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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 堅

生在苦難中

掙扎以求生

一朝得大法

回歸步別停

二零零四年七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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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견(志堅)

고난 속에 태어나

삶을 위해 허덕이며 버티어 왔구나

어느 날 아침 법(大法)을 얻었으니

되돌아가는 발걸음 멈추지 말거라

200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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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歸

茫茫人海我在呼喊

末劫的法輪已在轉

為法下世是你的願

千年輪迴中你在盼

為了你天國的眾生

別叫謊言把你搞亂

是神叫我們傳真相

那是創世主的呼喚

二零零九年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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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回歸)

망망한 인해(人海)에서 나는 외치네

말겁(末劫)의 파룬(法輪) 이미 돌고 있다오

법(法)을 위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당신의 염원

천 년의 윤회 속에서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네

그 의 천국 중생을 위하여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오

신이 우리에게 진상(真相)을 전하라 했고

그것은 창세주(創世主)의 부름이라네

2009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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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相早已說明白

穿雲破霧下天外

四海漂泊塵中埋

歲月滄桑輪迴轉

只為得法入世來

人海茫茫何處尋

天蒼地老人心敗

神佛來世傳大法

真相早已說明白

二零零九年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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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真相)은 이미 분명하게 말했노라

구름 뚫고 안개 가르며 하늘 밖에서 내려와

사해(四海)를 떠돌다 속세에 묻혔네

창상(滄桑)의 세월 윤회를 거듭하며

오직 법 얻기 위해 세상에 들어왔노라

망망한 인해(人海) 어디에서 찾을쏘냐

장구한 세월이 흘러 인심(人心)이 부패하니

신불(神佛)이 세상에 와 법을 전하누나

진상은 이미 분명하게 말했노라

2009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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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開你的迷絆

幸福是人的心願

不幸是人的常伴

無論你怎樣強悍

無論你多麼謙卑會幹

命運總是把你輕看

不要抱怨

守住你的善

是你忘了來時的真願與期盼

願我的歌聲能幫你打開心鎖

願我的歌聲幫你解開迷絆

二零零九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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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혹의 올가미를 풀다

행복은 사람의 소망

불행은 사람의 동반자

당신이 얼마나 용맹하든

당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유능하든

운명은 늘 당신을 무시하기만 하네

원한을 품지 말고

당신의 선(善)을 지켜야 할지니

당신은 올 때의 진짜 소원과 기 를 잊었네

나의 노래가 당신 마음의 자물쇠를 열 수 있길 바라네

나의 노래가 당신 미혹의 올가미를 풀기를 바라네

2009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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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路在何方

天路在何方

情幻把路擋

為何不見神

跳出名利眼不盲

人多來自天堂

為見創世主把人當

末後會救天眾凡人來世上

無神論進化論是說謊

科學把人領向危險的迷航

回頭找尋傳統路

眾神都在路盡處

二零零九年冬



11

하늘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하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정환(情幻)이 길을 가로막네

왜 신(神)을 볼 수 없는가

명리(名利)에서 벗어나면 눈멀지 않으리

사람들은 부분 천당(天堂)에서 왔거니

창세주를 만나기 위해 사람이 되었고

최후 하늘 중생과 세속사람 구할 수 있기에 세상에 온 것이네

무신론과 진화론은 거짓말

과학은 사람을 위험한 미로로 이끄나니

돌이켜 전통의 길을 찾아야 하리

뭇 신들 모두 길이 다한 곳에 있다네

2009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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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輝煌

破除四舊

臭老九

五千文明

成腐朽

運動不斷

千萬冤鬼

江河斷流土地貧

神州大地滿瘡痍

黨文化

鬥爭邪惡說

綑牢人

六四血

法徒魂

與天鬥

與地鬥

邪膽大



13

다시 휘황하리라

네 가지 낡은 것을 타파하고

냄새 나는 아홉째라며

오천 년 문명을

진부한 것으로 치부했네

운동이 끊이지 않아

수천만이 원귀(寃鬼) 되고

강하(江河)가 끊기고 토지가 척박해져

신주(神州) 지가 상처로 가득하네

당(黨) 문화는

투쟁의 사악한 설(說)

사람을 묶고 가둔다네

6.4의 피

법도(法徒)의 혼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는데

사악이 담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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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弟子也敢殺

騎虎難下邪招盡

大限已到滅紅朝

無處逃

真相展世人

再輝煌

二零一零年元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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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제자(佛弟子)도 감히 죽였구나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도 어렵고 사악한 수법도 다했구나

수명이 이미 다해 붉은 정권 멸할지니 

도망칠 곳이 없네

진상(真相)이 세인에게 펼쳐지면

다시 휘황하리라

2010년 원단(元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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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在選擇生命

別被權錢把眼蒙

人的職位不神聖

權錢能使人橫行

事無常終還是夢

相見無求別太冷

法徒都在救眾生

亂世神在選生命

善輩才把渡船乘

二零一零年三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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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은 생명을 선택하고 있다네

권력과 돈에 눈멀지 말라

사람의 직위는 신성하지 않다네

권력과 돈은 사람을 횡포하게 하지만

세상사 무상하여 결국은 꿈이라네

만나도 구하는 것 없으니 너무 냉 치 마오 

법도(法徒)들은 모두 중생을 구하고 있는 것

난세에 신이 생명을 선택하고 있으니

선한 사람들 구도의 배에 오르리라

2010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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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開迷中門

世人原是天上來

為得大法入迷塵

歷經古今多少世

末後已到尋主神

都知此時法開傳

真真假假亂世人

誰善誰惡要分清

真相推開迷中門

二零一零年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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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혹의 문을 열다

세인은 원래 천상에서 왔다네

법 얻으러 미혹의 속세에 들어와

고금의 수많은 생애 겪었나니

최후가 이미 도달해 주신(主神)을 찾네

이때 법이 전해짐을 모두 아는데 

진짜와 가짜 섞여 세인을 혼란케 하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분명히 가려야 하리니 

진상(真相)은 미혹의 문을 열어준다네

2010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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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你為何難

古今預言是仙賢

眾生已在危難前

網開一面有真相

用心了解別敷衍

世人為何難救度

邪黨喉舌灌謊言

人人都知紅黨惡

為何助紂心不憐

二零一零年四月六日



21

당신을 구하기가 왜 어려운가

고금의 예언은 선현(仙賢)이 말한 것 

중생은 이미 위난(危難)에 직면해 있네

진상(真相)은 그물의 한쪽을 열어준 것이니 

마음 써서 알아보고 강하지 말라 

세인을 구하기가 왜 어려운가

사당의 나팔수들 거짓말 부어 넣기 때문 

사람마다 붉은 당(黨)의 악함 알고 있는데

왜 악인을 도우면서 마음에 연민 없는가

2010년 4월 6일



22

感 慨

風雨十年蓮滿庭

橙黃紫綠九霄明

金剛百煉清純現

真念化開滿天晴

法徒慈悲世間行

善念救人除邪靈

一路正念神在世

滿載而歸眾神迎

二零一零年六月二十九日



23

감개(感慨) 

