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비디오

내레이션

하늘부모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실 수 있는 나라와 대륙을 찾아
하늘부모님과의 약속, 참아버님과의 약속을 이루신 참어머님!
Through her quest to find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where God might
1031 주간뉴스

fully dwell, True Mother sought to fulfill her promise to Heavenly Parent and True
Father.
마침내 성사된 천일국 안착의 날을 시작으로

프롤로그

하늘대한 효정이 어
 둔 세상을 밝히니

광명한 새아침의 하늘 주권이 세워지는

‘신통일세계’ 안착, ‘신천주개문’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The proclamation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evidences that True
Parents are illuminating a dark world with their filial love for Heaven, and have
brought closer the day of the realizat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and one
heaven and earth under God’s embrace.
타이틀

x

천일국 8년 통일가 10대뉴스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

The Unification Movement’s Top Ten News Items from the 8th Year of Cheon Il Guk
Toward the Realizat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브릿지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 천주성혼 60주년 기념행사

True Parents’ Centenary and 60th Holy Wedding Anniversary
천일국 안착식

Ceremony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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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과
복귀섭리 역사를 응축한 ‘천주적 가나안 40일 노정’을 통해

7개국 이상 국가복귀와 7개 종단 복귀, 나아가 대륙복귀에 승리하시며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일국 안착의 날을 여신 참부모님!
Through the 7-Year Cosmic Canaan Course culminating in the the 40-Day Canaan
각 행사 파노라마

Course, which condensed the entire providential history of restoration, True

및 자막

Parents conditionally restored 7 nations, 7 religious orders and even a whole region
– signifying Cheon Il Guk’s firm establishment.
7년 노정의 승리권 위에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및
천주성혼 60주년을 축하하며 마련된 기념행사에는
171개국 전·현직 정상 120여명과 7천여 각계 지도자가 만장함으로
섭리 역사상 전에 없던 규모로 치러졌고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7-year course, 120 current and former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nd as many as 7,000 leaders and experts from 171 nations
participated in events celebrating True Parents’ Centenary and 60th Holy Wedding
Anniversary, a previously unprecedented occurrence.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64개국 신랑신부 6천쌍.
결혼 후 서로에 대한 헌신과 순결을 되새기기 위해 모인 기성가정 9천쌍과
인터넷 생중계로 동참한 194개국 60만 쌍이 함께하는 가운데
국제 축복결혼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An international Marriage Blessing ceremony brought together 6,000 new brides
and grooms from 64 countries, 9,000 married couples strengthening their
commitment and love, and thousands more that joined from the world’s nations
through live webcast.
특별히 하늘의 인침을 받아 참부모의 길을 개척해온
참부모님 성혼 60주년을 기해 이루어진 축복의 장에는
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인 120개국 전현직 수상을 비롯한
171개국 2700여명의 각계 지도자들이 축복의 대열에 적극 동참해
그 뜻을 함께 했습니다.
The Marriage Blessing ceremony wa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Holy
Wedding of True Parents, who pioneered the way. Some of the 2700 conference
participants who came from the world over also participated, and all were very
supportive of this initiative to uphold the value of the family.
2013년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신 이래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오신 참어머님의 지난 7년의 효정이
천주평화통일국 안착식으로 귀결된 현장!

For seven years, following the proclamation of the founding year of Cheon Il Guk
in 2013, True Mother lived a thousand years’ worth of life each day. Her devotion
to Heaven over those years came to fruition through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the Cosmic Nation of Peace and Unity.
참부모님 천일국 안착 선포 / 2020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True Parents’ Proclamation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I proclaim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in 2020!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어머님의 천일국 안착 선포는
온 천주에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True Mother’s proclamation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was a
declaration throughout all of heaven and earth that a new era centered on our
Heavenly Parent had dawned.
월드서밋 2020

브릿지

천주평화연합 산하 6기둥 활동 본격화

World Summit 2020
The Six Pillars of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Begin Activities in Earnest
0208 주간뉴스

월드서밋 2020 참부모님 기조연설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 지상천국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World Summit 2020 True Parents’ Keynote Address

I sincerely hope that you can all play a leading role in the realization of
Heavenly Parent’s dream, humanity’s hope –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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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활동(세계뉴스)

세계평화정상연합과 국회의원연합, 종교인연합의 기반위에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공론의 장이 펼쳐진 월드서밋 2020의 장에서는

