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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제1회 입학식

 

 천주평화사관학교 설립 추진 제1기 사관생도 모집

 제1기 사관생도 입학식

 제2기 사관생도 입학식

 참부모님 주관 특별집회

 제3기 사관생도 입학식

 제1기 사관생도 인턴십 발령

 선학UP대학원대학교 명칭 변경

 제1기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제4기 사관생도 입학식

 제2기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제5기 사관생도 입학식

 제3기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제4기 천일국 효정 기동단 인턴십

 제6기 사관생도 입학식

 제4기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제5기 천일국 효정 기동단 인턴십

 제7기 사관생도 입학식

 제5기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제6기 사관생도 인턴십

 제8기 사관생도 입학식

연혁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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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st Entrance ceremony of Cheongshim graduate school of Theology

 

 Establishment of Universal Peace Academy, 1st Class Cadets’ recruitment

 Enrollment of the 1st Class Cadets 

 Enrollment of the 2nd Class Cadets

 Special gathering with True Mother  

 Entrance ceremony of the 3rd Class Cadets

 The 1st Class Cadet internship  

 Change of school name to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The 1st Clas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Commission Ceremony

 Enrollment of the 4th Class Cadets

 The 2nd Clas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Commission Ceremony

 Enrollment of the 5th Class Cadets

 The 3rd Clas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Commission Ceremony

 The 4th Class Cheon Il Guk HyoJeong Task Force internship

 Enrollment of the 6th Class Cadets

 The 4th Clas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Commission Ceremony

 The 5th Class Cheon Il Guk HyoJeong Task Force internship

 Enrollment of the 7th Class Cadets

 The 5th Clas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Commission Ceremony

 The 6th Class Cadets internship

 Enrollment of the 8th Class Cad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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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새 역사 천일국의 창건에 있어 첫 번째 열매로 맺어지는 자리에 이들을 세웁니다.      

사관생도들의 젊음과 패기는 천일국 창건에 있어서 거름이 될 것입니다. 생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2013.3.4 제1기 사관생도 입학식 말씀)

SunHak UPA cadets are the first fruits who are gathered for the sake of completing the new era and new history of 

Cheon Il Guk. The youth and spirit of the cadets will become the foundation and pillars for the settlement of Cheon Il 

Guk. Wherever they go, they will become the light of the world.

[VISION]
비전 

설립자 말씀

FOUNDER’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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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미션

76억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신학과 과정과 달리 

부모님 섭리에 맞추어 나가는 특수학교입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밑창에서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중심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방향을 알고 목표를 향해 총동원해야 

합니다. 24시간 관리 체제로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UPA는 

축복입니다. 새롭게 새 시대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 이곳을 

나가는 인재들은 100명,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2016.10.15 천정궁 말씀)

This is a specialized course, totally aligned with True 

Parents’ providence for realizing the dreams of the 

world’s 7.6 billion people. Cadets must be educated 

from the beginning in order to save humanity. In 

alignment with True Parents as the center and knowing 

the direction of the providence, cadets are mobilized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is great goal. They must 

maintain a 24-hour focus during the program. UPA is a 

blessing, adopting a new structure of education.  Those 

who graduate from here as leaders will gain skills which 

will enable them to educate and guide hundreds and 

even thousands of peop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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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총장 인사말

PRESIDENT’S MESSAGE

선학UP대학원대학교 총장 토마스 셀로버

Thomas W. Selover

President SunHak UP Graduate University

Realize the dream of Heavenly Parent, True Parents, 
and humankind with joy and camaraderie of shared 
purpose and life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삶의 기쁨과 동지애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실현합시다

Dear Cheon Il Guk Future Leaders and Friends,

Nestled in the beautiful mountains at Cheongpyeong Lake in Korea, between the Cheon Jeong Gung and the HJ Cheonju Cheonbo 

Training Center, UPA cadets study and train at the heart of our providential movement.

Realizing the joy and camaraderie of shared purpose and life, they are training in mind, body, heart and spirit for leadership 

in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and also in the world-wide network of NGOs and other projects that True Parents have 

established.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to become a cadet is pure desire to contribute to realizing the dream of Heavenly Parent, True 

Parents, and humankind. Through the synergy between serious academic study and vigorous field-related training, the UPA cadets 

mature in mind, body and vision, equipping them for leadership in the near future and long-term. If you or someone you know 

wants to play an important part in realizing Heaven’s dream as a shining young leader, please carefully (and prayerfully) consider the 

information found in this brochure. For more information, or to apply, please contact us directly.