10년 비바람 속 연꽃이 정원에 가득하니

등황자록(橙黃紫綠) 하늘 높이 밝히네

금강(金剛)을 백번 연마하니 청순(淸純)함 드러나고

진념(真念)이 펼쳐지니 온 하늘이 개이네

법도(法徒)들 慈悲(츠뻬이)하게 세간에서 행하거니

선념(善念)으로 사람을 구하고 사령(邪靈)을 제거하네

정념으로 걸어온 길 신(神)이 세간에 있거니

큰 성취 이루고 돌아가면 뭇 신들이 맞아주리 

2010년 6월 29일 



24

因為我們約好

下世前我們約好

誰先得法把另一個找

此時給你真相為何不要

你被打壓謊言灌的太飽

法輪功你了解多少

修煉人走的是神的道

世人的大難已到

裝著毒素會隨紅魔解體

救人我們在爭分奪秒

你能得救我的心願才會了

為了救人我不畏強暴

因為下世前我們約好

二零一零年八月十六日



25

우리가 약속했기에

세상에 내려오기 전 우리는 약속 했다네

누가 먼저 법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찾기로

지금 그 에게 진상(真相)을 알려주거늘 왜 거부하는가

당신은 탄압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주입 당했네

당신은 파룬궁을 얼마나 아는가

수련인(修煉人)이 걷는 것은 신의 길이라네

세인의 큰 난은 이미 닥쳤는데 

독소 품고 있으면 홍마(紅魔) 따라 해체된다네 

사람을 구하려 우리는 분초를 다투고 있고 

당신을 구해야만 내 염원이 이뤄진다네 

사람 구하기 위해 나는 흉포함도 두렵지 않은데 

세상에 내려오기 전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네

2010년 8월 16일



26

帶上我的心願

藍天上飄過的白雲

請把喜悅帶給我心上的人

千萬年的等待沒有白費心

大法洪傳我接上了緣份

從此不再迷茫中找尋

藍天上飄去的雲

請把我的心願帶給親愛的人

我要與她共同精進共同耕耘

二零一一年夏



27

내 소원 전해주오

푸른 하늘 떠가는 흰 구름이여

이 기쁨을 내 마음속 사람에게 전해주오

천만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네

법이 널리 전해져 나는 연분을 맺었고

그때부터 더는 찾아 헤매지 않게 됐다네

푸른 하늘 떠가는 구름이여

내 소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오

나는 그녀와 함께 정진하고 함께 노력하고 싶다네

2011년 여름



28

這是真音

我不知你是誰

無論你在哪個角落

我知道世人多來自天上

為了等待創世主

消去罪業才能重返天堂

神佛來世魔必狂

別信紅魔的謊言

為的是不叫你接上聖緣

快找大法徒了解真相

那是你千萬年的等待

那是你 後的希望

二零一一年夏



29

이 노래는 진실이라네 

나는 모른다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안다네 세상 사람 다수가 천상에서 왔음을

창세주(創世主)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네

죄업을 없애야만 다시 천당으로 돌아갈 수 있나니

신불(神佛)이 세상에 오면 필히 마(魔)가 날뛰리라 

붉은 마귀의 거짓말 믿지 말지니

당신이 신성한 인연을 잇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네

어서 빨리 법제자를 찾아 진상(真相)을 알아보시라

그것은 당신이 천만년을 기다린 것

그것은 당신의 마지막 희망

2011년 여름



30

人生路有多長

人在世間為誰忙

末世好景幾多長

不知前程有多遠

多少危難在身旁

油燈燃盡突然亮

回光反襯樓成行

大難已到神也到

真相解憂通天堂

二零一一年七月二十三日



31

인생길은 얼마나 긴가

사람들은 세간에서 누굴 위해 다망한가

말세의 좋은 풍경 얼마나 가리오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많은 위난이 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름 등잔 다 탈 때 갑자기 밝아지듯 

빌딩이 숲을 이룸은 회광반조의 마지막 빛

큰 난이 이미 왔고 신(神)도 왔는데 

진상(真相)은 근심을 풀어주고 천당으로 통하게 하네

2011년 7월 23일



32

大法開傳你還迷

朝陽東起一路西

成住壞滅在變異

眾神下世等大法

得法回天是本意

別被金錢迷住眼

百年空去白費力

苦海輪迴在此時

大法開傳你還迷

二零一一年秋



33

대법이 전해졌거늘 아직도 미혹되어 있는가

아침 해는 동쪽에서 떠서 곧장 서쪽으로 가고 

성주괴멸(成住壞滅)의 이치는 변이되고 있다네 

뭇 신(神)이 하세(下世)하여 법을 기다렸나니

법을 얻어 하늘로 돌아감이 본래의 뜻이라네

돈과 재물에 눈이 흐려지지 말지니

백 년 후에는 빈손으로 떠나니, 모두가 헛수고라네 

고해(苦海)에서 윤회(輪迴)하다 이 순간에 이르러

법이 널리 전해졌거늘 당신은 아직도 미혹되어 있는가

2011년 가을



34

神佛指的道

世人啊

為了救你我無畏紅魔的殘暴

給你的真相那是希望

它能使人吐出被灌輸的迷藥

看到回天的大法

聽到創世主的呼叫

為了這你才下世苦熬

危難中救世人是我的誓約

這是神佛指的道

二零一一年秋



35

신불(神佛)이 가리킨 길

세인이여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나는 홍마(紅魔)의 흉포함도 두려

워하지 않는다네

당신에게 준 진상(真相) 그것은 바로 희망

그것은 사람에게 주입된 미혼 약을 토하게 하여

하늘로 돌아가는 법을 볼 수 있게 하고

창세주의 부름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니

이를 위해 당신은 세간에 내려와 고생을 참고 견뎠다네 

위난 속에서 세인을 구하는 것은 나의 서약이고

이는 신불(神佛)이 가리킨 길이라네 

2011년 가을



36

我心裏的歌

我生命深處有支古老的歌

旋律間流淌著嚮往

每當我身心受傷

每當人生出現迷茫

我心中都會默默的唱

保持善良就會有希望

我們的家在天堂

這旋律我永遠不會忘

二零一一年秋



37

내 마음속의 노래

내 생명 깊은 곳에 오래된 노래가 있나니

선율에는 동경이 흐르고 있다네

나의 심신이 상처받을 때마다

인생에서 방황할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노래 불렀다네

선량함 간직하면 희망이 있으리니

우리들의 집은 천당(天堂)에 있노라

이 선율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2011년 가을



38

八月十五隨筆

圓月高懸幾時有

龍泉祖廷過仲秋

銀光之下夜還寒

中華兒女歡伴憂

月照長空氣漸清

紅潮消退鬼欲溜

正法洪勢蓋天地

除盡邪惡才罷休

還我三界復正氣

法正人間再今秋

二零一一年八月仲秋



39

8월 15일 수필

높이 걸린 둥근 달 언제부터 있었는가 

용천(龍泉) 조정(祖廷)에서 추석을 보내네

은빛 아래 밤은 아직 추운데 

중화의 아들딸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네 

달은 광활한 하늘을 비추고 기(氣)는 점차 맑아지는데

홍조(紅潮)가 물러가니 귀신들이 도망가려 하네

정법(正法)의 세찬 기세 천지를 뒤덮으니 

사악을 모조리 제거해야 비로소 멈추리라

나의 삼계를 되찾고 정기(正氣)를 회복하거늘

법정인간(法正人間) 때 이번 추석을 다시 쇠리라

2011년 8월 추석



40

隨 筆

何為天

何為地

人眼識人理

何為神

何為魂

愚鬼神不分

時空繁多人不識

眾生身體互穿梭

你的教堂他的豬窩

你的飯桌他的廁所

你重現實有人說你蠢貨

人的慧根有靈拙

二零一二年一月四日



41

수필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인가

사람 눈은 사람의 이치만 식별하네 

무엇이 신(神)이고

무엇이 혼(魂)인가

어리석어 귀(鬼)와 신(神)을 분간 못하네

시공(時空)이 번다(繁多)함을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중생의 신체는 서로 통해 있다네 

