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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the Day of Victory of Love
Sun Myung Moon
January 30, 2012
Father’s words upon arrival at the Cheon Hwa Gung, Las Vegas on 1. 8 by the H.C

Note: These notes are taken from a Peace TV video clip. They cannot be published as definitive texts and should
never be used in the future as an “official” publication of True Father’s words. However, they do provide a good idea
of the “spirit” of the message. — Rev. Katsumi Kambashi

“Through the ceremonies in Korea, I star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Day of Victory of Love (애승일 / 愛
勝日) which was held centering on 통일식 (Unification Ceremony). From now on, you, especially the 2nd generation,
must observe that day. Parents as the Blessed families must make a new start with the 2nd gens centering on the
Day of the Victory of Love. (I held) ‘천지인 참부모 국민 지지대회 (Korean National Rally to Support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국민 (people) doesn’t mean only the Blessed families, and from now on we are
entering the era of the 2nd generation. The final purpose lies in that God, father’s family and son’s family are united.
God doesn’t have 어머니 (Katsumi: I guess Father meant ‘wife’ by ‘어머니.’) What I did 28 years ago (by which
Father means 통일식 with Heung Jin Nim held at the hospital) was not just a ceremony for my family to send him to
the spirit world, but for going beyond the summit for the whole. It should be done before the age of 17 years old.
Originally, at conception, one should register to heavenly nation.”

“천지인 참부모 국민 지지대회(Korean National Rally to Support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should be held on the worldwide level. The Main theme of the assembly is that one makes their sons and daughters
go ahead.”

“천지인참부모 승리해방완성시대 (The Era of Victory, Liberation and Perfection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and then 개문 (開文/ the opening of the gate) occurs.”

“In Las Vegas, more than 170,000 copies (of Father’s autobiography) have been delivered. Do you know how much
money was invested for that? Do you think I am doing this because I like it? After Las Vegas, nobody knows where I
go. You might think what we are doing is like a dream but I don’t. Heaven, without your notice, is preparing for your
step. You would have a problem lacking half a step. I am going ahead by half step for you, and so don’t drop off in
the middle of the course.”

“When it is an important time, important people go to the spirit world. Without fail they go. I prayed this morning too
but I can’t pray asking ‘Please take them to the spirit world.’ It is not my responsibility but theirs, but when the
environments are difficult, a new person inherits that position and they will move to other places.”

Note:

Correction
February 2, 2012

Dear families,

There is a correc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of 개문 (the opening of the gat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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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ng – 開文

correct – 開門

“천지인참부모 승리해방완성시대 (The Era of Victory, Liberation and Perfection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and then 개문 (開 門/ the opening of the gate) occurs.”

Sorry for the confusion.

Korean Transcript:

훈독회 중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입니다.

미국 천화궁
천력 2012.1.8 (양 1.30)