Looking forward!

 

천일국 미래 지도자 및 동료 여러분,

선학UP대학원대학교 사관생도들은 천정궁과 효정천주천보수련원 사이, 한국 청평 호수와 아름다운 산들에 둥지를 튼 섭리활동의 한복판에서 학업과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삶의 기쁨과 동지애를 실현하면서, 하늘부모님 성회의 리더로서 마음과 몸과 심정과 영혼으로, 또한 참

부모님께서 설립하신 세계적으로 연결된 NGO 단체들과 여러 프로젝트들 속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순수한 열망입니다. 사관생도들은 진지한 학문적 

연구와 활발한 현장연계 훈련 간의 시너지를 통해, 가까운 미래와 장기적인 지도력을 위해 마음과 몸과 비전을 갖춰 나가며 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가 빛나는 청년 지도자로서 하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하길 원한다면, 부디 신중히 

이 안내서에서 보게 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관련 문의는 본교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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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 
PRESIDENT’S 
MESSAGE 부총장 인사말

Realize the dream of Heavenly Parent, True Parents, 
and humankind with joy and camaraderie of shared 
purpose and life

선학UP대학원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을 중심으로 2004년 개교한 

선학UP대학원대학교는 학술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효정 교육’을 통한 새로운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천일국 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을 중시하는 전인적 교육을 제공하여 참부모, 참스승, 

참사랑의 의미를 체득한 글로벌한 천일국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부모 신학, 평화NGO, 천일국 경영 등의 다양한 학문 연구와 전 세계 현장 

실습을 통해 영성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다방면의 천일국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교는 천운이 함께하는 HJ천원 천정궁과 인접해 있는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섭리기관, 천보수련원, 효정문화원, 매그놀리아 재단 등의 

인프라와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과 함께 천일국 지도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본 대학원이 가진 지식과 실천의 

프로그램을 나누는 순기능을 이어갈 것입니다. 

선학UP대학원대학교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School was established in 2004 with the founding philosophy, “Love Heaven, Love Humanity, Love 

Your Nation” of Rev. Sun Myung Moon and Dr. Hak Ja Han Moon. This graduate school is raising future Cheon Il Guk leaders who can 

be the forerunners and change-makers of the New Era through “HyoJeong education” with its basis in academics and theorie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providential fields world-wide is our emphasis. Our focus is to offer comprehensive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Cheon Il Guk leaders globally. Cadets will learn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meaning of True 

Parent, True Teacher and True Love. We are raising multi-talented experts of Cheon Il Guk, transcending the borders of religion, 

spirituality and academics. We accomplish this by implementing an integrated education system, especially through academic 

research in areas of True Parents’ Theology, Peace NGO Studies, Cheon Il Guk Management, and field experiences abroad. 

We are also blessed with heavenly environment as our campus is situated in the HyoJeong Cheonwon complex centered on Cheon 

Jeong Gung Peace Palace. This area is also home to major providential organizations, such as Cheonbo Heaven and Earth Training 

Center, Hyojeong Culture Center and the Magnolia Foundation. We are develop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here where we can live 

and breathe together with our senior leaders of Cheon Il Guk through the existing infrastructure and various spiritual programs. One 

of our primary functions is to invest in our graduate school by sharing 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Thank you for your kind devotion and love for the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in its journey towards the direction 

yearned for by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We humbly request your generous support. Thank you. 

효정 교육으로 새로운 신세계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참된 배움터 

선학UP대학원대학교입니다. 

An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true learning is taking 
place, making a new world of the highest value through 
‘HyoJeong education’

선학UP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김 재 현 

Jaehyun Kim

Vice President SunHak UP Gradu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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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교육 

CADET EDUCA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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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과정은 하늘부모를 모시고 효정으로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참부모님 양위분의 꿈과 

정신을 상속 받은 천일국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배움과 훈련의 전당입니다 

The cadet course is a hall of learning and training for future Cheon Il Guk leaders that 

will inherit the dream and spirit of True Parents, who led an exemplary life and left an 

extraordinary legacy of Hyojeong, in attendance to our Heavenly Parent. 

