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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entering the authority of victory
Sun Myung Moon
January 29, 2012
Hoon Dok Hae
Cheon Jeong Gung on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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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now on, we are entering the authority of victory, authority of liberation and that of perfection of True Parents
(참부모의 승리권, 해방권, 완성권).

(Katsumi: I think Father is referring here to the motto of 2012, and I interpreted 권 as “authority / 權”, not “sphere /
圈” following Father’s recent interpretation)

“From now on you must change how to breathe and how to walk. The Cheon Jeong Gung is not the one you knew
before. You must make a kindergarten. Do you have it? Hyo Yul? (Dr. Peter Kim: “Yes, we have it in front of the
Cheong Jeong Gung and also at the Cheon Bok Gung.)

Those are not the one I am talking which restored the standard of the Garden of Eden without the shadow of the
fallen nature. There is no school which could exist in the Garden of Eden. There is no such kindergarten,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nation. The title of my speech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 is the
standard and the path that True Parents must achieve, and without being united with True Parents you don’t have
any contents that can involve you into it.”

“(I) don’t have to have this speech (with me) because everything has been achieved in (my) mind. To proclaim 실체
말씀 is enough to do. Before you come to Hoon Dok Hae every day, you must study this for your reference. These
are my words on the foundation of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These are
the words on the foundation of the proclamation of 실체말씀.”

“Then do you know why it is the ‘Cosmic Assembly’? In page 74 it says ‘섭리적 최종목적되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rovidence is done), which means to have gone beyond the standard of the Garden of Eden. That is the place
where (one), standing in the position of the Creator, creates and makes a start for the new world. What are the fruits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at is the Day of Victory of Love? Everybody, there has not been 어
머니.

(Katsumi: Father uses ‘어머니’ as either ‘wife,’ or ‘mother.’)

There was not 어머니 in the Old Testament age. There was not 어머니 in the New Testament age. There is not 어머
니 in the Completed Testament age.”

“You must change your clothes and you must know you are different from yesterday. You must have children
graduate from Hoon Dok Hae, your wife and nation too. There is only one door to enter, not two.”

“Have you graduated from the Cosmic Assembly? Have you done the proclamation of 실체말씀?”

“You can’t be able to call me a parent. You said ‘You must treat us as human.’ You couldn’t even be a tiny insec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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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rden of Eden.”

“이목구비 (耳目口鼻 / ear, eye, mouth and nose) is the word before the separation of east, west, north and south
occurred in the Garden of Eden. Before my birthday in 2020,,,. It has been 63 years since I became separate from
my parents. I couldn’t enter the place where I can live with God and my parents.”

“From the time of conception, one must register to heavenly nation.”

“On the page 10, it says, 창조적 3단계 (Three Stages of Creation) Do you know the three stages of creation?
(Raising his voice) Do you know it or not? (‘Yes we do.’) Then have you lived such life? Who’s words are they? Are
they yours? You have no relation with these words. From the introduction to the end of this speech, there is no
contents that relate to you.”

“Suk Jun Hoo! (‘Yes.’) Are you the president of the Unification Church (Korea)? Do you think that you, as the
president, can go to the Garden of Eden? Do you think you can go beyond the standard of ‘Do not eat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hat are you doing here?

“We have the principle of creation, but there is no ‘principle’ of the fall. You have no relation and have no idea about
the world which had existed before God said ‘Don’t eat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 am
teaching it. Have you been in the Garden of Eden?’

Korean Transcript:

한국 청평

천정궁 훈독회
천력 2012.1.7 (양 1.29)