3회 희망전진대회

세계평화학술인연합과

경제인연합,

언론인연합의

창립

발의가

이루어짐으로
천주평화연합 산하 여섯 기둥의 활동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On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 for Peace, and the Interreligious Association for
Peace and Development, World Summit 2020 became a platform for public
discussion, covering more fields and topics than previous conferences. This also
made possible the proposal to inaugurate Associations for Academics, Economists,
and media professionals. These six pillars under UPF have begun their work in
earnest.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각 대륙권역의 통일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참부모님께서는 천력 8월 10일, 세계평화예술인연합을 발의하심으로
천일국을 본연의 심정문화예술 세계로 창조해 나가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셨습니다.
Centered on leaders of nations and groups of experts around the world, the
movement to bring people and nations together can potentially spread swiftly.
In September, True Mother proposed the founding of the Artists Association for
World Peace in keeping with the view that Cheon Il Guk will be a world of the arts
based on the culture of heart, as originally envisioned by our Heavenly Parent.
브릿지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 출발
하늘부모님성회 선포

Beginning of the 2nd Seven-Year Cosmic Canaan Course
Proclamation of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0215 주간뉴스
2020 축승회 및 2027 출정식 /
천일국 8년 천력 1월

15일(양2020.2.8)
청심평화월드센터

천일국 안착의 기반위에 연장된 섭리가 아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을 출발하신 참어머님!
On the foundation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True Mother
commenced the 2nd seven-year Cosmic Canaan Course, but not as a prolongation
of the providence, but as a new initiative.

제60회 하늘부모님의 날이 되는 2027년,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의 기반위에 신천주 개문의 날을 봉헌하심으로

하늘부모님의 최종적인 섭리 완성을 이룰 것을 천명하신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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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선포해주셨습니다.
Soon afterward, True Parents launched a new organization and gave the heavenly
command to bring Heavenly Parent’s final providence to completion by the 60th
Heavenly Parent’s Day in 2027. After we see a heavenly unified Korea and a
heavenly unified world, the opening of a heavenly cosmos – encompassing all of
heaven and earth – can be achieved.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성회 선포 말씀

True Parents’ Message at the Proclamation of the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성회’를 발표합니다.
77억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라도 하늘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I announce the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as an organization that
can bring together all people under one flag. We must endeavor and work

toward building a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let us have at least 1/3 of
the 7.7 billion people know and attend Heavenly Parent.
한 점으로부터 출발한 천로역정이
만백성과 온 천주를 비추는 마지막 때로 도래했음을 확정해주셨습니다.
Though True Parents’ course began from a single point, in its final phase, it has
grown to illuminate all people and all of heaven and earth.

천일국 미래인재 양성

브릿지

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미래 지도자 기반 준비

Raising Talented Leaders of Cheon Il Guk
Laying a foundation for future leaders centered on the third-generation realm
of the True Family
천일국 개문 이후에도 헬기를 팔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셨듯
섭리의 첫걸음에는 늘 미래인재 양성에 사랑을 쏟아 오신 참부모님!
After the opening of Cheon Il Guk, True Mother sold True Parents’ helicopter and
0215 주간뉴스

used the proceeds to establish a scholarship foundation. True Parents have invested
their heart in the work of raising people of talent for the future.
비전 2027 출정의 장에서
천일국 국립대학교로 명명해주신 선문대학교의 선문 천주평화사관학교의

월드서밋2020 IAYSP 총회
세계뉴스 현장 활동
S:\20201111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전국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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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국 지도자 총회
미디어컨텐츠(효정아놀자), 동화,

입학식과
선학 천주평화사관학교의 임관식을 주관해주신 참부모님께서는
참가정 3대권을 중심한 미래 지도자 기반을 준비하시며

천일국 미래인재 양성 섭리에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효정 패밀리 카페

During the launch of Vision 2027, True Parents also inaugurated the undergraduate

세계뉴스 현장 활동

Sun Hak UP Academy at Sun Moon University – which we now call the National
University of Cheon Il Guk. True Parents have thus prepared the foundation for
future leaders centered on the third-generation of True Parents’ Family for the sake
of Cheon Il Guk.
이와 함께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총회에 모인 세계 대륙권역 5천여
청년학생들은 ‘100년의 유산, 1000년을 향한 신청년의 주제 선언문’을 채택,
대륙권역 단위 활발한 활동 이어가가고 있으며, 신한국 청년들은
효정문화원 주도의 효정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22년까지 10만 청년전도를 목표로 새로운 환경창조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t the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Youths and Students for
Peace, 5,000 young participants adopted the declaration: “A 100-Year Legacy,
Heavenly Youth Advancing to the Next 1,000 Years,” and they continue to be
actively engaged in their regions. In Heavenly Korea, support is go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hyojeong education, led by the Hyojeong Cultural Center. Young
members are investing themselves to create new systems with the aim of
witnessing to 100,000 young people by 2022.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브릿지

100만 희망전진대회
One Million Rally of Hope for the Realizat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0815 주간뉴스 1차

하늘부모님성회로 출발한 새로운 도전이자, 승리의 결실이 되어진

1003 주간뉴스 2차

세 차례의 신
 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희망전진대회!