[VISION & IDEAL]
비전 및 인재상

비전 및 인재상

VISION & IDEAL

선학UP대학원대학교 단장 박수홍

Soohong Park

Director SunHak UP Gradu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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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天·愛人·愛國
Love Heaven, Love Humanity, Love Your Nation

중심과 하나된 현장성을 갖춘 천일국 공직자 양성
Raising center-aligned Cheon Il Guk public leader 

with field based competency

The Four Core Competences
4가지 핵심 역량

목회 역량

생활 및 실습을 통한 
중심과 정렬된

공직자 역량 확립

국내외 실습 프로그램
외국어 및 실무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 선교 역량 개발

참부모 섭리 중심
학술연구를 통한
천일국 현장 이해

실용성 중시 체육과목으로
다양한 세계현장 활동을 
위한 체력 및 정신력 강화

선교 역량 학문 역량 체력
Ministry

Becoming 
True Parents’ 

Representatives

Global 
Youth Missionary 

Training

Applicable 
Knowledge in

Unification Principles

Balanced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Missionary Academics Physical Ability

01 02 03 04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소명의식과 공직자 자세 확립
Establishing Sense of Vocation and Attitude of a Public Figure based on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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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COURSE

사관생도 과정 특전
Benefits of the cadet course01.

천지인 참부모님 

직접주관 교육, 

천일국 청년 특사 발령

세계 권역 22개국 

사관생도 100명 

네트워크 구축

효정특별 장학금 수여 

(어학원 및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 지원, 석사 학위 취득)

Appointment by True 
Parents as a Special

 Cheon Il Guk Youth Envoy

Network with 100 fellow 
cadets and graduates from 22 

countries of the world-wide 
movement

True Parents’ Special 
Hyojeong Scholarship 

(3 years’ tuition, dormitory fee, 
meals and uniform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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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교육 기본 커리큘럼
Basic curriculum02.

예비 사관생도 

기초 교육훈련

사관생도 

교육훈련

천일국 

효정 기동단

사관생도 3년 과정 수료 후 참부모님 직접 주관 

천일국 청년 특사 임관식 

한국어 교육원 수업 및 

실습 프로그램 

대학원 

석사 수업

해외 선교 

실습 프로그램

하계 한국어 학습 캠프 및 

문화체험

4가지 역량 별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청년대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for pre-cadets

Cade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Cheon Il Guk Hyojeong 
Task Force activity

Direct appointment by True Parents as a Special Cheon Il Guk Youth Envo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3-year cadet course 

Korean class and 
weekend activities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class

Overseas missionary 
training 

Intensive Korean 
study camp & 

cultural excursions

Education and practice 
in 4 core competencies

Planning and executing 
global youth training 

programs (GTGY, STG, Youth Camp)

어학원 과정

대학원 과정

인턴십 공직사역

참부모님 주관 

발령 임관식

Language school 
program

Graduate school 
program

Internship & 
public ministry

Commission by 
Tru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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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T PROGRAM

참부모님 직접주관 중심교육
Education for absolute alignment with True Parents

사사키 타카에 (한국 및 일본)  
Takae Sasaki (Korea & Japan) 

차세대 천일국 인재양성의 핵심은 참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 지도자 교육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소명의식과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며, 중심과 하나된 현장성을 갖춘 천일국 지도자의 열매가 바로 선학UP대학원대학교의 사관생도입니다. 

The essence of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 is to raise leaders who can become absolutely one with True Parents. Our aim is 

to raise center-aligned Cheon Il Guk public leaders with field based competency, standing upon clear sense of vocation and firm 

attitude of a public leader of faith. The cadet of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is the very fruit of such ideal.

참부모님의 직접 주관 속에서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더욱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심정을 

중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님을 직접 모시는 순간들은 모두 제 인생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아집니다. 참어머님 곁을 늘 지켜드리는 효녀가 되고, 

온 인류가 참된 자녀의 입장에서 참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그 날까지 부모님의 참사랑을 전파하며 전진하겠습니다.

I came to understand more of True Parents’ heart, and centered on their Shimjeong, was able to 

overcome whatever obstacles that came my way. Every moment where I could attend True Parents 

directly will forever remain as a beautiful memory in my life, comparable to brilliant shining stars in 

the night sky. I wish to become a filial daughter who can protect our True Mother at her side and 

go forward spreading her love until the day all humanity can attend True Parents in the position of 

tru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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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리에 갓선 준화 (나이지리아)  
Godson Joonhwa Ogurie (Nigeria)   

중심과 정렬된 공직자 역량 확립을 위해 교내에서는 말씀교육을 중심으로 섭리현장의 지도자 특강을 비롯하여 원리와 생애노정 강의, 각종 스피치 

대회, 예배 및 설교 등 목회 영역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동·하계 실습으로 다양한 대상자 그룹을 위한 강의안 개발과 수련회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ur curriculum for ministry consists of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with the aim to raise leaders who are aligned with True Parents 

centered on their teachings. These include weekly lecture sessions by major providential leaders and practices in lecturing Divine 

Principle and True Parents’ life course, preparing speeches and organizing service and sermon.   

