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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뿌리찾기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한민족은 구세주가 출현할
천손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래 사진의 와당은 승리자 조희성님께서 단상에서“박물관에 가면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이 있으니 사진을 찍어오라”
고 하신 말씀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고고학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와당의 비밀을 밝혀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풍습과 이스라엘의 풍습이 같
다는점과평양주변에서출토된와당속에히브리어가적혀있다는것이다.
·그리고 그 뜻이‘도착했다’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성도가 모
여기도함으로하나님의나라가회복된다’
‘잠언을지휘하는사사가통치한다’
이다.
·이 와당은 이긴자께서‘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평양에서 출토된 기왓장이 있을 것
이다. 사진을 찍어 서울 대학교 신사훈 박사에게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받아 오라’
고
하셔서이세상에드러나게된것이다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와당 속의 글자가 히브리어란
것을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
‘바아일란 대학교’
의‘그
린스타인교수’
로부터확인받았다.

도착했다

그린스타인교수
故 유기천 박사(전 서울대 총장, 세계적 형법학자)
저명한 형법학자 고(故) 유기천 박사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일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혁명>에서 주장하였다. 유 박사는 한국과 이
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사이에 나타난 광범위한 공통점 29가지 사례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그 중 대표적인 것이다. 아바(Abba)라는 히브리어
와 한글의 아빠(daddy)가 같은 의미이다. 신랑을 신부의 집에 데려가
기 위하여 가마가 사용되었다. 삼베옷을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
여 입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 7일간의 애도기간을 가졌다. 집안에서 신
발을 벗고, 도장을 사용하고, 흰옷을 즐겨 입고, 결혼 풍습 중에 중매쟁이가 있다 등이다.

오엽화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풍습이 유사한 점
1) 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는 점과 제물로 양 또는 송아지를 바친다는 점.
2) 상중에 향을 피우고 상주들이 베옷을 입고 곡을 한다는 점
3) 동짓날 팥죽을 먹고 문설주에 발랐다는 점.
4) 우리 한민족을 백의민족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인도 흰옷을
흰옷 즐겨 입었다는 사실.
5) 매운 음식을 즐겨먹고 부추를 먹는다.
6) 멧돌을 사용하고 농기구로 삽, 괭이, 보습, 쟁기, 도리깨를 사용한다.
7)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의 골격구조와 골상이
골상 똑같다. (동아 대백과 사전) 키가 작고 검은 머
리털을 가졌다.
8) 한국어에 고대 히브리어가 발음과 뜻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아빠’
‘애기’
‘애비’
‘에미’
‘실로’
‘고수레’
‘꼭두각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본부제단 032-343-9981~2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김해제단
대구제단
마산제단
진주제단

:
:
:
:
:

(010)6692-7582
(055)327-2072
(053)474-7900
(055)241-1161
(055)745-9228

진해제단
영천제단
사천제단
포항제단
순천제단

:
:
:
:
:

(055)544-7464
(054)333-7121
(055)855-4270
(054)291-6867
(061)744-8007

정읍제단
군산제단
대전제단
청주제단
충주제단

:
:
:
:
:

(063)533-7125
(063)461-3491
(042)522-1560
(043)233-6146
010-9980-5805

: (045)261-6338
: (078)862-9522
: (0832)32-1988
: (0942)21-4669
: (0584)32-1350

: (06)6451-3914
(045)451-3150
P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