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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ow on, we go beyond the realm of absolute sex
Sun Myung Moon
January 4, 2012
Ahn Shi Il and Hoon Dok Hae
Cheon Jeong Gung on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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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McDevitt read Father’s speech. When she read, “The human fall took place not by breaking any promises but
through the blood lineage. Therefore, the fall, which happened through the blood lineage, must be corrected through
the blood lineage. One can’t return to the realm of God’s love otherwise.” Father said,

“Right, that is the conclusion. From now on, we go beyond 절대성권 (the realm or authority of absolute sex). Do you
understand? I put everything in order in Las Vegas this time, such as the era before the coming of heaven, the era
after the coming of heaven, and the realm of the third Israel. The reason I came back here is to make a new start in
2012 with the first page of the new program to return to the Garden of Eden. Before D-Day, we must completely
realize the unaccomplished program. Since all the tribes and nations are of Satan’s blood lineage, we must register
(입적 입국 / 入籍 入國) to a new nation. Your family register (호적) must be changed. Do you understand?

What do you have to do in order to receive the Blessing together with True Parents by D-Day? Together with
members of the Mongolian-spot race, the Unification church, which has no Satanic stained blood lineage, must form
a new nation and make a new start. What did I say you have to receive? (‘The Royal seal.’) The Royal seal. After I
completely make it, I must put in order within my life time thousands of enemies’ blood lineages that have branched
off.

This speech (of ‘Cosmic Assembly for the Proclamation of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and Substantial Word of God’) is the model program for that purpose. From the very page one, the
speech clearly describes who Rev. Moon is.”

“When I was 17 years old, Jesus came to me saying, “Mr. Yong Myung Moon, let’s go to the Blessing together.”
(Raising his voice) (I said) ‘Who are you? The date and officiator for the marriage aren’t decided yet and where do
you go? You fool! Do you know the God of Night and the God of Day have been separated?’ Today I am teaching
you everything.”

“The title of the speech is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True Parents must
be completely settled (정착), not safely settled (안착). When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is achieved, this means everything is concluded. You think little of this speech, but this contains the
fundamental issues with the Messiah of the Second Coming and his whole life. The page number of this speech
corresponds to my age in my life course.”

“Since there is the settlement of the True Parents, the substantial word of God appears. Then comes the ‘Cosmic
Assembly.’ So there are three parts (in the title of the speech). It is not God’s words but the substance that can be
the center. The conclusion on page 74 is 섭리적 최종목적되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rovidence is done). If
not the fall in the Garden of Eden, the first thing God and True Parents would achieve is perfection. When God is
perfected through Adam, that means everything is done. (Raising his voice) Do you know who Adam 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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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knowing the meaning of the speech title, come to and leave this place.”

“You must be able to listen to the sounds of Substantial Word of God that He said in the process of creation. In order
to become a citizen of the heavenly nation, what did I say you have to do? You must be able to listen to absolute
sound (절대음 / 絶對音).”

Korean Transcript:

