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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iquidated everything
Sun Myung Moon
December 11, 2011
Ahn Shi Il and Hoon Dok Hae
Cheon Jeong Gung on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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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end of representative prayer of Rev. Seuk after a bow, Father said to the participants, “Stand still,’ and then
True Parents stood up and Father prayed.

(Katsumi: I just posted Father’s prayer in Korean because it is hard to translate)

Google translate of Father’s Korean language prayer:

Quanzhou all present at this time and will focus on True Parents to win supremacy over the land of the Creator
inherent juindoen completion criteria, completed, completed and earth and the heaven father and child and
family and the world release of any free Holy Spirit and the haneulttang True Parents is one more than the
creation and supremacy as Creator, just as I prayed all that arc seokjun completion, completion, and completion
is or has been declared this day. You very much. God Hail, True Parents Eok Manse, and all creatures
hegemony of victory in the Prince of the whole liberation chamhananimui chambumo any of the rights and give
permission to be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ome writer ob tell me everything is finished. (‘Everything is
finished.’) Devoted been offered to these; thank you very much. Remember to give them. Wed 3, 4, 4,4 botaeeo
number, 3,9 a 4,4, and 3 as the number of all victories as a proclamation of sovereignty is one of geoteu
determined. Aju!

“Be seated.(Everybody was still standing because Father was doing so). You don’t know what day today is, do
you? Before I came here, I liquidated everything. The prayer of the president (Rev. Seuk) today held the contents
that can be a model for the unification of heaven and earth, and Tru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and this
morning is the morning we can be proud of forever. With the help of True Parents, I thank that we can have this
opportunity to proclaim the perfection, liberation and end, Aju. Let’s listen to today’s speech.

(Everybody was seated.) When Ms. McDevitt said, “Today I will read Father’s speech from his speech book #36,
page 160,” Father asked”

#36? It fits perfectly. 36 and 160. (Father whistled) Everything can be completed centering on the number 6.
Making the internal determination that today is such a day, everything has been done. Have faith that you can
accomplish as you pray, and when you go forward steadily centering on God’s will that I found, I know you will
become successors who hold hegemony without fail. So take the path that you understand. Aju.

Hyung Jin is now in North Korea. It doesn’t matter whether or not they listen to me, and I know Heaven will work
on what I plan to realize by sending him.”

“True Parents have concluded everything. The contents of today’s speech completely match that. This is not
something made by humans, but that only Heaven can decide. This is not a coincidental match, but it has been
destined to match that.” Father told Rev. Seuk to say “In the reign of tranquility and prosperity, long live True
Parents!”

(All the participants said that.)

1/3

http://hdhstudy.com/2011/i-liquidated-everything/


(Katsumi: Father had told Hyung Jin Nim to say “___” instead of “___.”)

“(To True Mother) Omma! Today’s speech has scary words. This is not an accidental coincidence. You don’t
know this but I stayed up all night out of fear, and Mother came to me and she accompanied me to come here. I
didn’t even shave today because there is only the proclamation left to be done. This is the time for proclamation
(through the speech that they read). Those who think that this is an accidental coincidence are out of their
minds.”

“Listen to Jun Ho Seuk’s prayer again. That is not his prayer, and it was pulled out from him. I can’t originally
pray because there can’t be prayer in the position of perfection. The Kingdom of heaven of to serve one’s
parents filially, and such a nation will remain. Nobody can steal today’s proclamation.”

Korean Transcript:

한국 청평
안시일 훈독회
훈독회 참아버님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 서있으라구.

천지의 모든 존재는 이 시간에 초점을…. 참부모의 승리에 패권과 더불어 이 땅위에 주인 된 창조주에 본연의 기
준이 완성·완결·완료 되어 땅과 하늘이, 아버지와 자녀와 가정과 세계가 일체 해방석방, 천주에 참부모의 승리와
하늘땅이 하나 되어 창조이상의 창조주로서 승리의 패권을 이제 석준호가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완
성·완결·완료 선포하는 이날이 되었나이다. 아주!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만세. 모든 만 우주의 해방, 승리의 패권에 왕자, 참하나님에 참부모일체권에 가정의 천
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해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받쳤다, 드렸다, 받았다
오니 감사하옵니다. 아주! 기억하여주시옵소서. 삼수 사수를 보태어 사사 삼구에, 사사 삼수로서 모든 승리의 주
권이 결정된 것으로 선포하나이다. 아-주!