당신의 교당(敎堂)은 그의 돼지우리

당신의 밥상은 그의 화장실

당신이 현실을 중시하면 어떤 이는 당신을 바보라고 하나니

사람의 혜근(慧根)에는 영특함과 우둔함이 있다네

2012년 1월 4일



42

生命來自天上

人生如迷向何去

我從何來似雲煙

輪迴轉生換膚色

君王庶民貧富變換被誰牽

世人多是在天堂

掉下重塑再回天

輾轉人世為等法

大法能煉正覺仙

二零一二年初



43

생명은 천상에서 왔다네

인생은 미혹이니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지 구름과 연기 같구나

윤회 환생하며 피부색을 바꿨나니

군왕 서민 빈부 바뀌며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세인들은 부분 천당에 있었으니

떨어져 내려와 새롭게 되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가리

인간 세상에서 전전함은 법을 기다리기 위함이니

법은 정각(正覺) 신선을 수련해 낼 수 있다네

2012년 초



44

人在做神在看

大江東去不回頭

時過境遷不再有

人做神看帳上留

迫害法徒誰出糗

紅朝謊言欺世人

倒轉乾坤小丑扭

法輪再轉看人心

末世邪風不會久

二零一二年春



45

사람이 하는 일을 신이 보고 있네

큰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흘러 강산이 바뀌면 다시 있지 않네

사람이 하는 일을 신이 보고 장부에 남기나니

법제자를 박해하며 누가 추태를 부리는가

붉은 정권의 거짓말 세인을 속이나니

건곤이 뒤집히고 어릿광  춤추누나

파룬(法輪)이 다시 돌아 인심(人心)을 보리니

말세의 사악한 바람 오래가지 않으리라 

2012년 봄



46

真 言

成住壞滅規律在

天體 後有末災

為救天眾尋大法

萬神下世苦中挨

千年等待別錯過

創世神主早已來

洪傳大法救眾生

紅魔謊言撒塵埃

真假難辨看人心

不見天門萬古開

迷中忘記我是誰

大法真相把謎拆

天國親人在等待

快上法船脫凡胎

二零一二年三月十五日



47

진언(真言)

성주괴멸(成住壞滅)의 법칙이 있나니

천체(天體)의 최후에 말세의 재난 있으리라

천상의 중생 구하기 위해 법을 찾아

만신(萬神)이 하세하여 고생스럽게 살았다네

천 년의 기다림 놓치지 말지니

창세의 신주(神主)가 이미 왔다네

법을 널리 전해 중생을 구하거니

홍마(紅魔)가 거짓말로 먼지를 뿌리네

진짜와 가짜 분별하기 어려우니 인심을 보아야 하리

만고의 천문(天門)이 열림을 보지 못하고

미혹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는데

법의 진상(真相)이 수수께끼를 풀어주네

천국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빨리 법선(法船)에 올라 인간의 몸 벗어나세

2012년 3월 15일



48

選 擇

救世的大法出生在東方

但不是中共邪黨

創世主為何選擇那塊土壤

因為用燃燒邪黨錘煉金剛

大法徒與受難的覺者有甚麼兩樣

人不要選錯了方向

討好邪政會上魔鬼的當

大法從中國已傳向西方

了解真相才是得救的希望

二零一二年五月三日



49

선택(選擇)

세상을 구하는 법 동방에서 태어났지만

중공사당(中共邪黨)은 아니라네

창세주(創世主)는 왜 그 땅을 선택했는가

사당을 불태워 금강(金剛)을 연마하기 위해서라네

법도(大法徒)가 수난당한 각자(覺者)와 무엇이 다른가

사람들이여 방향을 잘못 선택하지 말라

사악한 정권에 비위 맞추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든다네

법은 이미 중국에서 서방까지 전해졌나니

진상(真相)을 아는 것만이 구원받을 희망이라네

2012년 5월 3일



50

人從哪裏來

南飛的大雁從北方來

人可知道你的家是天上的宮宅

是甚麼使你下世塵中埋

輪迴輾轉是誰在安排

為何對神佛有種特殊的情懷

法輪大法能把真相說明白

不要只看我們在迫害中苦挨

那是為救你們惹起的塵埃

二零一二年夏



51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는 북방에서 왔는데

사람은 자신의 집이 천상의 궁궐임을 알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는 세상에 내려와 홍진에 묻혔으며

윤회 전전함은 누가 배치한 것인가

어찌하여 신불에 해 특별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가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진상(真相)을 명백히 말할 수 있거늘

우리가 박해 중에서 고생스럽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은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먼지라네

2012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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唱的是真相

我用歌聲告訴你真相

人生不是貢獻給邪黨

你我都是來自天上

輪迴輾轉不是為了爭強

等的是創世的法王

不要聽信紅魔謊言

為救你們才推倒紅牆

迫害是表相

邪惡一直在向神較量

不要錯過這千古的機緣

我唱的是你久等的希望

二零一二年七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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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真相)을 노래하네

나는 노랫소리로 그 에게 진상(真相)을 알려주리라

인생은 사당(邪黨)에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네

그 와 나는 모두 천상에서 왔거니

전전 윤회함은 강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다린 것은 창세(創世)의 법왕(法王)이라네

붉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말지니

그 들을 구하기 위해 붉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박해는 표면 현상일 뿐이거니

사악은 줄곧 신과 겨루고 있다네

천고의 기연을 놓치지 말지니

내 노래는 당신이 오래 기다려온 희망이라네

201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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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的歸宿 

歲月匆匆太倉促

心願未了年已暮

太多的遺憾

太多的感觸

人生只是幾日小住

忘記的是來世的原故

帶著天國的囑託與求度

為了得到創世主的幫助

層層下走你義無反顧

人世的假相使人迷路

名利的成就不算數

得法回天才是你的歸宿

二零一二年七月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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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귀착점 

세월은 총총 너무나 빠르구나

소원 이루기도 전에 나이는 이미 저물었네

너무나 많은 유감

너무나 많은 감회

인생은 그저 며칠 잠시 묵는 것이거늘

세상에 온 본래 목적을 잊어버렸구나

천국의 촉탁과 구도(求度)를 지니고서

창세주의 도움을 얻기 위해

층층 아래로 내려옴에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네

인간 세상의 가상(假相)이 사람을 미로에 빠지게 한 것

명리(名利)의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며

법을 얻어 하늘로 돌아감이야말로 당신의 귀착점

 201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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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歌聲告訴你

我穿梭在世界的舞台上

汗水與淚水伴隨著旋律

掌聲與笑聲交匯成共鳴

因為我用歌聲講訴了真相

在舞動中傳遞了希望

創世主的法音已在天地間回蕩

這是世人千萬年的等待

為了你別錯過機緣

我不畏打壓頂著謊言

穿梭在世界的舞臺上

用歌聲告訴你真相

二零一二年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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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로 그대에게 알려주노라

나는 세계의 무 를 바쁘게 오간다네

땀과 눈물이 선율과 어우러지고

박수와 웃음소리 공명이 되어 함께하네

내가 노래로 진상(真相)을 알려주고

무용으로 희망을 전했기 때문이라네

창세주의 법음(法音) 이미 천지간에 메아리치고 있거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천만년을 기다린 것

당신이 기연(機緣)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나는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에 맞서

세계의 무 를 바쁘게 오가며

노래로 그 에게 진상을 알려준다네

2012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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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破不是迷

明月常常有

醉酒別問天

天上宮闕人難見

今夕是末年

乘風去的是土

膽小的怕高寒

蹬高攬明月

嫦娥在人間

時而望月圓

得法再回天

二零一二年中秋

註：網傳大魔頭用蘇軾《水調歌頭》詞中一句, 它要

“乘風歸去”。隨笑而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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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수수께끼가 아니라네

