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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is a spirit and has no body
Sun Myung Moon
December 10, 2011
Hoon Dok Hae
Cheon Jeong Gung on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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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his calligraphy on the wall) ‘The Proclam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and the Substantial Word of God.’ God is a spirit and has no body, that is like the mind. The
cosmos, which is the house of heaven and earth, is restored through this. (Then Father read the title of his
speech ‘The Cosmic Assembly for the Proclamation of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and Substantial Word of God’) When parents become perfect, they are God’s substance.”

“One must receive the royal seals of father and mother. There will be the final Blessing ceremony of True
Parents, which is the third one. Why do all of you need to participate at parents’ Blessing ceremony? To receive
Father’s royal seal and Mother’s royal seal. You don’t know yet but Mother’s royal seal was made (too). The
royal seal is the pillar that all four directions, east, west, south and north are pulled over. (Reading the speech
title)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is the conclusion but this is talking
about one couple (of True Parents) and how can millions of families return to God? Open page 61 (of the speech
file). All of you have this, don’t you? (‘Yes’) (Reading the sub-header on page 60) ‘Special Direction of True
Parents.’ Even the God of Night doesn’t know this. Has He experienced family life and loved His spouse? (Then
he read from page 60)”

“If there is a 1,000-year feast in the air, it would be Jan. 13, 3013, but I proclaimed (D-Day is) Jan. 13, 2013,
getting rid of 1,000 years.”

(Katsumi: Check ‘premillennialism.’ Father said before “It’s a lie.”)

“(After reading again the speech title) Parents get settled, and so centering on them who are settled and become
the substance (of God), they proclaim God’s new words.”

“(Reading page 74, which we don’t have) ‘Ultimate providential purpose is done’ This means everything was
achieved. What is the ultimate providential purpose? It is to reach perfection on individual, familial, racial,
national, world, and cosmic levels. It is the blood lineage that can connect all of them. The blood lineage is the
base of resemblance through which children resemble their parents, and that’s why no other person can take
over the children.”

“Does God have a belly button or not?”

Korean Transcript:

한국 청평
훈독회 때 참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부 입니다.

하늘땅이 거꾸로 뒤집어져야 돼. 바다에서 낚시와 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가정을 위한 바다요, 가정을 위한 산, 바다와 육지가 하나 돼 가지고 하늘땅이 갈라진 것을 종으로, 횡적으로 두
눈을 갖다 탕감시키기 위해서 땅의 부모의 완결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부모의 완결, 재림해 있어 가지고 참부모의
가정과 세계가 하나 돼 가지고…. 그러려면 옥새(玉璽)를 받아야 돼요, 옥쇄. 문선명의 바른쪽에 인을 치는 거야.
그건 천지인참부모가 장착했다면 그다음에 실체, 영인체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인체의 몸이 없어요, 마음적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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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래서 실체말씀선포야. 그건 천주복귀입니다. 하늘땅의 집. 하늘땅의 집을 이루어야 돼요.

하늘땅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실체. 무슨 실체냐 하면, 참부모의 가정이 실체가 됐으니 그 실체의 말
씀은…. 여기 실체말씀선포는 부모가 다 완결하면, 그 다음에 천주가정에 하늘의 가정에 들어가려니까 저 천력
2010년 5월 20일. 홀수입니다, 홀수. 쌍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본래는 15수를 중심삼고 16, 17…. 15는 남자였
으면 여자가 16수에 올라가 가지고 여자가 아버지를 모셔야 돼. 15수를 모셔야 돼. 15수를 중심삼고 15수는 아래,
하늘과 땅을 파괴시킨 것이 여자니까 여자가 거꾸로, 여자가 아버지 자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몸뚱이를 찾고 영
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거꾸로 되는 거야. 그다음에 몸뚱이를 세운 그 영적하나님 앞에 실체를 갖다 맞춰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몰라, 지금까지.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최후에는 어머니 옥새와 아버지 옥새를 보태 가지고…. 부모님의 최후에 결혼식
이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소생, 장성, 세 번째. 여러분들도 나라와 씨족, 종족, 국가기준에 다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왜 부모님의 결혼에 동참하느냐 하면, 동참하기 위해서는 옥새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 옥새 아버지 옥
새. 여러분이 모르지만 어머니 옥새는 만들어 놨지만 이것은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어. 이 옥새라는 것은 동서남
북의 기둥이 돼 가지고 중심을 끌어올릴 수 있게 이것을 밀어줘야 돼. 그래, 아버지 인을 바른쪽에 쳐가지고 비로
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이것이 천지인참부모정착, 이것으로 다 끝났지만 이건 가정적 기준입니다.