참부모님 대신자로서 제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역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부모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가 먼저 거듭나고 은혜를 받아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저의 언행이 

하늘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함께 찬양하며 부모님의 심정을 공유할 때가 저의 

효정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순간입니다. 

When I think of my mission as a representative of True Parents, what comes to my mind as the 

first priority is to spread True Parents’ words. It is only when I become reborn through the grace of 

True Parents’ words of life and put them into practice that I feel my own actions and words belong 

to Heaven’s side. When I give sermons, offer songs of praise at worship services, and share True 

Parents’ heart with the youths of our community, I feel my heart of Hyojeong becoming one with 

the heart of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and I can say these are the most precious moments 

for me as a cadet. 

목회 역량 프로그램 
Competence in ministry 01.

사관생도 프로그램 

CADE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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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T PROGRAM

소아레스 디사 엔히케 (브라질)  
Henrique Soares de Sá (Brazil)  

사관생도 과정에서는 국내외 선교 및 세계적 현장활동을 위해 외국어 및 실무능력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험과 실적을 중시한 

청년 전도, 만물복귀사업 기획,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무 및 교양과목으로 MOS, 외국어 자격 학습, 미디어 

제작, 제과 제빵, 경영, 교회 예법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ming to develop variety of competencies necessary for the global missionary activity, we offer programs related to domestic and 

overseas witnessing experience, language practice and basic abilities in office administration. These include practices in developing 

and organizing projects for youth witnessing, fundraising business and culture education contents. We also offer basic experience 

and practice in MOS (Microsoft Office Specialist), foreign language study, media production, confectionery and bakery, business 

administration, church etiquettes and ceremonies. 

전 세계 통일가 현장에 파송된 사관생도는 인종, 종교, 문화를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참부모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선교, 만물복귀, 전도 활동을 합니다. 남미에서 온 저는 이곳 한국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와 접촉하면서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세계복귀, 하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참부모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하루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UPA cadets are dispatched all over the world for missionary work, fundraising, and witnessing 

activities in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embrace humanity with True Parents’ love, transcending 

race, religion, and culture. As a cadet from South-America, I was blessed with the opportunity to 

examine True Parents’ hope for the practicable world restoration and the vision of “One Family 

Under God.” My desire is to convey hope and love to those who are suffering and have not yet 

recognized True Parents. 

선교 역량 프로그램 
Competence in missionary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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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원 (한국) 
Sangwon Cha (Korea)

사관생도는 대학원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하는데 두 가지 학과 (참부모신학과, 평화NGO학과)를 통해 하늘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참부모님의 업적, 

위상, 가치, 평화사상 등과 관련된 학술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학기 중 교수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 행사에 참여하며, 

졸업 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Cadets can select between two major departments for their Master’s class studies - True Parents Theology and Peace NGO - 

and acquire a Master’s degree in Theology (Th.M.) upon graduation. The academic curriculum focuses on seeking understanding 

about Heavenly Parent and study systematically True Parents’ life achievements, status, values and peace ideology. The cade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ariety of seminars and academic colloquiums throughout the semester besides regular classes. 

저는 영적으로 맑고 자연이 아름다운 이곳 대학원에서 참부모학을 전공하면서 참부모님과 섭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예배나 설교, 전도 등의 실천 신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습과 훈련을 

통해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시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참부모님을 학문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I major in True Parents’ studies here at the graduate school surrounded by beautiful nature and 

a bright spiritual atmosphere. Our research helped me to understand more deeply about True 

Parents’ providence and gain theological knowledge and practical guidance concerning church 

service, sermons and witnessing. True Parents’ wish for us is to become the best in every area 

through various training. I would like to continuously work on my ability to testify about True 

Parents through academics. 

학업 역량 프로그램  
Competence in academic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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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애즈 빅터 (프랑스) 
Victor Albert Rengnez (France)

세계적 현장활동을 위한 체력 및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기적 건강검진 및 기초 체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 VIP 지도자를 

대상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e administer regular physical checkups and sports activities for the cadets not only to maintain the internal and external fitness 

of each individual, but also to equip them with cultural tools for communication with world leaders with the purpose of top VIP 

witnessing. 