애승일을 강조해 가지고, 통일식을 해가지고 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가리워졌더랬는데, 이번 대회에 그걸 중심삼고
후반기에 강조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2세들이 중심이 돼서 애승일을 지켜나가야 돼요. 부모들은 축복가정인 것
이고 애승일은 2세들 중심삼은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세계적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참부모 국민지지대회야. 지지라는 것은 축복가정만이 아니야, 지금 축복가정이 아니고 이제는
2세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최후에 목적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딸, 아버지 가정과 아들딸의 가정이 하나야. 가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구, 가정을 중심삼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구.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 에덴동
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뭐야? 부부의 사랑의 출발을 중심삼고 나갈 것을 말하는데
그게 깨져나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의 가정에서 새로이 시작한 것이 28년 전에, 그것이 그저 선생님 가정에 있는 지상
에 떠나는 행사가 아니야. 전체의 뜻 앞에 중요한 고개라구.
칠칠이 사십구, 오십 고개 넘기 위해서는 아들딸시대에 넘어가야지, 17세 전에 넘어가야 되는 거야. 나이 먹어가지고
50이 넘은 축복가정들이 재축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10대에서부터, 부모의 복중에서부터 하늘나라에 입적해야
된다구. 그런 전통을 이번에 가르치려고 했는데 너희들 전부 떠나가버린 다음에, 그러니 내가 비로소 주제를 내놓고
껍데기들 같이 깡통과…, 내가 뒤집어 박은 거야.
이번에 한국에서 뭐야? 천지인 참부모 국민지지대회 거든. 그거 지지대회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확대시
켜나가야 돼. 주제가 뭐냐 하며, 아들딸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 이거야.
참부모 승리해방, 그다음에 완성시대 하고 개문 시작이야. 그 주제를 빼 놓으니까 그 제목이 자기들이, 통일교가 한
것같이 생각해버려 가지고 놀음놀이하고 있더라구. 시작도 안했는데. 축복받은 가정들이 해체된 것이, 이 가정들이
거기에 걸려있는 거야. 선생님 혼자 모든 것을 다, 나는 내 가정이라든가 내가 가야할 길을 알아. 지금 정한 것이 아니
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때가 지금 어떤 때라는 것을 아라. 라스베이거스라면 라스베이거스하고 우리 집하고 후버
댐 중심삼아 가지고, 여수와 순천중심삼은 그 일을….
고향을 떠났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알면서도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
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일생이 걸려있어. 세계가 걸려있다구. 그러나 선생님 세계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계만 것에서 요만한 조건을 내가 새워줘 가지고 매워나간다는 거야. 때가 바꿔진다는 거
야.
여기 라스베이거스에 와가지고, 황량한 이곳인데 뭘 하러 와있어?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이 이 라스베이거스에, 이 땅
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무슨식을 했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 자서전. 여기 자서전을
지금 17만권이상을 뿌려버렸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선생님처럼 하기 좋아서 하나? 라스
베이거스가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 여러분은 다 꿈과 같이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꿈과 같이 생각하지 않아. 여
러분 모르는 가운데 하늘은 한발자국 한발자국씩, 여러분 천발자국을 갈 것을 맨 고개 넘을 때는 반발자국 못 감으로
걸려요. 그 반발자국을 내가 미리 넘어준다는 거야.
너희들은 칠팔에 오십육 고개를 넘어가야 할 텐데, 나는 그 이상 안갑니다. 오십육이 칠칠이 사십구 고개와 같은, 그
걸 생각하게 되면 조그만 조건, 흙덩이 하나 가지고도 조건을 세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따라와서 그런
조건을 세워라 이거야. 떨어지지 말라는 거야.

(7:15) 앞으로 보라구요. 중요한 때가되면 중요한 사람이 가요. 갑니다. 틀림없이 가요. 지금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누구누구, 기도하면서 영계에서 데려가소 하고 기도 못합니다.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들의 책임이야.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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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되게 될 때는 그걸 바꿔주는 거야. 처음 듣는 사람한테 물러주고 그 사람을 딴 데로 돌
려잡아주는 거야. 일주일이던가, 한 달 전에, 며칠 조건 전에 이동해주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라스베이
거스에 돌아와 가지고 전면적인 이동을 한다고 발표했어. 그거 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어. 누가 일을 우리
일을 도와줄 사람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국진이가 지금 조국을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영향이 큽니다, 지금.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알
기 때문에 제주도 케이블카 당장에 허가주면, 그다음에는 금강산 케이블카, 흔들바위 저쪽에서부터 오대산 중심삼아
가지고 케이블카 개척하게 되면, 비행장을 우리 비행장 만들게 되면 일본이 우리에게 앞에 안 설수 없어. 방어선 되는
거야. 일본해를 지쳐야 돼, 백두산과. 동해물과 무엇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지 않도록.
일본이 그래서, 내가 서두르고 있어. 빨리 아벨 유엔 만들어 아벨 유엔 인권위원회의 본부에 있어서 일본을, 민주세계
의 6대 자유 해방권을 한 것을 뒤집어 가지고 종교탄압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것을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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