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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pray that the love and grace of God and True Parents are always with you. 

 

2. True Mother successfully offered up to Heaven the event of the 2nd Anniversary of Commemoration 

Cheon Il Guk's Foundation Day with the Unification family globally and announced a new beginning, 

and at the same time emphasized that Cheon Il Guk must be settled substantially on this earth by the 

absolute success of Vision 2020. 

 

3. But, against the wishes of True Parents, the "Kwak Group" (UCI) is continuously acting against the 

providence in the mission fields not only in Korea and Japan, but also in the US and South America, 

especially with the recent incidents in Chile. Through the "Headquarters Guidelines regarding the 

Proclamation of True Parents" (Statement No. 152 of the Korean Unification Church Headquarters) it 

was specified that members of the Unification Movement must be absolutely obedient to the directions 

and orders of the True Parents who are only one, and that until there is a contrary order or direction from 

True Parents, UCI and GPF (organizations related to it) are organizations that are not recognized and 

members must not join, participate in their meetings, or support them. Although this prohibition was 

declared, recently in Korea, the homeland of the faith, GPF and the "Federation of Leader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are seducing members and ambassadors for peace. 

 

4. Therefore, the National Headquarters, at the request of providential mission organizations, has 

established a disciplinary committee and following the appropriate processes defined in the disciplinary 

regulations of the Headquarters has sanctioned (excommunication of member) Cheon Hwan Kwak who 

is the center of the "Kwak Group" (UCI), and from now we expect to respond with stronger measure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Kwak Group" (UCI). Pastors please note this content and transmit it to 

members and, of course, the ambassadors for peace to avoid falling into confusion. 

 

Kyeong Seuk Lu 

aPresident of the FFWP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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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곽그룹(UCI) 활동에 대한 협회 지침과 곽정환씨 징계처분에 대한 공지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기원절 2주년을 승리적으로 봉헌하시고 이 행사

를 통해 전 세계 통일가가 하나 되어 새롭게 출발함과 동시에, VISION 2020을 반드시 승

리하여 실체 천일국을 이 땅위에 정착시킬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참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과 남미, 특히 칠레 등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현장에서 “곽그룹”(UCI)의 반섭리적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선포문에 대한 협회 지침”(통한본 제152호)을 통

해 통일가 식구라면 단 한분인 참부모님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 절대복종함과 동시에, 참부

모님의 별도의 지시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참부모님께서 인정치 않으신 단체인 UCI와

GPF(그와 관련된 단체)의 가입, 집회행사의 참여, 동조행위를 금함을 공표하였지만, 최근

신앙의 조국 한국에서도 GPF와 함께 “한반도통일지도자연합”을 만들기 위해 식구들과 평

화대사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 본부에서는 섭리현장과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협회 징계규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곽그룹”(UCI) 활동의 중심에 있

는 곽정환씨에 대해 징계처분(협회원 제명)을 하였으며, 향후 “곽그룹”(UCI)에 대한 활동을

더욱 철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목회자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주지하시어 식구님들은 물

론 평화대사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 국 회 장 유 경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