기동단으로 활동했던 2년 기간 동안 참어머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에 가서 때로는 바쁜 일정이 

계속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2년 동안 키워왔던 체력과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도 학업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 체력을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There were several opportunities to travel overseas to support True Mother’s providential events in 

the past two years as a member of the Hyojeong Task Force. We had some vigorous schedules in 

this period; those years of physical and mental training have helped me so much in maintaining my 

mind and body health. Some exercises can be hard on your body at first, but they help you develop 

the mentality necessary to stay focused in studies and activities. I will definitely keep up my fitness 

training in order to help lead the providence in the years to come. 

체력 강화 프로그램  
Competence in physical ability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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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천일국의 특공대요. 

참부모님의 섭리를 최일선에서 받드는 주역들이다. 

하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고 매사 감사하고 건강해라.

(2019.05.07 천정궁 참어머님 말씀) 

You are the special forces of Cheon Il Guk. Heaven is with you. You are the protagonists at the front line of True 

Parents’ providence. Don’t forget it. Be thankful and stay healthy.

(True Mother’s message at Cheon Jeong Gung 2019.05.07)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천일국 청년특사 발령 임관식

SPECIAL YOUTH ENVOY COMMISSION

여러분들은 천일국의 특공대요. 
참부모님의 섭리를 최일선에서 받드는 주역들이다. 

하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고 매사 감사하고 건강해라.
2019.05.07 천정궁 참어머님 말씀 

여러분들은 천일국의 특공대요. 
참부모님의 섭리를 최일선에서 받드는 주역들이다. 

하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고 매사 감사하고 건강해라.
2019.05.07 천정궁 참어머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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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국 청년 특사 발령지 Mission regions

한국  Korea

일본 및 아시아  Japan & Asia 

북미, 중남미  North-America & Central- and South America

유럽, 아프리카  Europe & Africa

효정기동단 (전 세계)  HyoJeong Task Force (Variou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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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에서 보낸 2년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 한 순간, 한 순간의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를 정비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겨날 때 마다, 사관학교 때 

불가능 할 것 같이 여겨졌던 많은 시련들을 하늘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승리로써 넘어가게 된 그 경험이 저를 어둠에서 꺼내 주었고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사관학교 1기 입학식 때 참어머님께서 주신 빛 된 자가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에 불가능은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현장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뜻 있는 많은 2세권의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참어머님의 축복의 말씀에 동참하여 새로운 시대, 신통일한국시대 개문안착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When I look back at my two years at UPA, it is hard to deny the hardships that I faced. Each moment of such experiences helped 

me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my mission after graduation. I have become a person who is able to manage the present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e experiences of victory that I achieved together with Heaven and my fellow cadets in times of trial 

when everything seemed totally impossible are what saved me numerous times from the darkest pit. I will keep walking towards 

the light as I did in my previous mission.

I made small, but sincere efforts as a leader in my church mission to realize True Mother’s earnest wish for us to become people 

who can light up the world.  I became fully convinced of the truth, that no matter how lacking I may be, nothing is impossible 

on the path where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are present. I wish all young members of our movement would join this 

gracious opportunity given by True Mother, and become the champions of the new era, by helping to open and settle the 

Heavenly Unified Korea.

졸업생 소개 

MEET OUR GRADUATES

임동성 Lim, Dongsung   |  일본 1지구 성화부장  1st Region Director of Youth Department Japan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에 

불가능은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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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여 

하늘 앞에는 희망이 되고 세상 앞에는 빛이 된다!

2018년에 유럽 대륙의 Youth and Students for Peace(YSP) 회장으로 임명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대륙에 총 72개국이 있는데 참어머님께서 정해

주신 6지구의 각 회장들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국가단위, 지구단위의 YSP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대륙의 청년학생들 관련해서는 각 국가들의 

성화·카프 청년리더들의 미팅과 관리, 그리고 청년 전도와 수련회들을 하며 청년활동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대륙회장님의 추천으로 유럽가정 2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양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 혼혈, 주체는 서양의 국가인 

핀란드, 독일 혼혈로 이 두 가정이 하나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임은 동양과 서양의 좋은 부분과 문화들을 

하나로 만들어 참부모님을 중심한 천일국 문화를 정착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종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여 하늘 앞에는 희망이 되고 세상 앞에는 빛이 된다!” 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낮은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건 없이 희생하고 사랑하여 하늘 앞에는 자랑스러운 희망이 되고 세상 

앞에는 빛이 되어 지상에 계시는 참어머님과 영계에 계시는 참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I became the chairman for YSP Europe in 2018. There are 72 countries within the European continent, designated and divided 

into 6 regions by True Mother. My mission is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for YSP, together with the regional and national 

leaders. I am also responsible for organizing youth witnessing, 

education and workshops with the lead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working with CARP members of each 

European nation. 

