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단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성경 예언 해설집

음식과 수행

의사들이 검증한 암 예방 음식
세계암연구재단 파 위암발생 위험 낮춘다고 발표

<5회>
해설

이삭

야곱이 운명 직전 열두 아들을 소집하

요즘과 같이 암 환자가 늘면서 몸에

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아들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약재들, 즉 검증

준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면

이다. BC 1905년경 헤브론에서 출생, 향년

되지 않은 식품을 함부로 먹었다가 오

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180세로 브엘세바에서 사망하였다.

히려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과학

양파 껍질의 붉은 색을 구성하는 색소

자들과 의사들이 검증한 암 예방에 도

중 하나인 캠페롤은 염증 및 상처, 알러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 20년간

람이나 성격이 사나운고로 끓는 물과 같

움이 되는 확실한 식품이 있는데도 불

지를 막아주고 항암 효과도 내는 것으

리브가가 수태하지 못하여 부부가 여호와

다고 한 것은 대하기가 무섭다는 뜻이다.

구하고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로 알려져 있다.

께 서원하여 쌍동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

샘물은 사람들이 대하기가 즐겁고 물이

다. 출산 직전 태아들이 모태에서 싸우는

계속 솟아나므로 수량이 증가하지만 끓

굳이 먹어야만 할까? 그래서 이번 호

여 각자의 행위를 따라 복과 저주를 명하
였으니 심판받는 장면이다.
루우벤은 장자로서 장대한 체격에 권위
가 있어 외형상 탁월한 인격을 소유한 사

에는 평소 섭취하고 있는 음식들의 중

셋째, 파

고로 태모가 근심하였는데 하나님은 태모

는 물은 기세가 강하나 물이 점차 쫄아들

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

파도 널리 알려진 항암 식품인데 과

에게 지시하시기를 “태아가 싸우는 것은

어 결국은 소멸된다. 야곱은 장차 루우벤

고자 한다. 마늘, 양파, 파, 생강, 콩, 토

학자와 의사들의 연구단체인 세계암연

동생이 먼저 나오려고 애쓰는 몸부림인데

의 자손이 쇠잔할 것을 말하였다. 루우벤

마토, 양배추는 거의 매일 먹을 수 있는

구재단(WCRF)에서는 파가 위암 발생

후동이가 강자요 축복받은 자니 형이 동

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 루우

음식들이기에 그 효능에 대해 쉽게 간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활

생을 섬긴다(창 25:23)”고 하였다.

과할 수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좋은 항

성산소로 인한 몸의 손상과 노화(산화)

이 사실을 남편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암 식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효능

를 막아주는 성분들인 항산화물질이 이

이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리브가가

계로 성경 학자들이 향수를 옷에 뿌리고 들

고 있는 것이다. 이삭의 예언은 소사땅 승

년간 아들의 죄악을 덮어두었다가 어버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파의 녹색

아이를 낳은 후 선동이 에서에게 장자의

어간 것을 이삭이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라

리제단에서 실현되고 있으니 본문 말씀이

의 정을 초월하여 공의의 심판을 하였다.

잎 부분에는 100그램

기업을 주려고 하므로 아내 리브가가 반

고 억지 해석을 하는 자도 있으나 그것은

지금 응하였다.

인간의 정이 작용한다면 아들을 저주하지

첫째, 마늘

당 비타민A가 토마토

대하였다. 리브가는 모태의 지시를 주장하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모르는고로 한

양, 한방 모두가 인정

의 2배 이상이 들어

고 이삭은 출산할 때 선동이를 장자로 세

말이다. 의인의 몸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하는 최고의 항암 식품

있으며 흰 줄기 부분

우는 현실을 고집하였다.

몸에서 풍겨나오는 것이니 야곱의 향취는

이다. 발암물질의 대사

에는 파 특유의 냄새

모태의 지시를 성사시키려고 동생 야곱

옷에 뿌린 ‘땅의 향수’가 아니요 몸에서 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다. BC 1845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해

를 유발하는 황화아

이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기

는 향취니 야곱(이스라엘)의 향취가 이긴자

년 브엘세바에서 출생, 147세에 애급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

독을 촉진하는 등 마늘

릴 성분이 많아 살균

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

에게 임할 것을 예시하였다. 호세아 선지자

사망하였다. 야곱의 예언은 미래사와 열두

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

을 섭취했을 때 암세포

작용을 한다.