1128 주간뉴스 3차

천일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피스링크’를 통해 이루어진 희망전진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온라인 플랫폼 시대를 선도하며

1,2차 하이라이트

지구촌 전역에 하늘 주권을 확장했습니다.
The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had a successful beginning through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three rallies of hope for the realizat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The rallies of hope, conducted through PeaceLink, the new Cheon Il
Guk online platform, show that the pandemic crisis could even be an opportunity,
in today’s era of online platforms, to expand Heaven’s sovereignty worldwide.
세계 각국 정상들은 신통일세계의 비전을 지지하고 나섰고,
특별히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한 보은공연이 이루어진 제3차 대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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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연설 분할 CG
3차 하이라이트

참전국
정상들은 신통일한국이 신통일세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하는 등
Even heads of state around the world are stepping forward in support of the vis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At the third rally of hope, which presented a
performance of gratitude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speakers
(including leaders of nations) representing countries that fought in the Korean War
emphasized that a unified Korea is a prerequisite to the realization of a heavenly
unified world.
피스링크와 세계 각국 국영방송의 전파를 탄 희망전진대회는
1차 1억 9천명, 2차 2억 5천명, 3차 3억여 명이 동참,
섭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산을 이루어내며
2022년을 목표로 한 신통일한국의 실체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Broadcast through PeaceLink and other broadcasting channels across the world,
the first rally of hope was viewed by a reported 190 million people, the second by
250 million, and the third by 300 million people. This potentially represents
outreach on a scale never experienced hitherto in the providence, indeed a hopeful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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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버님의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천보대축제

Cheonbo Festival Commemorating the 8th Anniversary of the Holy Ascension of
True Father
천일국 안착의 토대위에 천보입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배인
천보등재축복가정

‘천보’의 이름을 창세 이래 처음으로 내려주신 참부모님!

천일국백성지완성

On the foundation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Cheon Il Guk, True Parents

Cheonbo Registered Blessed

opened the gates to Cheonbo Registration and bestowed the title ‘Cheonbo’,

Families are the Perfected

meaning heavenly treasure.

Citizens of Cheon Il Guk

-

문선명

천주성화

천지인참부모
기념

8주년

천보대축제
천일국

참부모님 말씀 /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한날입니까!

오늘 천보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연의 하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천보에 등재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True Parents’ Words /

8년

천력

8월

How long have we waited and waited for this day!

24일(양10.10)

The families registered as Cheonbo today are genuine citizens of Cheon Il

청심평화월드센터

Guk, who are the pure and innocent registered heavenly treasures the

-

Cheonbo

Commemorating

Festival
the

Heavenly Parent has longed for.

8th

Anniversary of the Holy

참어머님의 심정과 공명하며 하늘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생애최대의

Ascension of Sun Myung

실적을 봉헌함으로 굽이굽이 눈물어린 아름다운 사연들을 공인받은 세계

Moon, the True Parent of

대륙권역의 3,205가정들은 인류의 전형노정이 될 천보의 이름을 빛내며

Heaven,

종족권의 승리를 국가와 세계를 무대로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Earth

and

Humankind

The 3,205 couples from all across the world have been officially recognized for

August 24 by the heavenly

their both turbulent and touching life stories. They have resonated in heart with

calendar in the 8th year of

True Mother by dedicating their life’s work to make Heavenly Parent’s last wish

Cheon Il Guk (October 10)

come true. As Cheonbo, they are to set the model course for all humanity,

Cheongshim Peace World

expanding their successes on the tribal level to the nation and world.

Center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조직 개편과 인선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Personnel Appointment for the Settlement of
the Heavenly Unifi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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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축승회 인사발표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인선을 단행하심으로 2차

October 11 Victory Celebration

7년 노정 승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Appointment Announcement

True Parents are restructuring the administration of Cheon Il Guk and have
천보대축제 축승회 / 천일국 8년

reassigned personnel to strengthen the front line for the success of the second

천력

seven-year course.