앉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 모르지요? 여기 나오기 전에 선생님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오늘 이 협회장이 기도한
것이 하늘땅 천지에 부모와 일체될 수 있는 하나의 표적적 기도의 내용으로서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이아침, 거
기에 참부모의 소원도 가하여 완성·해방·종료를 선포하는 시간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오늘 훈독회 말씀이 무엇인가 참관하자구요.
(말씀선집 36권, 160페이지)

딱 맞아. 36, 160. 4천4백39가 4수로하면, 4천4백434이 돼요. 그래, 4수를 세다보면 삼사 십이로 끝남으로 말미암
아 모든 것이 포괄 돼 가지고 평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야. 오늘 160페이지, 모든 것이 6수 중심삼고 완결. 여러분
이 내적인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날이라고 결정한 대로, 답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
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일념 가지고 선생님이 세운 뜻을 중심삼고 똑바로 가면 여러분들도 그 승리의 패권
적 상속자가 틀림없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알았사오니 아는 대로 살아갑시다. 아주!

어제 날과 오늘날이 수평이 돼요. 수평의 거기에 선생님의 이 말씀이 수직이 돼 가지고 360도, 이것이 8자를 중심
삼고 동서남북. ‘미’ 자위에 이것이 감투가 되고 있어요, 감투가.

지금 형진이가 이북 가있습니다. 이북이야 듣던 말든 선생님이 보내신 뜻을 하늘은 세우고 나갈 것을 알고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들 결심해요. 다 이룰 수 있는 뜻은 내 뜻이라고.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배반되는 역사노정을 엮어 나온 인류의 배후에서 선한 개인을 수습하고 선한 가
정과 선한 나라를 세우시어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과정에 있어서
선을 중심삼은 개척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을 중심삼은 개척의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터전이 오늘날까지 역사과정을 움직여 나온 한 국가
의 주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권의 치리를 받고 있는 한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이겠습니까? 그 터전은 이 역사
시대에 남아져 온 한 나라의 주권도 아니요, 어떠한 단체도 아니요, 어떠한 개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새로운 개인과 새로운 단체와 새로운 국가의 형성을 주장하는 운동이 이미 벌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한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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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뜻을 가진 개인과 가정이 뜻을 밝혀 나오면서 하나의 종족과 민족을 편성하는 운동을 벌여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선별된 민족, 새롭게 가른 구별된 민족이
있기 전에 먼저 구별된 개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별된 가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
종족….”

참부모가 이 일을 종결지었습니다, 참부모가. 창조주가 없던 것인데 창조주와 참부모가 이 모든 것을 완결하고,
오늘의 훈독말씀이 딱 맞았어요. 인간들의 조작의 결론이 아니고, 하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하고 최종에 참부모와 하나 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 되고 최종의 이 날을 선포하는 내용이 증거 될 수 있
는 이 말씀, 똑같아요. 그걸 믿으라구요, 아시겠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기정적 일치. 남길 수 없는 승리의 패
권을 우리 타락했던 후손들이 부모를 쫓아내고 하늘나라에 전체 이상권을 폐지시켰다는 것을 비로소 탕감복귀,
메시아 재강림 4차원 5차원을 넘어 7차원 8차원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일을 완결·완료 선포할 수 있
는 억만세의 승리의 패권을 자랑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아침에 말씀한 대로….

또 이 내용이 일치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아니라 수많은 역사에 기정 일치에 일분일초도 상치 않는 대응적 승리
에 패권이 우리 통일교회에 앉은 참부모의 이름과 더불어, 비로소 하늘에 만승에 보좌권에 올라앉은 하나님, 참부
모, 참전통과 핏줄과 닮음의 일체권이 여러분에 어떠한 작은, 어떠한 큰…. 1차원 이상에 완결·완료를 나도 선포
했고 그것을 갖고 사나이다. 박수. 아주! (박수) 참하나님 만세 해봐요. (태평성대 천지인참부모님 억만세.) 억만
세! (박수) ]

훈독회를 마치신 참부모님께서는 오후에 거문도로 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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