고 형의 장자 축복을 받는 일을 벌이기도

가 장차 임하시는 감람나무 이긴자는 이슬

아들 각자 선악간 행위대로 상벌을 내린

관하지 말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

하였다.

과 향취로 오실 것을 말하였으니 야곱의 영

‘심판’의 성격을 내포하였다. 장남 루우벤

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

육간 정통성이 이긴자에게 계승되는 것을

과 2남 시므온, 3남 레위가 대표적으로 징

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함이

성경은 이슬과 향취로 증거하였다.

계를 받고 그 자손은 번영하지 못하고 쇠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

또한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야곱

잔하리라 하였다. 유다와 단과 요셉은 축

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눈먼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풍겨나오는 향취를 맡고서야 비로소 장자 축복을 하다

벤이 20대 시절 서모 빌하의 하체를 범하
였으니 불륜이요 패륜자다.(창 35:22) 70

못할 것이다.

야곱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
본 문(창 49:3~4)

에 대한 항암 및 항균력이 160%나 높

넷째, 생강

아졌다는 보고도 있다. 마늘의 주성분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

인 알리신 외에 스코르진, 알리인 등

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한다. 몸의 찬

야곱의 향취

은 항암, 항균물질로 다양한 세균 감염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따뜻함을 유지

본 문(창 27:27~29)

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알리신

해줘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 또한, 이 두

이삭이 야곱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니 아

에게 굴복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말

복하였으니 그 자손이 번영하고 목자(지

1mg은 15단위의 페니실린 항균력과

성분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해 혈압과 체

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곱의 후손 중에

도자)가 출현하여 민족과 인류에게 공헌

맞먹으며, 마늘이 살균력을 발휘하는

온을 안정시키고 수족냉증 개선에 도움

말하기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

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계를 하나로 만들게

할 것을 말하였다. 위의 여섯 사람에 관한

해설

세균은 무려 72가지나 된다고 한다. 그

이 된다. 또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신 밭에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되리니 세계를 호령하는 것이다. 이사야 41

본문을 상고하면 후손들의 실태가 예언대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죄를 적용하여 저

뿐만 아니라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몸 밖으로 배출해 고혈압 등 성인병을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장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이 임하는 시대를

로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해

예방한다. 하지만 생강은 혈관을 확장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가리킨 것이다. 예수교가 야곱의 후손으로

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

하므로 치질이나 위, 십이지장궤양 등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

세상에 온 예수를 지칭하였다고 주장하나

루우벤의 범죄

질환을 앓는 사람은 피해야 하고 위가

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예수 당시나 현시에나 미래에도 실현될 수

본 문(창 49:3~4)

하란 처가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둘째, 양파

약한 사람은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돼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

없을 것이다. 예수가 재림하면 세상을 심

루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돌아와 세겜에 체류할 때 외동딸 디나가

양파 또한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

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판하고 만민이 예수에게 복종한다고 말하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광이 초등하고 권

혼자서 세겜 성에 구경을 갔다가 추장의

쿼세틴(Quercetin)이란 성분이 풍부해

야 한다. 또한 혈압이 높고 불면증이 있

나 그 말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

능이 탁월하다마는 끓는 물 같은즉 탁월치

아들 하몰이 디나를 자기 집으로 끌고가

항산화력이 뛰어나 체내 활성산소 제

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콩, 토마토, 양

해설

이다. 이삭의 예언이 오늘의 이긴자 시대를

못하리라.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

욕을 보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추장

거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 특히 쿼세틴

배추는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게재한

이삭의 예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대

가리킨 것을 상상이나 하였으랴. 그러나 하

음이로다.

부자가 야곱을 방문하여 혼인을 요청하였

은 폐의 활력 유지에 좋아 미세먼지 등

다)*

이승우 기자

목은 향취인데 옷의 향취라고 표현한 관

늘의 이슬과 향취가 이긴자에게서 발산되

彌勒佛出世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0>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0>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다.