아담가정에 참부모의 가정, 한 가정이었지만 지금 수천 수억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실체의 말씀이, 이것이 61페이지에 나와요. 전부 다 딱 갈라져있어요, 61페이지. 61페이지가 뭐냐 하
면…. 이 책 있지요? (예.) 61페이지. 여기 61페이지, 그 전까지 뭐냐 하면 이 각고가 나와요. 참부모님의 특별지시.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밤의 하나님도 모릅니다. 밤의 하나님이 가정생활을 해봤나? 사랑해봤나?

그러니까 이것은 참부모님의 특별지시 해놓고 “와싱턴과 뉴욕에 와 있는 아벨 유엔권 194개국, 가인 유엔권 193
개국, 합 387명의 대사와 분봉왕….” 그게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평화대사야 이게, 평화. “대사와 분봉왕 및 평화
대사” 하늘땅, 영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땅에도 우리 육체를 쓴 사람들이 국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각 국가들의 대통령과…” 평화대사가 가인아벨에 하늘땅의 가정과 영계의 가정.

여러분이 태어나면 영계에 호적이 생겨나는 것을 몰라요. 호적이 없어요. 누구 아들인 동시에 누구 나라에 아들이
안 돼 있으니 누구 아들인 동시에 누구 나라…. 참부모의 아들과 참부모의 나라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놈의 것,
사흘 나흘 전까지는 설 자리도 없어.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래, 천 년간 공중 전체가, 영계 육계에 있어서 3014년
1월 14일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4일 중심삼고 천년 빼버렸어. 그래,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땅에 내려오고 땅의 아버지가 하늘자리로 바꿔져 가지고, 가정은 거꾸로 돼 있어요. 실체
의 아버지가 서 가지고 돼 있고 가정기준은 하나님이 없어. 이 참부모가 영계 실체권, 실체를 중심삼고 정착했으
니까 정착한 실체를 중심삼고 새로운 말씀선포에요, 말씀선포. 말씀선포 한 후에 천주대회. 여기에 천기 2년, 이
게 D-Day에서 3년 돼요. 천기1년, 2010년 10월…. 이 천력 자체가 홀수입니다. 가정이 없어. 그래서 천기2년에 중
심삼아 가지고, 74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74페이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섭리적 최종목적 되다.’ 다 이루었다
는 거예요.

무엇이? 타락 안했으면 제1, 제2, 제3, 완성·완결·완료. 여기에 하나만 되더라도 섭리적 최종목이 돼. 섭리적 최종
목적이 뭐냐? 완성하는 거야. 완성가운데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가정 내용, 종족 국가 내용, 세계의 내용이 이 완성
권에 다 들어가. 왜? 핏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걸 연결시켜요. 전통은 있지만 핏줄이 없어. 하나님이 핏줄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핏줄이 있어야만 몸뚱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의 이 떨거리가 결혼할 수 있어. 하나님 혼자 결
혼하지 못하잖아? 핏줄은 뭐냐 하면, 닮음의 법칙이야. 핏줄을 거친 부모를 통해서 낳은 것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
에 누가 빼앗아 못가. 핏줄 중심삼고 하늘땅이 동떨어졌어. 땅의 하늘, 지상의 세계가 하나 안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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