처음부터~ 2:12
자막/ 훈독: 말씀선집 41권 9페이지 ‘우리의 소원’
훈독회 중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입니다.
어제 행사의 그 뜻을 언제든지 이제는 기본 원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제 지나간 일이 지나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오늘서부터 그 전후좌우의 전체 환경여건에 내가 서있는 개인시대나 가정시대나 종족시대나 민족시대, 국가시대
이거 다 넘어서야 돼. 저녁에 최후에 걸린 것이 뭐냐 하며, 사생결단 넘어서야 됩니다. 사생결단 그다음에는 전력투구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입적문제 해결했어요?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그거 강조할 필요가 없는 때예요.
어제 총론적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 교본 교재가 다 돼있어요, 교본 교재. 현재 시점에 자기 있는
데서 소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가지고, 이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세계를 넘어 하늘땅을 넘어야 해야. 천지인
뭐예요? 천지인 참부모, 참부모의 승리권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해방권과 그 다음에 와성권을 넘어선 그 시대로 들어
가는 거예요. 이 제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본 교재가 달라졌어, 교본 교재가. 교본은
선생님이 말씀하는 말씀집, 그 제목이 뭐예요? 천지인 참부모 정착과 실체말씀선포. 실체말씀선포가 타락 후에 지나
간 갈에 천만 살을 넘어선 거예요. 그 때는 진리가 제일이라고 했지만 실체말씀이야. 하나님의 실체론에 대해서도 알
고 있어.
이게, 오늘이 뭐야? 하나님의 실체 논의를 말하는 거야, 무엇을 말하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반듯이 여러분이 표준을 중심삼고 생각을 해야 돼.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남북통일이면 남북통일이 주제지 남북통
일이 지나간 역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에 참고는 필요하지만 그 참고 없이 비판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런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제부터 숨 쉬는 것도 달라져야 돼.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돼. 여기 천정궁이 옛날에 천정궁이 아닙니다. 그런 퇴패적
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와 앉아 가지고, 뭐 이러고저러고 되풀이 하는 것은 행차 후에 나팔이야. 너희들 이제 아이들
낳는데 유치원 만들어야 돼, 애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통일교회 유지원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예. 있습니다. 이 앞
에 홉 스쿨도 있고 천복궁…) 그것이 유치원을, 지금 애기들이 전부 다 타락성을 벗어나 에덴동산에 돌아간 입장에 선
유치원이 아니야. 선생님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표제가, 여러분이 교제와는 하나도 관계없는 거야, 이게. 천지인 참부
모 정착이라는 말은 다 끝난 거야. 이건 해설이야. 실체말씀선포 안하면 못가는 거야. 그다음에 천주대회 이루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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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못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뭐에요? 천지인 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 무슨 시대? 개문시대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에 다 행차,
행차 후에 나팔을 불고 있는 패들이야, 이게. 에덴동산에 있을 수 있던 학교가 없습니다. 유치원도 없고 중고등학교도
없고 대학도 없어. 나라도 없어. 이 표제 자체는 천지인 참부모가 가야할 표제지, 너희들은 하등에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참부모와 하나 되지 안하고는. 말해보라구. 행차 후에 나팔을 부는 패들이야, 행차 전에 개척적인
제3창조의 이념을 밟아갈 수 있는 모임이야? 제2창조가 필요 없습니다. 표제가 다 나와 있어.
이 책들 안가지고 다녀도 돼요. 다 마음에 이루었어요. 실체말씀 선포만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실체? 물질의 실
체가 아닙니다. 한국동산에 있는 실체들이 아니야. 그래, 문제에 걸려서 문턱을 넘어갔다 이거야, 문턱. 그래, 매일아
침 훈독회 나오기 전에 참고를 해야 돼.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목을, 천지인 참부모 정착. 그 위에서
하는 말들이야. 실체말씀 선포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주대회가 뭐인지 알아요? 여러분, 종적적인 메시아들이 지금까지 참부모의 길을 대치해오던 그 프로그램
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참부모가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무슨 승리에요? 여기 74페이지, 섭리적 최종목적 되다. 그 말
이 그 말이야. 섭리적 최종의 목적이 되면 에덴동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는 창조주의 입장에 서가지고, 창조해가
지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첫출발하는 곳인데,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영 멸망한다고 했어. 선악과가 뭐야?
또 애승일이 뭐야?

마음대로 안 되면 죽겠다, 살겠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태양빛으로부터 공기로부터 땅으로부터 물
까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들이야. 그 이상의 것을 먹을 터인데, 먹을 수 있는 그릇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몸 마음이 하
나 됐어? 몸 마음이 하나 된 패들이 안 돼가지고, 행차 전에 나팔이야, 후에 나팔이야? 똑똑히 알라구. 지금 낭독하는
게 후의 나팔이야, 전의 나팔이야?
옷들도 갈아입고 다녀야 돼, 팬티니 무엇이니. 어제의 나와 다르다는 행차 후야, 행차 전의 나팔이야. 내 아들딸 훈독
회 졸업시켜야 됩니다. 여편내가 졸업해야 되고, 아들딸이 졸업하고 나라가 졸업해야 되고, 문이 하나지 둘이 아닙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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