명월(明月)은 늘 있거늘

술에 취해 하늘에 묻지 말라

천상궁궐은 사람이 보기 어렵나니

오늘 저녁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네

바람을 타고 간 것은 흙먼지이거늘

담이 작아 높은 곳이 추움을 두려워하네

높은 곳 올라 명월(明月)을 잡으려 하나

항아는 인간 세상에 있구나

때때로 둥근 달을 바라보거니

법을 얻어 다시 하늘로 돌아가리라

2012년 추석

주: 인터넷에 떠돌기를, 마두가 소식(蘇軾)의 시 ‘수조가두

(水調歌頭)’ 중의 한 구절 ‘바람을 타고 돌아가리라(乘風
歸去)’를 인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게 우스워서 이 시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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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秋吟

清秋明月輪迴轉

浪跡人間千百輾

風雲人物知多少

明月高垂盡收攬

末世危難到眼前

昔日豪傑待圓滿

助師救人修大法

亮過明月神光閃

開創乾坤換天地

再造明月夜不晚

二零一二年中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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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절에 읊노라

맑은 가을 명월(明月)도 순환하여 돌듯이

인간 세상 유랑하며 천백번을 전전했네

풍운 인물 그 얼마던가

명월이 높이 뜨니 전부 다 보이누나

말세의 위난이 눈앞에 닥쳤는데

예전의 호걸들이 원만을 기다리네

사부 도와 사람 구하고 법을 수련하니

명월보다 더 밝은 신광(神光)이 번쩍이네

건곤(乾坤)을 개창(開創)하고 천지를 바꾸나니

명월을 다시 만들어 밤이 어둡지 않으리라

2012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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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 月

明月伴秋風

嫦娥賦古箏

風搖簷鈴和

天仙伴笑聲

長空廣萬里

光如雲海燈

夜半天地亮

笑語過三更

月下雲憧憧

輾轉輪迴生

浪跡人世間

為把渡船蹬

二零一二年中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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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보다

밝은 달이 가을바람과 함께하니

항아가 시 짓고 고쟁을 켜는구나

바람이 살랑여 풍경이 화답하니

하늘 선녀의 웃음소리 같구나

드넓은 만 리 장천

운해(雲海) 속 등불 같은 빛

한밤중에 천지를 밝혀주네

삼경이 지나도록 담소를 나누는데

달 아래 구름이 어른거리네

윤회 전전하면서 태어나

인간 세상 정처 없이 떠돈 것은

구도의 배에 오르기 위해서라네

2012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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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是你的福音

人生中我們在等甚麼

天地間是誰在主掌

法輪大法解開了我心中的迷茫

世人多來自天上

為了解救天體的危難來到人間

因為創世主要正宇宙的法

得法重塑才能重回天堂

二零一二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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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신의 복음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천지는 누가 주관하는가

파룬따파(法輪大法) 내 마음속 미망(迷茫)을 풀어주네

세상사람 다수는 천상에서 왔거니 

천체(天體)의 위난(危難) 구하고자 인간 세상에 내려왔네

창세주가 우주의 법을 바로잡으려 하기에

법을 얻어 새로워져야만 천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네

2012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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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歌一曲喚世人

高歌一曲喚世人

危難之前必來神

大法弟子傳真相

那是神在開天門

末世繁華亂象紛

紅魔也在散謊聞

天門不會開太久

幾多歸去幾多煙塵

二零一二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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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높여 노래 불러 세인을 부르네

소리 높여 노래 불러 세인을 부르나니

위난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신이 오리라

법제자가 진상(真相)을 전하거니

이는 신이 천문(天門)을 열고 있음이라

말세는 번화하고 난잡하여 어지러운데

홍마(紅魔)도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구나

천문은 그리 오래 열려 있지 않으리니

몇이나 되돌아가고 몇이 연기와 먼지로 사라질 것인가

2012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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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 機

無論甚麼民族都一樣

我的歌聲會告訴你真相

你可知道自己來自何方

輪迴輾轉為何是人的形像

世人多是天上的王

為救自己的眾生從天降

聖王來世傳大法

兌現誓約你的慧光才會亮

二零一二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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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天機)

어떤 민족이든 다 같다네

나의 노래가 당신에게 진상(真相)을 알려주리라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가 

윤회 전전하며 왜 사람의 형상을 얻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부분 천상(天上)의 왕이거늘

자신의 중생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네 

성왕(聖王)이 세간에 와 법을 전하니

서약을 이행해야만 당신의 혜광(慧光)이 빛나리라

2012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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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眾生

人生如戲走串場

名利情仇似雲煙

生生輪迴換角色

君王庶民劇中癲

生命源本在天堂

為尋大法來世間

得法必等創世主

修煉重塑再回天

創世法王已來世

佛法人像攬狂瀾

別被人心擋住路

錯過機緣悔無邊

二零一二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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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을 구도하다

인생은 연극처럼 무  위에서 다니는 것

명리정구(名利情仇)는 구름과 연기 같다네

세세생생 윤회하며 배역을 바꾸었나니

군왕에서 서민까지 극 중에 빠져있네

생명의 근원은 본래 천당에 있거늘

법을 찾기 위해 세간에 내려왔네

법을 얻으려면 반드시 창세주를 기다려야 하고

수련해 거듭나야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네 

창세의 법왕(法王)이 이미 세상에 오시어

불법(佛法)과 사람형상으로 광란(狂瀾)을 막고 있나니

사람 마음으로 갈길 가로막히지 말라

기연(機緣)을 놓치면 끝없는 후회뿐일지니

2012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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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的真諦    

天地失正氣

末世紅魔起

創世主已下世

正邪較量驚天動地

這不是在說夢囈

是把真相傳遞

迫害雖然如此卑鄙

救人就會惹起浮塵暴戾

謊言鋪天蓋地

魔難成就著主神的子弟

末世救人是神的旨意

慈悲中我不願把每一個人拋棄

快找真相

那是你生命的真諦

二零一二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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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참뜻    

천지가 정기(正氣)를 잃으니

말세에 붉은 마귀 일어났네

창세주가 이미 세상에 내려왔나니

정사(正邪)의 결 천지를 뒤흔드네

이것은 잠꼬 가 아니고

진상(真相)을 전해 주는 것

비록 박해가 이처럼 비열하지만

사람을 구하기에 먼지와 포악 일으킨 것

거짓말이 천지를 뒤덮었으나

마난(魔難)은 주신(主神)의 자제(子弟)를 성취시킨다네

말세에 사람을 구함은 신의 뜻

慈悲(츠뻬이) 속에서 나는 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나니

어서 빨리 진상(真相)을 찾으라

그것이 당신 생명의 참뜻이라네

2012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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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你們歌唱

親愛的朋友

我為你歌唱

歌聲傳遞我的真誠

歌聲為你傾訴衷腸

大法弟子是神的使者

為救世人才講訴真相

尼祿是魔王

紅魔也一樣

歷史的教訓不要忘

嘲笑的人總是後悔的前序

覺悟的人總是走在神的路上

親愛的朋友

我在為你們歌唱

這也是你等待的希望

二零一三年一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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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 위해 노래하네

친애하는 벗이여

나 그  위해 노래 부르네

노래로 전하는 것은 나의 진실

노래로 그 를 위해 진심을 토로하네

법제자는 신의 사자(使者)

세상사람 구하기 위해 진상을 알린다네

네로는 마왕(魔王)이고

붉은 마귀도 마찬가지이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지어다

비웃는 자는 언제나 후회의 전 단계이고

깨달은 자는 언제나 신의 길을 걷는다네 

친애하는 벗이여

나 그 들을 위해 노래 부르네

이것이 그 가 기다려온 희망이라네

2013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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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是我的宿願