죄(罪)인들, 마귀신을 제거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 - 4

것일까요? 악행이란 바로 나쁜 행을 말

석가모니는 불경에 기록한바 다음과 같

지 못하고 분산되어 살았다. 부친 야곱이

차승도

다.(다음호에 계속)*

활기차고 즐거운 예배시간
이수봉 장로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 머리에는 차가운 냉철로 무장하고
무적장수 승리 대장 후군되어 천하 마귀 박살내니그 무엇이 당하리오
용기백배 사기충천 천군천사 진군하니 천하통일 지상천국 이룩된다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런 악행을 악행인
줄 모르고 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
까운 것입니다.

증일아함경 47권 목우품(牧牛品)제49

증일아함경 12권 삼보품(三寶品)제21 (8)

금분품(今分品)

爾時世尊告諸比丘 有三惡行 云何爲三

如人自造行 還自觀察本 善者受善報

所謂身惡行口惡行意惡行

惡者受惡殃 世人爲惡行 死受地獄苦

이시세존고제비구 유삼악행 운하위삼

여인자조행 환자관찰본 선자수선보

소위신악행구악행식악행

시커먼 숯 죄악의 산 세계인류 마음에 불을 붙여
시뻘건 불덩어리 산으로 화하기만 한다면
어두운 죄악 세상 밝디 밝은 지상천국으로 화하고
얼음 같은 차가운 마음의 사람들
열정의 임계점 넘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재탄생한다
빛보다 빠른 감로(甘露) 이슬성신
출처 _ https://www.victor.or.kr/sub302_1?page=2

악자수악앙 세인위악행 사수지옥고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
마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짓을 스스로

길, 나쁜 짓(惡行)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되돌아 근본을 관찰해 보면 착한 이는

무엇이 셋인가?

착한 갚음을 받고 나쁜 이는 그 앙갚음

이른바 몸으로 나쁜 짓을 짓는 것, 입으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

을 받는다.

로 나쁜 짓을 짓는 것과 생각으로 나쁜

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갖

세상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고통을

짓을 짓는 것이다.

추느냐에 따라 도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

받는 것은 나쁜 짓(惡行)을 하기 때문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
를 만드는 것입니다.

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로(甘露) 이슬로서 마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에 동참하
여 함께 찬송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마귀

해설 : 이렇게 신구의(身口意) 삼업(三

엄마 엄마 아부엄마(阿父唵嘛) 천하제일 무적장수 우리 엄마
우리 민족 최고 예언서 격암유록에 어린 심령 되라 한 대로
들석들석 엉덩이춤 재롱으로 화답하니
귀엽구나 내 자식들 영적엄마 흡족하게 여기시네

죽여야만 안전하게 신속히 구원을 얻을

業)의 악행(惡行)으로 되어 사람들이 지금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는 순간부

가 탈출하려고 인간 몸 밖으로 나오는 순

대반열반경제 16권 범행품(梵行品)의 3

까지 다 죽어갔다면 또 이런 것이 죄였다

터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있어 인간이 스

간 빛보다 빠른 감로(甘露) 이슬성신이 마

虛妄之法則爲是罪 以是罪故墮於地獄

면 이런 죄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렇

스로 죄를 벗을 수가 없다.

귀를 흔적도 없이 순간 소멸시키며 인간

허망지법즉위시죄 이시죄고타어지옥

게 사람들이 죄를 나쁜 짓으로 인하여 죄

마귀는 인간들 핏속에 숨어 인간들의

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를 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죄를 짓게

목숨을 포로로 해서 인질극을 벌이는데

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야만 하

할까요?

이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

는 것이다.*

허망한 법이 곧 이것이 죄인데 이 죄로

손도 조상의 죗값으로 쇠잔하고 모여 살

 그러면 악행(惡行)은 무엇을 말하는

다.

다.

주하였으니 두 사람은 소망이 없고 그 자

明鍾

멋있고도 장엄하다 지극정성 사모하는 찬송소리
새 식구가 매료되어 다음 예배 학수고대
어느덧 죄악세상 인연끊고 제단 진리 심취하니
열매되어 구원얻고 일취월장 승리제단
성경 골자 불사영생 자세히 알아 깨닫고
불사불멸 영생소망 믿음으로 쟁취하니
신명나고 활기찬 신앙생활 신바람이 절로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