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모평애 글로벌 공직자 장학생 생활수칙 Wonmo Pyeongae Global Leaders 
Scholarship 

Conditions and Terms 

 
1. 목적 
 
““원모평애 글로벌 공직자 장학금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공직자 

장학제도는 향후 한 국가를 책임질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선문대에서 한국어 교육과 

지도자코스의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일반 글로벌 장학생들의 신앙적 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아래 내용은 2017년 2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학기 장학 프로그램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1. PURPOSE 
 
The objective of the Wonmo Pyeongae Global Leaders 
Scholarship Program, by the grace of True Mother’s 
love, is to nurture future leaders for the salvation of all 
humankind. The scholarship program consists of 
selecting the scholarship recipients among current 
missionaries, who have the potential to take 
responsibility for a nation, and having them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the Unification Family by 
providing a Korean language leadership course at Sun 
Moon University. 
 
*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applicable to the second 
semester of 2017, and may be subject to change in future 
programs. 

2. 생활수칙 
 
1) 오리엔테이션 
 
아래 규정은 원모글로벌 공직자 장학생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도모하여 결정된 내용이며, 

모든 장학생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상 필요 

할 경우 규정사항은 추가 될 수 있다. 
 
장학생은 다음 규정사항 준수에 동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학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 CONDITIONS 
 
1) Orientation 
 
BY AGREEING TO RECEIVE THIS SCHOLARSHIP, 
ALL RECIPIENTS AGREE TO ABIDE BY THE 
FOLLOWING. FAILURE TO COMPLY WILL 
RESULT IN REMOVAL FROM THE 
SCHOLARSHIP PROGRAM, UNLESS EXCUSE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to be kept by all 
scholarship students as means to measure the growth of 
each student in a consistent manner. These conditions 
are subject to change based on the results after the 
implementation, which can affect the program as a 
whole. 

2) 훈독회, 일요예배, 올바른 신앙생활 
 
훈독회 
 
모든 장학생은 훈독회에 의무적으로 참석 해야 한다. 

즉 훈독회에 지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2) HOON DOK HAE, SUNDAY SERVICES, 
EXPECTED LIFE OF FAITH 
 
Hoon Dok Hae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Hoon Dok Hae. This 
means that each student must attend Hoon Dok Hae 
from start to finish without being late, while refraining 
from activities that are not part of Hoon Dok Hae. (90% 



참석해야 하며, 훈독회와 무관한 활동은 삼가해야 

한다. (훈독회 참석기준은 90%로 한다) 또한 3회 지 

각하면 1번 결석으로 처리한다. 
 

minimum attendance at Hoon Dok Hae is required). 
Three instances of arriving late are regarded as one 
absence. 

가. 훈독회 규칙 
 
- 훈독회는 아침 7시에 실시한다. 

- 성실한 태도로 훈독회에 임한다. 

- 훈독회 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훈독교재 : 영어 원리강론, 평화신경 
 

A. Hoon Dok Hae Rules 
 
- Hoon Dok Hae sessions start in the morning at 7:00. 
- Focus on Hoon Dok Hae with a sincere attitude. 
- The Hoon Dok Hae time may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 Hoon Dok material : English Divide Principle, Peace 
Massage 

나. 훈독회 출석 면제 사항 : 교회관련 행사 참석 시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 청평특별행사 

- 기타 공적인 행사 참석으로 담당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 훈독회를 결석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B. Excused absences 
 
Church-related activ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Special events at Cheongpyeong 
- Any public event which the coordinator determines is a 
reasonable absence  
(Consult the coordinator prior to the absence.) 

일요 예배 

모든 장학생은 일요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 해야 

한다. 즉 일요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 

까지 참석해야 하며, 일요예배와 무관한 활동은 

삼가해야 한다. 
 

Sunday Service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Sunday services. This 
means that each student must attend Sunday service 
from start to finish, while refraining from activities that 
are not part of the Sunday service. 

가. 출석 면제 사유 

제 1과 동일 
 

A. Excused absences 
The Same as in Section 1. 

공직자로서의 모범생활  
 
가. 건학이념(교회규정)에 어긋나는 전반적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훼손할 행동을 금한다. 
 

Exemplary Lifestyle as a Missionary 
 
A. Activities beneath the standard of the church and/or 
the founding ideals will not be allowed, and any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dignity as of a missionary is 
prohibited. 