救眾生我把真相傳

別裝著謊言拒絕招喚

無意改變你的信仰

別被打壓喉舌欺騙

不會求你當大法徒

救人是我對神的誓約

大難前為你解危難

因為你曾求神救你回天

二零一三年二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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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의 숙원 

중생을 구하려 내가 진상을 전하노니

거짓말을 담은 채 부름을 거부하지 마오

당신의 신앙을 바꾸게 할 생각 없으니

탄압하는 나팔수 거짓말에 속지를 마오

당신에게 법도(大法徒) 되라는 것도 아니니

사람 구하는 것은 신에 한 나의 서약이라네 

난(大難) 오기 전 당신 위해 위난(危難) 해결해 줌은

당신이 일찍이 당신을 구원해 하늘로 돌아가길 신께  

  간청했기 때문이라네

2013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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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心擋道

尋仙求道欲長生

踏遍寺觀歲月增

經藏千卷成學者

空談佛道伴殘燈

終於等來創世主

下世救人紅魔瘋

真言謠言誰能識

考驗人心渡船蹬

二零一三年二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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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마음이 길을 막네

신선 찾고 도(道) 구해 장생(長生)을 꿈꾸나니

사찰과 도관(道觀) 찾아 헤매다 세월만 보냈네

천 권의 경장(經藏)에 학자가 되었나니

꺼져가는 등불 아래 헛되이 불도(佛道)를 담론했네

마침내 기다리던 창세주(創世主)가 왔나니

세상에 내려와 사람을 구함에 홍마(紅魔)가 미쳐 날뛰네

진언(真言)인지 요언(謠言)인지 누가 알아볼 것인가

사람 마음 시험하여 구도의 배에 오르게 한다네

2013년 2월 6일



80

法船起航蹬不蹬

下世等法救蒼生

輪迴輾轉迷中矇

尋尋覓覓法何在

空談經藏伴殘燈

創世法王把天撐

末世傳法紅魔瘋

真言謠言叫你識

法船起航蹬不蹬

 二零一三年二月六日



81

법선이 떠나는데 오를 건가 말 건가 

세상에 내려와 법 기다려 창생 구하려니 

윤회 전전하며 미혹 속에 눈이 멀었네

찾고 또 찾던 법(法)은 어디에 있는가

꺼져가는 등불 아래 헛되이 경장(經藏)을 담론했네

창세(創世)의 법왕 하늘을 떠받치고

말세에 법 전하니 홍마(紅魔)가 미쳐 날뛰네

진언(真言)인지 요언(謠言)인지 당신에게 식별케 하나니 

법선(法船)이 떠나는데 오를 건가 말 건가

2013년 2월 6일



82

眾 歸

為救大穹攬狂瀾

法主創世神下凡

世人多是天上客

為救天眾等法傳

下世容易回天難

迷入名利被情纏

造物法主終來世

道破天機設法壇

了解真相上渡船

二零一三年二月七日



83

중생들이 돌아가다

궁(大穹)을 구하기 위해 광란(狂瀾)을 막고

법주(法主)가 창세하니 신들이 세간에 내려왔네

세인들은 부분 천상의 나그네(客)

하늘의 중생 구하기 위해 법이 전해지길 기다렸네 

세상에 내려오긴 쉬워도 하늘로 돌아가긴 어렵나니

명리(名利)에 미혹되고 정(情)에 얽매였기 때문이네

만물을 만든 법주(法主) 마침내 세상에 와서

천기(天機)를 설파하고 법단(法壇)을 설치했나니

진상(真相)을 요해(了解)하여 구도의 배에 오르세

2013년 2월 7일



84

大法徒的慈悲

我已經向你開釋

你卻偏信打壓的謊言

救人是我對神的承諾

辛苦中沒人給我一分錢

我只想在危難中把你救

那是大法徒的慈悲

那是你來時的宿願

那是回天的希望

那是創世主的呼喚

二零一三年初



85

대법도(大法徒)의 慈悲(츠뻬이)

나는 이미 당신에게 설명해 주었건만

당신은 기어이 탄압의 거짓말만 믿고 있네

사람 구하는 것은 신에 한 나의 약속

고생 중 누구도 나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고

나는 오직 위난에서 당신을 구하려는 생각뿐이거니

그것은 법도(大法徒)의 慈悲(츠뻬이)이고

그것은 당신이 올 때의 숙원이며

그것은 하늘로 돌아갈 희망이자

그것은 창세주의 부름이라네

2013년 초



86

世上幾人醒

落日照晚霞

夕陽總帶愁

餘暉一時美

暗色染雲頭

中原回光照

末後剩幾樓

人向何處去

明者超王侯

二零一三年初



87

세상의 몇 사람이 깨어날 것인가

지는 해 저녁노을 비추는데

석양에는 언제나 근심이 어려 있네

노을빛의 아름다움은 잠시뿐 

어둠이 구름자락을 물들이네

중원에 회광(回光)의 빛이 잠시 비치지만

최후에 남는 빌딩 몇이나 되며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깨우친 자 왕후장상을 뛰어넘으리라

2013년 초



88

傳 神

歌非人間曲

舞似天上來

婷婷飛娥在

婀娜飄過臺

仙凡兩相似

神韻舞三才

二零一三年三月二十五日



89

생동

노래는 인간 세상의 곡(曲) 아니고

춤은 천상에서 온 듯하구나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와

우아하게 무  위를 나는 듯 오가니

선계인 듯 속계인 듯

션윈(神韻)은 삼재(三才)를 춤춘다네

2013년 3월 25일



90

茶 聊

一輪明月銀光灑

幾杯清茶伴寺塔

茶中盡說神韻事

成功背後有苦辣

二零一三年六月十九日



91

차 마시며 한담하다

밝은 달이 은빛 뿌리는데

사탑을 벗 삼아 차 몇 잔 마시네

차 마시는 내내 션윈(神韻) 일만 말하노니

성공의 뒷면에는 간난신고 있도다

2013년 6월 19일



92

月 明

一輪明月照古今

千古長歌頌洪吟

輪迴輾轉為今朝

神路 後是真金

二零一三年六月二十一日



93

달이 밝구나

밝은 달이 고금(古今)을 비추나니

천고의 장가(長歌)는 홍음(洪吟)을 칭송하네

윤회 전전함은 오늘날을 위한 것

신의 길 최후는 진금(真金)이라네

2013년 6월 21일



94

對 聯

萬法之宗

真善忍三字聖言法力無限

法輪大法好真念萬劫即變

二零一三年夏



95

대련(對聯)

만법(萬法)의 근본

쩐싼런(真善忍) 세 글자 성언(聖言) 법력(法力)이 무

한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진정으로 외면 만겁(萬劫)

이 즉시 바뀌네

2013년 여름



96

為何不要

下世前你與創世主約好

大法洪傳一定把你找

此時告訴你真相為何不要

打壓謊言灌滿多少人的腦

善良人別跟著宣傳跑

我們走的是神指的道

救人是我對神的誓約

大難前必須爭分奪秒

為了救人我不畏嘲笑

為了救人我不畏強暴

眾生得法我的心願才會了

眾生得救我的心願才會了

二零一三年夏



97

왜 거부하는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 당신은 창세주와 약속했노라

법이 널리 전해지면 반드시 당신을 찾으라고

지금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주건만 당신은 왜 거부하는가

탄압 중의 거짓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머리에 가득한가

선량한 사람들이여 선동에 이끌려가지 말라

우리는 신이 가리키는 길을 걷고 있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신에 한 나의 서약이라네