안시일 훈독회
훈독회 참아버님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이거 아래위의 결론이 딱 맞는 거야. 듯이 뭐냐 하면, 절대 선권을 넘어서는 한계권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선 자
리에서 이제부터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천시대, 후천시대, 제3차 이스라엘권 다 정리했어. 라스베가스 다 끝냈습
니다. 여기 온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에덴동산에 돌아간 새로운 프로그램에 1페이지에서부터 새해, 12년을 중심한
새해서부터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D-day까지 우리가 이 남겨진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족속, 족장들이 돼 있는데 족장도 사탄세계의 핏줄을 통한 족장이요, 나라도 그런 사탄권내의 핏줄을 부정한
족장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긍정적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적, 입국을 해야 됩니다. 호적이 달라져야 돼. 알
겠어요?
D-day까지 부모님 앞에 같이 축복받으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몽고반점동족과 더불어 통
일교회가 아벨권이면 아벨권 중심삼은 가인아벨, 사탄이 더럽힌 피를 맑힌 아벨권 중심삼아 가지고 아벨권에서 하나
된 거기에서 혈족에 새로운 개인의 씨가 가정, 종족, 민족까지 이스라엘에 돌아간 기준의 새로운 국가편성과 출발을
해야 돼. 입적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위에 살지 못합니다. 알겠나? 정리해야 돼.
그것이 부모님과 동참해 가지고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말이야, 나라에 도장이 뭐라고? (옥새) 옥새(玉璽)를 내
가 완전히 만들어서 갈라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의 핏줄을 전부 다 부모님의 일대에 수습을 시켜야 돼. 이 책
한 권이 수습하는 표상적 프로그램이에요. 1페이지에서부터 선생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전부 들어가 있어. 1페이
지에서 10페이지,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40페이지에서 50페이
지, 50페이지에서부터 에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칠칠(7×7)이 사십구입니다. 50고개 넘었어. 이것이 없습니다. 이렇
게 연결된 것이 없어. 십자위에 영국기(英國旗)입니다. 영국기야. 그러면 바른손을 들 때 이렇게 들면 안 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저 끝에 북극이야, 북극. 북극 중앙에서 칠도 팔도를 지난 거기서부터 여기서 십자가를 중심삼은 여기서 지나가지고
여기에 발과 맞추는 거예요. 걸을 때는 이거와 맞춥니다. 엑스가 돼야 돼. 그거 여러분이 중심을 중심삼고 엑스에는
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똑똑히 알라구. 오에는 지극히 작은 무한한 엑스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엑스에는 조그
마한 먼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니, 이걸 어떻게 피해서 열일곱 살까지, 이걸 가지로 선생님이 부활절 17세에, 2월
달 부활절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야, 그때 용명이도 선생님 축복받고 결혼식장 같이 갑시다.” 이거야. “너, 누구야?
결혼할 날짜도 준비하지 않고, 정하지도 않고 주례자도 없는데 어디를 가? 이 자식아! 너,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갈라있는 것을 알아 몰라 이 자식아?”
오늘 전부 다 그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책 가운데는 하나님의 혼이야, 혼.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
요. 여기서 ‘근본 본체론 대회에 참석하신 귀빈여러분’ 이 자리는 본체론 대회에 하나님의 아들딸인 동시에 핏줄을 정
리안한 사람은 참석못하는 거야, 여기에. 장난인줄 알아?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천지인 참부모 정착’입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부모가 없어. 천지하고 부모야. 천지부모가 천지하고 부모, 그 다음에 뭐예요? (천주
안식권) 안식권. 천지가 참부모를 찾아 가지고 안식권까지 가야 돼. 안식권에서 정착해야 돼. 천지부모가 없었어, 그
때. 천지에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천지인이 없습니다. 천지인 참부모정착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천지인이 나와. 천지
하고, 천지가 가야할 곳은 부모야. 부모가 가야할 곳은 참부모. 참부모가 해야 할 것은 하늘땅의 정착이야. 안착이 아
닙니다.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갔어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천지인이 없었어, 옛날에는. 천지가 어떻게 부모가 돼, 사랑 없
이. 여기도 밝혔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천지인 참부모 정착하면 다 되는 거야.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책을 너희들 우습게 알았지만, 이것은 재림주의 근본에서부터 나 사는 페이지가 똑같아, 이거. 여기 4페이지, 6페
이지 넘어가서 보라구요. 6페이지. ‘맹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는 거야, 이게. 천지인 참부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인 참부모가 나왔기 때문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까지, 정착 다음에 정착했으니 실체말씀 선포. 그 다음에
는 뭐냐 하면, 실체말씀. 그 다음에는 천주대회야.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 됐기 때문에 실체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실체야. 실체말씀. 너희 실체말씀이 됐
어? 실체는 참부모야, 참부모. 말씀 천주대회. 천주대회 끝나서 끝났습니다. 74페이지에 있어서 결론이 뭐냐 하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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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없습니다. 그 74페이지에 섭리적 최종 목적되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최종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거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과 더불어 참부모 참사람과 더불어 첫째는 완성. 아담으로
완성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담이 누군지 알아? 재림주, 완성자야. 재림주 완성자는 천지부모가 되는 거야. 천지를 중
심해서 참천지 참부모, 그 다음에는 천지부모, 요전에는 뭐야? (천지부모 천주안식권) 천주안식권, 쉴 자리도 없어.
이거 다 넘어서 첫째는 완성이 되는 거야. 천지인 참부모 완성이면 다 되는 겁니다. 천지부모가 없어, 천지인도 없어.
천지인이 나오려면 천지부모가 나와야 돼. 하늘도 부모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어. 창조주도 몸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
님 갈라진 그 중앙이 삶의 근거지로서 이거 없애버려야 돼.
너희들 이 제목도 모르는 작자들이 여기 마음대로, 이 성전이 완성 성전이 아닙니다. 고개 넘어서는, 사탄과 이별할
수 있는 고개야. 여기 머물지 위에 천정이야, ‘바를 정(正)’자야, 바를 정. 하나님을 갖다 모심으로 천정궁에 마음대로
들어와 하나님과 더불어 선생님과 의논하고…. 소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무엇이 돼라, 무엇이 돼라, 다 말씀대로
했어도 실체의 말씀에 그렇게 된 그 실체의 창조본성에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구? 절대음을 들어야 돼,
절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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