8월

25일(양, 2020.10.11),

청심평화월드센터

Cheonbo

Festival

Victory

Celebration / August 25 by the

특히 2023년 천원궁 봉헌 이후, 천일국을 법치국가로 세우시기 위해 천일국

heavenly calendar in the 8th year of

입법기권인 천의원 제도를 확립해주신 참부모님께서는 1세 천의원장과 2세

Cheon Il Guk (October 11, 2020)

대륙회장, 대륙부회장으로 세워주신 3세권이 상호 협력 속에 천일국 주권을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10.24 취임식

또한

October 24 Inaugural Ceremony

명명해주심으로 지상과 영계의 질서를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천일국
지도자 취임식
천일국 8년 천력 9월 4일(양 10.20)

실체성신

천지인참부모님의

권세로

천심원을

In particular, to establish Cheon Eui Won, the legislative organ of Cheon Il Guk,
True Parents will, after the dedication of Cheon Won Gung in 2023, install three
generations of leaders – the Cheon Eui Won Chairperson as the first generation,

청심평화월드센터

Regional Presidents as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Regional Vice Presidents

- Inaugural Ceremony of Cheon Il

as the third generation – to work together to firmly establish the sovereignty of

Guk Leaders for the Settlement of
the Heavenly Unified World
September

Cheon Il Guk.

4 by the heavenly

calendar in the 8th year of Cheon Il

In addition, True Parents renamed the former Jeongshimwon prayer hall Cheon

Guk (October 20)

Shim Won, to work under True Parents’ authority to create order between the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11.14 주간뉴스: 부회장 인사
0523 주간뉴스 권역출정

spiritual and earthly worlds.
이에

9개

대륙권역으로

재편된

각

선교현장의

천일국지도자와

축복가정들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신통일세계 안착의 성업을

November 14 Weekly News:

완수하리라’는 맹세를 올리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Greetings

내딛었습니다.

from

the

Vice

President
0523 Weekly News Regional
Launch
2027 출정식과 취임식 거행

Cheon Il Guk leaders and blessed families working in the nine newly-organized
regions offered their pledge to Heavenly Parent and True Parents: ‘We will firmly
establish the Heavenly Unified World.’ They are taking the first bold steps
toward this great undertaking.

2027 Launching Ceremony and
Inaugural Ceremony held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발간
Publication of True Mother’s Memoir, “Mother of Peace”

8

치리되는

[자막]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이 발간됨은 독생녀

[Subtitles]

참어머님으로 밝히신 하늘부모님의 사랑이 세계 독자들을 각성시킨

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역사적인 사건!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터키어,

The publication of Mother’s memoir, Mother of Peace, was a historic event by

알바니아어 출간

which Heavenly Parent’s love, as revealed by True Mother, God’s only begotten

Published in Japanese, English,
French,

Spanish,

Portuguese,

Italian, Hebrew, Arabic, Russian,
German, Turkish and Albanian

Daughter, touched the hearts of readers around the world.
The life of the Mother of Peace following the Heavenly will has moved the
people of the world.  *Added ]

한국어판을 시작으로 일본어와 영어, 스페인어 등 총 12개 언어로 출간된
자서전은 현 시점에도 다국어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대륙권역의
목회자와 식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자서전 보급에 매진함으로 신한국
60만권,

신일본

40만권,

신미국

32만권

등

전체대륙권역

통산

000여권(취합중) 보급에 승리!
The autobiography has been published in at least twelve languages so far,
beginning with Korean, and followed by Japanese, English and Spanish and now
many other languages. Church leaders and members in every region have taken
on the task of distributing the work. Hundreds of thousands of copies are slated to
be sold or distributed worldwide on top of the 600,000 copies in Korea, and
400,000 in Japan.
가시밭길을 넘어 인류 행복의 길을 열어 오신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의
삶이 세계의 수십만 독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The extraordinary story of True Mother, the Mother of Peace, who has walked a
tortuous path, has caught the attention of readers and touched many hearts.
*Deleted

HJ천원섭리
천승전 · 한원집 봉헌식 천원교회 이전
HyoJeong Cheonwon Providence
Dedication Ceremony of Cheon Seung Jeon and Hanwon Korea House, and
Relocation of Cheonwon Church