큰 난이 오기 전 반드시 촌각을 다투어야 하리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비웃음도 두렵지 않다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흉포함도 두렵지 않다네

중생이 법을 얻어야만 나의 염원이 이루어진다네

중생이 구도 되어야만 나의 염원이 이루어진다네

2013년 여름



98

久遠的夢

我一直在找尋那久遠的夢

像似童話卻無比神聖

那時在天堂簽了一份約定

一路下走就為了兌現使命

輪迴輾轉苦海迷封

終於圓了那久遠的夢

創世主已來傳大法度大乘

為這我才下世把法等

我已兌現了史前的約定

這不是童話正在發生

許多人都有我同樣的夢

二零一三年夏



99

오래된 꿈

내가 계속 찾아 헤맨 그 오래된 꿈  

동화(童話) 같지만 비할 바 없이 신성하다네  

그때 천당에서 한 가지 약속에 서명했나니

줄곧 아래로 내려온 것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네

윤회 전전하며 고해의 미혹에 봉폐됐지만

마침내 그 오래된 꿈 이루게 됐다네 

창세주가 이미 와서 법을 전해 승(大乘)을 구도하니

이를 위해 나는 비로소 세상에 내려와 법을 기다렸고 

나는 이미 사전(史前)의 약속을 실천했다네

이는 동화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많은 사람 모두 나와 같은 꿈 갖고 있다네

2013년 여름



100

人生真意

人生變換無常

歡樂總會伴著憂傷

美好常由艱辛鋪墊

希望落空後我常常想

人生到底是甚麼

大法使我明白了真相

人多來自不同的天堂

天體危難時我們來到地上

等待創世主把生命淨化

我沒有了傷感不再失落

因為我等到了創世的法王

因為我已在回家的神路上

二零一三年夏



101

인생의 참뜻

인생은 변화무쌍하니

즐거움에는 늘 근심과 비통이 따르고

행복은 늘 고생을 밑거름으로 한다네

희망이 물거품 되면 나는 늘 생각했다네

인생은 도 체 무엇인가

법은 나에게 진상을 알게 했으니

사람은 부분 서로 다른 천당에서 왔고

천체가 위난에 처할 때 우리는 지상에 와서

창세주가 생명을 정화해 주길 기다린 것이라네

나는 비애도 없어졌고 더는 실의에 빠지지도 않나니

내가 기다린 창세의 법왕이 왔기 때문이며

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신의 길에 있기 때문이라네

2013년 여름



102

你久等的歌

我的歌會告訴你真相

人生不是為名利爭強

你我都是來自天上

輪迴中在等創世的法王

迫害只是表相

為的是阻擋你看到真相

大難前創世主已來世傳大法

為救你我才推倒謊言的紅牆

我的歌是你久等的希望

二零一三年夏



103

당신이 오래 기다린 노래

내 노래가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주리니

인생은 명리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라네

당신과 나는 모두 하늘에서 왔고

윤회 속에서 창세의 법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네

박해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당신이 진상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네 

큰 난 앞두고 창세주는 이미 세상에 와서 법 전하였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나는 비로소 거짓말의 붉은 담장 

허무나니   

내 노래는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린 희망이라네

2013년 여름



104

這是真相

我們雖然不相識

危難中我會伸出手

因為當初世人多來自天上

下世等法救蒼生

重塑神體成就正果回天堂

欲修正果魔必狂

瘋狂打壓播撒謊言

那是不叫你接上聖緣

為了不叫你看到真相

錯過你千萬年的等待

那是你生命的希望

二零一三年夏



105

이것이 진상(真相)이라네

우린 비록 서로 알지 못하지만

위난 중에 나는 손을 내미나니

원래 세인은 부분 천상에서 왔기 때문이네

세상에 내려와 법을 기다려 창생을 구원하고

신의 몸으로 거듭나 정과(正果)를 성취하여 천당으로 

돌아가네

정과를 수련하고자 하면 마(魔)가 필히 날뛰거니

미친 듯이 탄압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네

그것은 당신이 성스런 인연을 잇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진상(真相)을 보지 못하게 하여

당신의 천만년 기다림을 놓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생명의 희망이라네

2013년 여름



106

為何拒絕招喚

為何扭過你的臉

不是改變你的信仰

更無意使你成為聖徒

那得看有沒有那份緣

難中救人是我對神的誓約

我只想叫你了解真相

因為你曾經求神救你回天

此刻你聽信謊言拒絕招喚

大法徒講的是你生命的期盼

二零一三年七月六日



107

왜 부름을 거절하는가

어째서 그 는 얼굴을 돌리는가

그 의 신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그 를 성도(聖徒) 되게 하려는 생각은 더욱 없다네

그것은 그만한 연분이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

난(難) 중에서 사람을 구함은 신에 한 나의 서약

나는 오직 그 에게 진상(真相)을 알게 하려는 것뿐이니

그 가 일찍이 당신을 구해 하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기 때문이라네

지금 그 는 거짓말을 믿고 부름을 거절하는데

법제자가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소망이라네

2013년 7월 6일



108

觀 山

霧滿山　雲滿天

山茶氣　伴炊煙

杯中飲　清涼甜

忙中閒　事萬千

二零一三年八月一日



109

산을 보다

안개가 산에 가득하고 구름은 하늘을 메웠는데

동백꽃 향기에 밥 짓는 연기 어우러지네

잔을 들어 마셔보니 청량하고 달콤한데

망중한을 즐기지만 천만 가지 일이 있네

2013년 8월 1일



110

選擇未來

我已經把真相告訴你

真正被迫害的是眾生

我們是在危難前救人

兌現史前對創世主的承諾

雖然艱辛沒有報酬

這是大法徒的慈悲

這是你來當人的心願

這是生命的希望

擺脫欺世的謊言

用你的真念選擇未來

二零一三年秋



111

미래를 선택하다

나는 이미 그 에게 진상(真相)을 알려줬다네

진정으로 박해받은 것은 중생이고

우리는 위난 전에 사람을 구하고 있다네

창세주에 한 사전(史前)의 약속 실행하고 있나니 

비록 고달프고 보수도 없지만

이는 법도(大法徒)의 慈悲(츠뻬이)

이는 그 가 사람이 된 염원

이는 생명의 희망

세상을 속인 거짓말 떨쳐 버리고

그 의 진념(真念)으로 미래를 선택하라

2013년 가을



112

創世主在把你呼喚

人的期盼伴隨著大難

神開始為誓約與承諾兌現

無論你是誰

無論你在哪個角落

創世主都在把你呼喚

紅魔也開始欺騙

正邪顛倒叫人好壞難辨

謊言宣傳金錢收買

為的是不叫你得救

不叫你聽到真言

大法弟子講的真相能解開你的迷絆

二零一三年秋



113

창세주가 당신을 부르고 있네

사람의 소망에는 큰 난이 수반되나니

신은 서약과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했네

당신이 누구이든지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창세주는 모두 당신을 부르고 있다네

붉은 마귀도 기만을 시작하니

정사(正邪)가 뒤바뀌어 좋고 나쁨 가리기 어렵구나

거짓말로 선전하고 금전으로 매수함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진언(真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법제자가 말한 진상(真相)은 당신 미혹의 덫을 풀어

줄 수 있다네 

2013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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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世主才是人的希望

我想飛回天堂沒有翅膀

我想出世沒有法指航

歷盡世上榮與辱

嚐遍人間苦樂惆悵

創世主何時來

他才是人的希望

二零一三年秋



115

창세주야말로 인간의 희망

내가 날아 천당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날개가 없고

내가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나 길을 인도하는 법(法)이 없네

세상의 영욕 겪을 로 다 겪고

인간 세상의 고락과 비애 모두 맛봤는데

창세주(創世主)는 언제나 오시는가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희망이라네

2013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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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要迷失