In 2019, I was graced by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blessing 

through recommendation by our Regional Group Chair. I am Asian 

having Japanese and Korean parents, and my spouse is European 

with Finnish and German background. I see it as my mission to 

bring harmony between the good cultures of East and West and 

establish Cheon Il Guk culture centered on True Parents. 

As my motto is to “have the loving heart of a parent while being in 

the position of a servant and become the hope of Heaven and light 

of the world,” I want to have the heart of a parent, while serving 

others as I go forward with love until the end without giving up. I 

wish to become a light of the world and a ray of hope that Heaven 

can take pride in, and bring happiness to True Mother, as well as 

True Father in the spirit world. 

염정혜 Yeom, Jeonghye   |  유럽 청년학생국장/YSP회장 FFWPU Europe Youth department director / Europe YSP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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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에서 여러 순간 참부모님을 직접 뵙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사랑을 받으면서 제 참부모님에 대한 신앙동기가 온전한 사랑으로 빠르게 깊어감을 

느꼈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참부모님을 모시는 자리는 구약, 신약, 성약시대를 뛰어넘어 가장 빠르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모심의 사랑이 

성숙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대적 혜택임을 알게 되었고, 특히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의 일원으로서 사관생도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석 같은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UPA를 졸업한 저는 참부모님을 신앙하는 것만이 아닌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참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사관학교 선배들, 동기들과 후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어머님께서 사관생도 입학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밝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빛이 되도록 브라질과 중남미 YSP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UPA에 와서 다같이 전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참부모님의 빛이 됩시다!

While in UPA we had several opportunities to receive True Parents’ abundant love, in person. I could feel that my motivations 

based on faith turned quickly, deeply and entirely into love. I realized that the position where we serve True Parents publicly 

transcends the ages of Old Testament, New Testament and Completed Testament, and is the quickest way that our love of 

attendance towards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can mature. As a member of a country geographically far from Korea, my 

time in UPA was like the most precious gem of my life. After graduating UPA, I was able to love True Parents not simply by faith, 

but with my entire self, ready to offer everything that I have. 

Nowadays, I meet my UPA juniors, seniors and peers wherever I go. I see that each of them has become a bright light of the world 

as True Mother wished them to become at the time of their inauguration. I als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ecome the proud 

light of True Parents through my work as the chairman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YSP. Brothers and sisters all over the world, 

let’s join UPA and together become the lights of True Parents that brighten the whole world!

졸업생 소개 

MEET OUR GRADUATES

사무엘 오오타 린하레스 Samuel Ota Linhares   |  중남미 YSP회장 Central- and South America YSP Chairman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모심의 사랑이 성숙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대적 혜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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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UP대학원대학교 사관생도 총동문회는 UPA 사관생도 1기가 천일국 청년특사로 첫 발령을 받은 2016년 2월 21일에 설립되어 동문간 화합과 

협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합하여 총 78명의 회원이 있고, 각 기수대표 

8명과 임원 5명을 중심으로 조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을 맞이하며 본 동문회에서는 “등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불” 프로젝트란 2016년부터 4년간 세계 곳곳에서 

혼신을 다해 투입했던 청년특사들의 간증집을 출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장에 나가 세상의 등불이 되라고 하신 참어머님의 말씀과 같이 본 

간증집에서 찾으실 수 있는 청년특사들의 스토리가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초에 완성될 

본 간증집은 참부모님과 후원해주신 분들께 봉정될 예정입니다. 본 동문회는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아 향후 인쇄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청년특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미래에 대해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동문회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The UPA Alumni association of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was established at the time of True Parents’ first 

official appointment of the first class of cadets a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on February 21, 2016. With the purpose of 

making a community of graduates for the sake of supporting and developing the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 leaders, our 

organization has a total of 78 members operated by the board consisting of eight representatives from each class and five board 

members. 