1) 이러한 행동을 취한 학생이 발견된 경우에 다른 

장학생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i. In case a student is found participating in these 
activities, students are to report that student directly to 
the coordinator. 
 

2)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제4절에 

기술되어있는 경고통지 및 상담을 받는다. 
 

ii. Any violations of the above will result in a warning 
and consultation as described in Section 4. 
 



나. 소그룹: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모든 장학생은 담당자가 구성하는 소그룹에 

소속하여 일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B. Teams: 
 
For the sake of continued spiritual growth and a stable 
life of faith, all students should belong to a small team 
that the coordinator organizes and fulfill certain 
responsibility as a team member. 

1) 개인 
 
가) 장학생은 필요한 경우 팀장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i. Individuals 
 
A. To be open to becoming a team leader if necessary 
(Becoming a leader is not mandatory, but one must be 
prepared to assume the role at all times.) 

다) 팀원은 훈독회 및 일요 예배 결석의 사유를 

팀장에 보고한다. 
 

C. To report any cause of absence from Hoon Dok Hae 
or Sunday service to the team leader. 

2) 팀장 
 
가) 팀원들이 훈독회 (월-금)와 일요 예배(매주)를 

참석하는지 성실히 확인한다. 
 

ii. Team leaders 
 
A. To make sure team members attend Hoon Dok Hae 
(Monday–Friday) and Sunday services (weekly) 

나) 매월 세계본부에 출석 현황을 포함한 생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세계본부와 팀원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돕는다.  
 
라) 매주 1회 해당대륙의 일반 장학생들을 위해 

신앙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실시한다.  

예: 훈독 홈그룹, 기도회, 간증 등 
 
 

B. To submit the monthly activity report, including the 
team members’ attendance, to the FFWPU International 
Headquarters (IHQ). 
 
C. To support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team members (students) and the FFWPU IHQ. 
 
 
D. To do a weekly continental meeting for general 
scholarship students to help grow one’s faith. Ex.: HDH 
Home group, prayer meeting, reflection time, etc. 

3. 효정세계평화재단에 대한 보고 
 
가) 공직자 장학생은 매주 1회 일반 장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활동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 

효정세계평화재단에 제출한다.  
 

3. Communication with HJ World Peace Foundation 
 
A. Public leader scholarship holders have to submit the 
weekly report to HJ World Peace Foundation on 
education program organized for general scholarship 
students 
 

4. 시행 및 경고 규정 
 
가. 훈독회와 일요 예배 
 
1) 무단 결석 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은 담당자와 

4. Enforcement and Warning Policy 
 
A. Hoon Dok Hae and Sunday service 
 
i. In case an unexcused absence occurs, the student will 
be required to set up a time to meet with the coordinator 
for a consultation. 



상담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 경고 통지 : 교목실과 국제교류처를 통해 

세계본부에서 경고처리를 할 수 있다. 
 
다. 모든 장학생은 경고통지를 받으면 장학 자격 

을 상실한다. 
 

 
 
B. Warnings can be issued by the FFWPU IHQ throug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 Chaplain’s 
office 
 
C. A notification of warning to the student will result in 
termination of the scholarship. 

라. 경고처리는 경고의 내용을 학생에게 공개한다. 

경고내용은 해당 학생 소속 대륙회장에게 보고 

되어진다. 
 
 
5. 장학금 중지 
 
가. 장학생이 상기와 같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학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나. 세계본부와 효정세계평화재단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필요한 경우에 장학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2)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세계본부 및 

효정세계평화재단의 상의하에 장학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팀장, 공적 봉사활동, 각종 행사에서 수상 경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보상을 추후에 안내할 

예정임. 

D. The content of the warning will be made known to 
the student and his or her regional headquarters. 
 
 
 
5. Termination Policy 
 
A. In the event that a student has failed to keep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of the scholarship, the 
student will lose the scholarship. 
 
B. The FFWPU IHQ and the HJ World Peace 
Foundationhave the following rights: 
 
i. To give warnings to students, as deemed necessary 
 
ii. To, in extreme cases, disqualify students from the 
scholarship program upon consent of the FFWPU IHQ 
and the HJ World Peace Foundation.  
 
 
6. Information about special awards to be given to 
exemplary students that demonstrate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service and other events as a 
team leader or volunteer will be provi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