9

1003 주간뉴스

HJ천원을 천일국의 중심수도요, 새 에덴의 지상천국으로 창조해 나가고

1003 Weekly News

계신 참부모님!
True Parents are establishing the HyoJeong Cheonwon complex to become the
capital of Cheon Il Guk and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the new Eden.
천주적 가나안 7년노정 대승리 기념비인 천일문과 천승전을 봉헌해
주심으로 천일국 안착의 날을 열어주신 참부모님의 승리업적을 천년만대에
효정 문화유산으로 전승해주셨습니다.
By dedicating the Cheon Il Gate, a monument to the seven-year Cosmic Canaan
Course, along with the Cheon Seung Jeon office building, True Parents are
passing on their accomplishments -- as a HyoJeong cultural heritage -- to
thousands of generations to come.
또한 태평양물줄기의 시원이 되는 북한강의 등촉대와 같은 자리에
신태평양문명의 새 출발을 알리는 듯 아름답고 신령한 건물로 세우신
한원집을 봉헌해주신 참부모님께서는 사시사철 하늘부모님께 효정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시며 효정천원의 랜드마크이자 화동의
허브를 봉헌해주셨습니다.
In addition, True Parents dedicated the HanWon Korea House, built as a beautiful
and sacred landmark – like a lighthouse – to the new beginning of the Heavenly
Pacific Civilization. They dedicated this holy emblem and center of harmony of
HyoJeong Cheonwon to represent a life of returning HyoJeong to the Heavenly
Parent in all seasons.

Moreover True Mother blessed the Cheon Won Gung Cheon Won Church to be a
model church for the world, and explained how the members should continue
their work from that time on.  *Added ]

WCLC 창립 1주년 기념
세계기독교성직자 희망전진대회
Rally of Hope for the World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1st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WCLC

10

1212 주간뉴스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된 세계기독교성직자

1212 Weekly News

희망전진대회!
A Rally of Hope wa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1st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World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참어머님께서는 신미국의 기독교 성직자를 위시한 194개국 1만여 성직자와
초종교 신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새말씀으로 다시 한 번 미국과 세계를 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True Mother conveyed True Parents’ new teachings once again for the sake of
America and the world in order to awaken the souls of more than 10,000
members of the clergy and interreligious participants spread throughout 194
nations.
떠나시려는 하늘을 붙들고 마지막 미국이 책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용서하고 하나 되십시오.
화합통일만이 미국이 영원히 영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We clung on to God, who was at the point of leaving America, and implored
Him to give that nation another chanc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Please forgive the American politicians and create unity. The United States
can maintain its existence only through harmony and unity.
194개국 기독교성직자와 초종교 신도들이 함께함으로 1954년 출발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꿈이

WCLC,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의

이름으로 성사 된 현장!
Through this online gathering of members of the Christian clergy and multi-faith
associates, the dream of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established in 1954, is unfolding through the World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WCLC).
참부모님께서는 세계기독교 기반과 희망전진대회를 통한 세계적인 승리의
판도를 섭리의 조국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몰아주시며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 위대한 도전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True Parents have gathered the worldwide Christian foundation and pushed
forward toward the settlement of Heavenly Korea, the homeland of the
providence, and without rest they have taken on the great challenge to realize a
Heavenly Unified World. * Changed

사랑하옵는 천지인참부모님!
태평양 푸른 물결처럼 평화가 일렁이고 위하여 사는 참사랑이 꽃피는 나라,
그 세계, 그 천주를 위해 중단 없는전진! 위대한 꿈의 주역이 되어
전진하겠습니다.
종합

Together with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we are

Conclusion

working to bring about the nation, world, and cosmos, where peace unfolds like
the blue waves of the Ocean and the true love of living for the sake of others
blossoms like flowers! We will continue our quest for the realization of Heaven’s
great dream.
하늘이시여!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의 성업을 이루시어 영원한 태평성대의
지상천국을 누리소서!
Our beloved Heavenly Parent,
May You see the completion of the holy work of the settlement of the Heavenly

에필로그
Epilogue

Unified Korea and Heavenly Unified World and reign peacefully for eternity in
the Kingdom of Heaven here on earth! *Deleted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오직 하늘부모님만을 위해 걸어온 외길.
Following True Father’s holy ascension, True Mother walked a single path for
Heavenly Parent.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을 대 승리로 봉헌해 올리시고 실체적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며
하늘부모님을 모르는 인류가 없도록 오늘도 세상을 향한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는 그 길위에
이제 저희는 바라시는 뜻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되어 나아가겠습니다.
Upon dedicating the 7-year cosmic Canaan course to Heavenly Parent as a great
victory, True Mother proclaimed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substantial Cheon
Il Guk. Today, True Mother continues to convey the Word and God’s love to the
world to make sure there is no one left that doesn’t know about our Heavenly
Parent. In alignment to True Mother’s path, we will become one centered on
Your Will. Forgiving, loving and uniting, we will go forward. *New content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 승리!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Heavenly Unified Korea and Heavenly Unifi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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