Having entered the meaningful year of 2020, our special project this year has been the Light Project, which is to publish a 

compilation of precious testimonies of our special youth envoys in their past four years on their mission. True Mother told us that 

our experiences would become lights that shine upon the world. Our hope is to spread those lights in various forms and colors 

emitted by each of us, to give back to our world-wide community. A part of the funds for this project will be gathered through 

crowdfunding to support further printing so that more people can take a look into the future that is being created by our youth 

envoys. The testimony book will be published early February 2020, and be presented to True Parents as a gift. 

You can find further information about our association on our homepage. We appreciate your kind interest in our future activities. 

사관생도 총동문회 

UPA Alumni Association 

HP: https://www.upacademyalum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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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과정 입학안내 

ADMISSION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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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INFORMATION

사관생도 과정 입학 특전

사관생도 과정 입학 안내

01.

02.

참부모님 직접 주관 교육 

효정 특별 장학금 

역량 별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지도자 커뮤니티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 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청년 특사 인사 발령 

- 3년간의 대학원 및 어학원 학비, 기숙사비, 유니폼, 교육 훈련비 지원 

- 목회, 선교, 학업, 체력의 4가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 22개국 사관생도의 국제적 교류 

- 졸업 후 사관생도 총동문회 가입

- 참부모 신학과, 평화NGO학과  

1) 모집과정 
    사관생도 대학원 석사 과정 (참부모신학, 평화NGO학)

    사관생도 어학원 과정 (대학원 진학을 위한 TOPIK 학습)

3) 연간 입학사정 

    원서 접수 기간: 10월~11월 

    선발시험 기간: 11월~12월

    합격자 발표: 12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사관생도 모집요강 참조2) 모집 대상 

    모범적 신앙과 투철한 섭리관을 가지고, 입회 후 최소 3 년의 

    신앙교육을 이수한 하늘부모님 성회 입회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공직을 희망하고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자

    생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는 자

*외국 국적 대학원 지원자의 경우 TOPIK 3급 자격 필수

입학문의

Mail.  sunhak-up@daum.net
TEL.  031-589-1585 

입학지원 서류전형 선발면접
신입생 수련 

및 입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확인 후 지원
지원 자격 확인

면접, 필기시험, 

체력검정

입학 확정 후 7일 신입생
수련 참석, 사관생도 과정 

서약 후 입학 



Light up the World with the Heart of Hyojeong

| 3736사관생도 과정 

Benefits upon enrollment 

Admissions Information

01.

02.

 Education directed by True Parents 

 Hyojeong Special Scholarship 

Education centered 
on field-based competences 

Global community of leaders

Master’s Degree in Theology   

- True Parents' direct appointment a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 3 years' tuition, dormitory fee, uniforms and other educational expenses covered  

- Education focusing on the four core competences: Ministry, missionary,  
   academics and physical ability 

- Community of Cadets from 22 countries world-wide 

- Automatic membership of the UPA Alumni Association after graduation 

-Two major departments: True Parents Theology / Peace NGO Studies  

1) Recruiting courses
    Graduate school UP Cadet course (True Parents theology, Peace NGO studies)

    Language school pre-UP Cadet course (TOPIK test preparation) 

3) Yearly application period 

    Registration of application: October~November 

    Selection camp (Skype interview): November~December

    Announcement of results: December 

*Check admission handbook for detailed information 2) Basic requirement for application 

    Member of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with a model life of faith, 

    good physical heal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ovidence and a minimum of 

    three years of training in life of faith

    Graduation from a 4-year university, or having earned a degree of equal or higher status 

    Those with leadership traits who wish to pursue a public life 

    Those with neat personal demeanor, without physical or mental difficulties which 

    would hinder the pursuit of the course 

*Those applying for the graduate school course must be certified in TOPIK 3 or above.

Application Document 
screening Selection camp 

Workshop for 
freshmen & 

entrance ceremony

Check admission handbook 
at school homepage 

Check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Interview, written exam, 
physical test 

Participation in 7-day workshop 
for freshmen upon confirmed 

enrollment 

Inquiry

Mail.  sunhak-up@daum.net
TEL.  031-589-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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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What is the basic schedule for the cadets?

사관생도 졸업 후 진로는?
 What is career after graduation?

사관생도 생활 내적 기준은?
What kind of internal standard is there at UPA?

사관생도 과정 Q&A 

FREQUENTLY ASKED QUESTIONS

Q1.

Q3.

02.