千年的輪迴

世世的艱辛

拼搏中失去的是本性

找不回的是純真

人生被當成了偶然的幸運

無神論是謊言

進化論是把戲

是創世主開創了人類

還要帶人回到天堂

二零一三年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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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지 말라

천 년의 윤회

세세생생의 간난신고

분투 중에서 본성(本性)을 잃어버렸고

순진(純真)함을 찾을 수 없게 되었네

인생은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무신론(無神論)은 거짓말

진화론(進化論)은 속임수

창세주가 인류를 개창(開創)한 것이니

다시 사람을 데리고 천당으로 돌아가려 한다네

2013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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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 相

你是否已把久遠的記憶打開

下世前的誓約是否還在

輪迴中我們都在等待

期盼的一切早已經到來

真相能開啟久埋的記憶

真相使人免於淘汰

末世的人心被破壞

真相又被太多的執著掩蓋

一旦知道真相就會明白

大法弟子為甚麼被迫害

真相會找回自己

有緣者一定會心潮澎湃

二零一三年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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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真相)

당신은 오래된 기억을 열었는가

세상에 오기 전 서약은 아직 그 로 있는가

윤회 중에서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리던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다네

진상은 오래 묻혀 있던 기억을 열어줄 수 있고

진상은 사람의 도태를 면하게 해 준다네

말세의 인심(人心)이 파괴되고

진상은 또 너무나 많은 집착에 가려졌다네

일단 진상을 알면 명백해 지리니

법제자는 왜 박해를 당하는가

진상은 자신을 찾게 해 주나니

인연이 있는 자 반드시 마음이 격동되리라

2013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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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是你等的歌

我唱的是心裏的歌

這旋律一直伴隨著我

創世主造了天地星河

末世會把福音傳播

眾生都在把他等

這是人的目地別錯過

真相會打開心鎖

別看我們在被迫害

那是為救你惹起的紅魔

別聽信打壓的謊言

別帶著灌輸的偏見

這是你宿世等的歌

二零一三年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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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신이 기다리던 노래

내가 부르는 것은 마음속의 노래

이 선율은 줄곧 나와 함께 있었네

창세주가 천지(天地)와 성하(星河)를 만들었나니

말세에는 복음(福音)이 전파되리라

중생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나니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니 놓치지 말라

진상은 마음의 자물쇠를 열어줄 수 있나니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홍마(紅魔)를 건드린 것

탄압 중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들이붓는 편견을 가지지 말라

이는 당신이 생생세세 기다리던 노래라네

2013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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唱給你的歌

我有一支神聖的歌

是誰開創了天地萬物

人生為何是苦海迷航

我是誰

誰是我

輪迴中總是努力總是迷茫

大法打開了我的智慧

了悟人生不再為繁事牽腸

創世的主已來世

大難前他叫我喚醒迷途的羔羊

這是你等待的歌

這旋律來自天堂

二零一三年十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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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불러주는 노래

내게는 신성한 노래가 하나 있다네 

천지 만물은 누가 개창(開創)했으며

인생은 왜 고해(苦海)에서 헤매는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인가

윤회 중에서 늘 노력했지만 늘 막막했다네

법이 나의 지혜를 열어 주었나니

인생은 다망하게 분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네

창세의 주(主)가 이미 세상에 왔나니

나에게 큰 난이 오기 전 길 잃은 양 깨우라 하네

이는 당신이 기다려온 노래이고

이 선율은 천당에서 온거라네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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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 韻

飄飄抒廣袖

玉立美似仙

翻轉天娥秀

展姿舞翩躚

樂是天上曲

妙音透雲間

歌聲啟塵封

聲聲喚回天

二零一三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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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仙韻)

하늘하늘 너른 소매 펼치나니

우아한 자태 선녀같이 곱구나

공중회전은 하늘 선녀의 묘기 

펼치는 춤사위 경쾌하구나

음악은 천상의 곡(曲)

미묘한 멜로디 구름을 뚫네

노랫소리 묵은 기억 깨워주고

하늘로 돌아가라 구절마다 호소하네

2013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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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實的理

朋友

神不願放棄你

不是因為你有甚麼了不起

那是對生命的慈悲

真相會告訴你謎底

對大法的抹黑會被清洗

謊言毒害的是你的心裏

身體的創傷可以治癒

中毒的生命會在大難中解體

我只想叫你看清善惡

我想告訴你生命真實的理

二零一三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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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이치

벗이여

신은 그 를 포기하길 원치 않나니

그 가 뭐 그리 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에 한 慈悲(츠뻬이)라네

진상(真相)은 그 에게 수수께끼의 답 알려주고

법에 한 먹칠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네

거짓말에 독해(毒害)된 것은 그 의 마음 

신체의 상처는 치유할 수 있으나

중독된 생명은 큰 난 중에서 해체될지니

나는 오직 그 가 선악(善惡)을 똑똑히 보길 바랄 뿐이고

나는 그 에게 생명의 진실한 이치를 알려주려 한다네

2013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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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海是我的胸懷

大海是我的胸懷

藍天下都是我的舞臺

助師救人是我的誓約

傳真相是神的安排

甘露遍撒大地民舍宮宅

千萬年的等待沒有白挨

創世主已來

魔難中大法徒在全力救世人

狂徒腳下卻是懸崖

我們雖然沉冤不白

紅潮托起的是千古英才

因為我們走向神的未來

二零一三年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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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大海)는 나의 흉금

해(大海)는 나의 흉금이고

푸른 하늘 아래는 모두 나의 무 라네 

사부님 도와 사람 구하는 것은 나의 서약이며

진상(真相)을 전하는 것은 신의 안배라네

감로(甘露)를 지의 민가와 궁전에 두루 뿌리나니

천만년의 기다림 헛된 고생이 아니었네

창세주(創世主)가 이미 왔나니

마난(魔難) 중에서 법도(大法徒)가 전력으로 세인

을 구하네

미친 무리 발밑은 오히려 낭떠러지

우리가 비록 쌓인 누명을 벗지 못했지만 

붉은 파도는 천고의 영재(英才)를 돋보이게 했나니

우리는 신(神)의 미래로 걸어가기 때문이라네

2013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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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 度

宇宙 後一頁已經翻啟

救度中神叫我喚醒你

別看我們被抹黑

真相會把一切清洗

謊言毒害卻在你的心裏

肉體的傷害可以治癒

中毒的生命將在紅朝末日中解體

我只想叫你分辨善惡

選擇由你自己

我只想叫你了解真相

因為你曾經求神別把你放棄

二零一四年一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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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救度)

우주의 마지막 한 페이지가 이미 펼쳐졌나니 

구도 중 신은 나에게 당신을 일깨워주라 했다네

우리가 모독당했다고만 보지 말지니 

진상(真相)은 일체를 깨끗이 씻어주리라

거짓말의 독해는 오히려 당신 마음속에 있나니

육체의 상처는 치유할 수 있으나

중독된 생명은 붉은 정권 끝날 때 해체된다네

나는 오직 당신이 선악을 분별하길 바랄 뿐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네

나는 오직 당신이 진상(真相)을 알기를 바랄 뿐이거늘

당신이 일찍이 당신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신에게 빌었

기 때문이네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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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輩留下的歌

我心中有支歌

從祖輩傳到我

紅朝末後來神佛

弟子會替世人解難受過

現世中正在兌現這傳說

旋律間叫我輩一定接上緣

那是生命的 後希望

那是眾生得救的宿願

二零一四年一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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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전해준 노래

