 15, 2012 
 

On April 15 held at the Sao Paulo headquarter, the Second Meeting of 
Home Groups, with the participation of 1,000 people between new members 
and guests. Actually the movement of Home Groups in Brazil is mobilizing 

the country and became a source of great hope for all members and 
bless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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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프 브라질 회원들의 활동 – 2012년 4월 16일~20일 
에이즈 예방 강의 –팔료사 시 학교 

  

  강의는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학년에서 8학년의 학생들에게 하였다. 
강의의 주요 주제는 "교육과 에이즈"였다. 이 활동은 5학교에서 실시되었고 28번의 
강의를 하였다. 총 52명의 교사와 1573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CARP-Brazil - from 16 to 20 April 2012 
 Lectures on Prevention of AIDS in city schools of Palhoça-SC 

 
  

The lectures were given to students of grades 6th  to 8th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The main theme of the lectures was: 
"Education and AIDS." This activity was conducted in five schools, where 28 
lectures were given, with the participation of 1573 students and 52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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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프 브라질 회원들의 활동 – 2012년 4월 16일~20일 
순결 강의 및 그룹별 교육활동 –산호세 시 학교 

  

  또한 카프 회원들은 산타카타리나 주의 산조세 시에서 그룹별 교육활동과 순결강의
를 하였다. 브라질 무술, 댄스, 연극, 축구, 순결강의 등의 그룹을 나누어 아이들에게 
원리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교육한 후, 활동을 함께 하였다.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CARP-Brazil - from 16 to 20 April 2012 
 Lectures on PureLove and activity of group in city schools of São José-SC 

 
  

 Also, CARP members gave group educational activities and lectures of pure 
love in school. (São José city, Santa Catarina) The group are Brazilian 
martial arts, dance, theater, football, Pure love lecture... We explained 
activity of group for children through the perspective of Principle Divine. 
This activity was conducted in fiv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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