사관생도를 24시간 교육하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훈독회부터 점호까지 교육과 훈련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대학원 수업을 

중심으로 신학, NGO 연구, 말씀 능력 강화와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갖추기 위한 체력 훈련, 주요 섭리 기관 지도자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True Mother’s directions to educate the cadets 24 hours a day, the daily schedule of the cadets is organized with 

education and training starting from morning Hoon Dok Hae to evening roll call. The cadets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throughout the semester, including classes in theology, NGO research, lecture sessions by leaders of providential organizations, 

and practices in giving sermons and speeches. They also work on maintaining and developing good physical health and strong 

mentality.  

3년 간의 사관생도 과정을 모두 마치면 참부모님 직접 주관 임관식을 통해 천일국 청년 특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 발령을 받은 77명의 천일국 청년 특사는 7개 대륙 권역의 청년학생국장, 전도 교육국장, 교회 기관 책임자 

등으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관생도 인사, 발령은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세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Cadets are sent out to various mission areas as Cheon Il Guk Special Youth Envoy through appointment 

ceremony officiated by True Parents after three years of education. Today, a total of 77 special youth envoys 

are on mission all around the seven regional continents as youth department directors, witnessing education 

directors and church organization leaders. Mission appointments are administered by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centered on True Mother.    

중심과 하나된 현장성을 갖춘 천일국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소명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생도들이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기에 기본적인 생활 규칙 속에 서로를 배려하고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The cadets aim to become center-aligned Cheon Il Guk public leaders with field-based competency through establishing sense of 

vocation and attitude of a public figure based on faith. Cadets from various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practice 

basic rules together to build up a group culture where they can express mutual consideration for each other, and grow together to 

become the leaders True Parents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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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캠퍼스 소개 

OUR CAMPU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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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의 심정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천일국 지도자 양성의 전당

선학UP대학원대학교에서 하늘 섭리의 주역이 됩시다

캠퍼스 소개

OUR CAMPUS

4F

3F

2F

1F

B1

Let’s become champions of the Heavenly providence 

Join the hall of education for future Cheon Il Guk leaders 

Light up the world with Hyojeong

채플실, 기도실 

총장실, 교수 연구실, 국제회의실

부총장실, 사관본부, 대학원 행정실, 강의실, 상담실

도서관, 열람실, 매그놀리아 아카데미

실내 운동실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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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1F

B1

A동 

B-1,2동  

C동 

어학원 행정실, 어학원 교실

식당, 학생 카페

국제컨퍼런스룸 

교직원 기숙사

대학원 기숙사 

어학원 기숙사 

채플실

국제회의실 도서관 매그놀리아 아카데미

기도실 회심지

학생회관

생활관

[주요시설] 

신앙공간

학업 및 

교육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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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이 76억 인류가 다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당장 눈앞이 

힘들다고 해서 주저 앉으면 안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100명, 1000명, 나라가 복귀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In your lifetime, you must open the path for all humankind to stand in the same position as you do. That is your 

responsibility. I have high expectations for all of you.

You should not sit down hesitating because of the temporary hardships in front of you. If hundreds, thousands of 

people and nations could be restored through you, how victorious would you be? You would be successful people. 

You will become people that Heaven will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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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6천년만에 참부모에 의해서 탄생된 효정랑(孝情郞) 입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미래의 지도자로서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크게 하늘 

앞에 충효를 다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특별히 관리해서 

교육하고 싶습니다. 선학UP대학원대학교와 선문대 신학과를 연관성 있게 만드는데, 교수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학UP대학원대학교가 시니어라면 선문신학대학은 주니어 사관학교가 됩니다. 

섭리의 완성을 보는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는 독생녀 참어머니를 더 깊게 연구하여 신학교를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You are the Hyojeongrang that True Parents have given birth to as the fruit of the 6,000 biblical years. I will raise you 

to become future leaders who are absolutely necessary at this point in history and who will find no equal in the past 

or in the future. You must also do well in your studies, aiming to become people of greater filial piety than your own 

parents. Therefore, I wish to educate you with special care. SunHak Universal Peace Graduate University and the theology 

department of Sun Moon University will b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so will the faculties. If SunHak University is 

the senior, then Sun Moon University will become the junior UPA. In view of the completion of the providence in this era 

of Cheon Il Guk, the theological school must be turned inside out, doing deeper research about True Mother, the only 

begotten daughter. Your curriculum will also be renewed accordingly.    



HOMEPAGE www.sunhakup.ac.kr

FACEBOOK www.facebook.com/sunhakup

E-MAIL sunhak-up@daum.net

S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