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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산 백신을 

접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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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한 고위 관리, 

생전에 많은 장기 

이식받아

▲ 네티즌의 온라인 캡쳐 사진. 

30

항간여론

폭죽 터뜨려 악마를 쫓아내고 길상을 맞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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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염병 사망자, 

3년간 4억 넘어

글/ 밍후이 기자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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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에 직면해 

공안 12명 단체로 삼퇴

글/ 밍후이 기자 장윈

28

아는 것이 복

동요: 구명의 보배

신종 코로나 집집마다 침입해 감염자들 어려움 겪고 있네
목구멍은 칼로 도려내는 듯하고 온몸에 통증이 사라지질 않네

온몸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망 원인을 거짓 보고했다네
감기는 얼토당토않은 말이고 전문가는 거짓말을 하네

전문가는 거짓말을 하고 시체는 화장할 곳 없구나
업보로 5억 명 가까이 사망하나니 누가 더 속일 수 있겠는가

누가 더 속일 수 있는가 진상을 눈 뜨고 똑똑히 보거라
파룬따파하오( )는 재난에서 구명할 수 있는 보배라네

파룬따파하오는 재난에서 구명할 수 있는 보배
어서 진상을 찾자, 믿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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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병원도 피해 심각해

일선에 있는 딸이 

지쳐서 기진맥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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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바이러스 역병 재난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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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거울로 삼아 

역병 재난에서 

벗어나자

글/ 뤄쓰( )

장천사의 역병 치료 방법 
‘신명께 맹세’

오우가의 역병 치료 ‘묘책은 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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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을 얻는 길

우여곡절 끝에 
기적이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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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여성 “방역에 좋은 처방이 있어요”

감염된 친척을 보살펴도 
린 씨는 감염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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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고조( )

전염병 속에서 자신을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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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 도당 집어삼키는 
‘중공 바이러스’ 《 》

《 》

《 》

전염병 멸공에는 원인 있어

24

평안을 얻는 길

행운의 상하이 가족

10년 전 홍콩 여행에서 한 삼퇴가 
선인( )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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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전염병 극심, 

83세 중증 노인이 진언을 읊어 회복

10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로 넘쳐난 모습. ▲ 2022년 12월 베이징 팔보산( ) 장례식장 도로에 영구차가 늘어섰다.

베이징의 감염 사망자 수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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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일, 상하이 동인( )병원이 감염 환자들로

사람의 예측은 빗나갈 수 있지만 

천리는 빗나가지 않는다

글/ 푸제( )

대량의 중공 고급관리, 유명인들이 전염병 해일 속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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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을 얻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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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96세 아버지,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글/ 샤화(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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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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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수련생 코트니 히긴스

캐나다 수련생 벤 크리스텐슨

▲ 여러 나라와 인종의 대법제자가 리훙쯔 사부님께 드리는 새해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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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에 즈음, 60여 개 나라와 지역의 각 민족 파룬궁 수련자와 진

상에 명백해져 복을 받은 세인이 리훙쯔( ) 사부님께 새해 문안을 드렸

다! 동시에 리 대사께서 진선인( ) 대법을 전해 인류를 복되게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 “사존께 새해 문안을 드립니다”: 밴쿠버 전체 대법제자가 리훙쯔 사부님께 드리는 연하장.

▲ 2020년 3월 1일, 미국 대 뉴욕 지역 1천 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자들이 브루클린 8번
가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하며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피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언
을 펼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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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에 있는 가족 2명이

전염병 재난에서 안전

글/ 자루이( , 캐나다)

전염병이 다시 중국을 휩쓸고 있다. 쓰촨( )에 사는 

필자의 가족 두 명이 잇따라 감염됐는데, 한 분은 고령의 

아버지이고 한 분은 병든 형부다. 고위험군인 그들은 어

떻게 전염병 재난을 극복했을까?

대법 진언을 성심성의껏 읊자 
열이 내리다

14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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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속해 대법을 수련한 응우옌

18

세상을 이롭게 하다

파룬궁(파룬따파라고도 함)

은 ‘진선인( )’

을 근본 지도로 완만하고 아

름다운 5가지 공법을 보조로 

수련하면 사람의 도덕이 승

화되고 몸이 건강해진다. 파

룬따파는 이미 세계 100여 

개 나라에 널리 알려졌으며, 

파룬따파의 주요 저서인 ‘전

법륜( )’은 40여 종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전

파됐다.

의사도 속수무책이던 형부가 
스스로 자신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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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9자진언에 관한 연구보고

2019년 우한( ) 폐렴이 폭발한 후 ‘파룬따파하오( -파룬따
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을 성
심성의로 읊어 바이러스를 억제한 기적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세계 각지에서 
전해졌다.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의학박사이자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바이
러스 전문가 둥위훙( )은 일찍이 6개국 36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임
상 연구를 했다. 그 보고에 따르면 9자진언을 성심성의껏 읊은 결과, 증상 개
선율은 100%로 그중 26명(72%)이 회복됐고 10명(28%)이 증상이 개선됐
다. 11명의 중증 환자 중 10명이 회복됐고 한 명은 개선됐다. 중환자실의 3
명 중 2명이 회복됐고 1명은 개선됐다.

다시금 
삶의 용기를 되찾다

글/ 밍후이왕 보도

-베트남계 두 여성, 
파룬궁 수련으로 위암 완치 경험

후인티베이의 전화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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