내 마음속엔 노래가 하나 있나니

조상들이 나에게 전해준 것이라네

붉은 정권 끝날 때 신불(神佛)이 오리니

제자들 세인을 위해 난을 없애주고 고통을 받으리라

현세(現世)에 바로 이 전설이 실현되고 있거니 

선율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연을 이으라 하네

그것은 생명의 마지막 희망

그것은 구도 받으려는 중생의 숙원 

2014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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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沒失言

神有過誓言

末世會救人回天

眾生期盼了千百年

此時招喚卻視而不見

大法一直在傳

聖徒用血承擔著人的難

壓力中救人把真相傳

神沒有失言

有人只把利益看

打壓的謊言不分辨

是不願相信這現實是神在兌現

二零一四年一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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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실언(失言)하지 않았다네

신(神)은 서약한 적 있다네

말세에 사람을 구해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중생은 천백 년을 고 했건만

지금의 부름에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네

법(大法)은 줄곧 전해지고 있고

성도(聖徒)들 피로써 인간의 난 감당하며 

압력 속에서 진상(真相)을 알려 사람을 구하네

신(神)은 실언(失言)을 하지 않았건만 

어떤 이는 이익만 중히 여기며 

탄압 중의 거짓말 분별 못하는데

이는 신이 실행하고 있는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네

2014년 1월 15일



136

醒來吧

下世太久遠

輪迴千百年

本性在拼搏中削減

純真被利益踏扁

無神論是謊言

進化邪說推倒了神言

災難中卻怨神不管

別用科學把人類推向危險

來世是尋找得度的機緣

回天才是生命的宿願

回天才是你等的機緣

二零一四年一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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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라

세상에 내려온 지 너무나 오래되어

천백 년을 윤회했구나

본성은 분투 중에서 약해졌고

순진(純真)은 이익에 짓밟혀 버렸네

무신론은 거짓말

진화론 사설(邪說)로 신의 말을 뒤엎고도 

재난 중에는 오히려 신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네

과학으로 인류를 위험에 어 넣지 말지니 

세상에 온 것은 구도 받을 기연(機緣)을 찾기 위함이라네

하늘에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숙원이고

하늘에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기다리던 기연이라네

201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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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恩浩蕩

天地萬物是創世主開創

宇宙更新他要救人回天上

神來時不會是你要的那樣

信仰別把你得救阻擋

別用感情干擾了人的智商

眾生平等不分形像

得救要看惡還是善良

創世主下世出生在東方

眾神與人都靠他的恩賞

天地萬物是創世主開創

宇宙更新他要救人回天上

二零一四年一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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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호탕(洪恩浩蕩)

천지 만물은 창세주가 개창(開創)한 것

우주가 갱신되니 그는 사람을 구해 천상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네

신이 오는 것은 당신이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닐진

신앙으로 그 가 구원됨을 가로막지 말며 

감정으로 사람의 지능을 교란하지 말라

중생은 평등하여 형상으로 구분하지 않나니

구도는 악한지 선량한지를 보아야 한다네

창세주는 하세(下世)하여 동방에 태어났나니

뭇 신과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은혜에 의탁한다네

천지 만물은 창세주가 개창(開創)한 것

우주가 갱신되니 그는 사람을 구해 천상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네

201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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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世主在招喚

創世主在招喚

眾生為這下塵凡

紅魔同時也把謊言散

良知惡念叫人辨

大劫當前得救難

這是累世業債把人攔

選擇甚麼自己看

你為此時等了千百年

創世主已在招喚

二零一四年一月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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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주가 부르고 있네

창세주가 부르고 있나니

중생은 이를 위해 홍진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네

붉은 마귀도 동시에 거짓말을 퍼뜨리니

양지(良知)냐 악념(惡念)이냐 사람에게 분별케 한다네

겁(大劫)에 직면하면 구원되기 어렵나니

이는 세세생생 쌓인 업의 빚이 사람을 가로막는 것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달렸노라

그 는 이때를 위해 천백 년을 기다렸거늘 

창세주가 이미 부르고 있다네

201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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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 筆

婷婷臺上遊

仙樂池外音

男兒展陽剛

麗人秀長巾

人神舞春秋

天音蕩古今

神韻一場秀

五千日月新

二零一四年二月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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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부드럽고 아름답게 무  위에서 노니나니

선악(仙樂)은 악단 밖의 음(音)이라네

남성들은 강건함을 펼쳐 보이고 

미인들의 긴 수건 수려하구나

사람과 신이 춘추(春秋)를 춤추나니

하늘 음(音)이 고금(古今)에 울려 퍼지네

션윈(神韻) 한차례 공연으로

오천 년 세월이 새롭구나

2014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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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在幫你

朋友

我不願把你放棄

是你曾經求神救你

迫害是表相另有目地

阻擋人得救明法理

打壓抹黑神會清洗

身體的傷害會治癒

謊言中毒會被解體

大難前我幫你看清謎底

能否得救看你自己

二零一四年二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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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대를 돕고 있네

친구여

나는 그 를 포기하고 싶지 않나니

그 는 일찍이 신에게 구해달라 간청했었네

박해는 표면 현상일 뿐 다른 목적 있으니

사람이 구도되고 법리 알게 됨을 막으려는 것이라네

탄압과 모독은 신이 깨끗이 씻어줄 것이고

신체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거짓말의 중독은 해체될 것이라네

큰 난 앞에서 내 그  도와 수수께끼의 답 똑똑히 보

여주리니

구도될 수 있는지는 그  자신에게 달렸다네

2014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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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家鄉的傳說

我的家鄉有個傳說

黃花開時紅花落

創世主來救人回天國

掩蓋與迫害會招來天禍

不知大難過後幾人活

難中救人的是聖徒

打壓害人的是紅魔

謊言謗真言用心險惡

找到真相劫難才能過

現實在兌現這傳說

黃花在開紅潮在落

創世主在救人回天國

二零一四年二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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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의 전설

내 고향에 전설 있으니

노란 꽃 필 때 붉은 꽃 지고

창세주가 와 사람 구해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은폐와 박해는 하늘의 재앙 부르리니

큰 난 지난 후 몇 사람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네

난 속에서 사람 구하는 이는 성도(聖徒)

탄압하고 사람 해치는 것은 붉은 마귀

거짓말로 진언(真言) 비방하고 마음 씀이 험악하니

진상(真相)을 찾아야만 겁난(劫難) 지날 수 있으리라

현실에서 이 전설 실현되고 있으니

노란 꽃이 피고 홍조(紅潮)가 물러가고 있거니

창세주가 사람 구해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구나

2014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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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念

疾風電掣上九霄

雷霆萬鈞比天高

橫掃穹宇無盡處

敗類異物一併消

二零一四年二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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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正念)

질풍 일고 번개 치듯 하늘 끝까지 오르나니

막을 수 없는 거 한 기세 하늘보다 높구나

거 한 우주를 휩쓸어 닿지 않는 곳 없나니

부패한 자와 귀신을 한꺼번에 제거하네 

201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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燒紅魔 煉金鋼

萬人奏訪中南闕

惡黨匪首腦殘缺

賭上紅朝鬥天法

八面陰風放詭譎

古今中外大醜貨

狂飆耗命把墓掘

百煉金鋼紅朝散

法徒回天兌誓約

二零一四年二月十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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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마(紅魔)를 태워 금강(金鋼)을 연마하네

만여 명이 중난하이(中南海)에 가서 청원하니

악당(惡黨)의 수괴 두뇌가 모자라

붉은 정권을 걸고 천법(天法)과 싸우누나

사면팔방 음산한 바람 내보내 기괴하거니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추악한 물건이라

거센 광풍 명(命)을 소진하여 제 무덤을 팠네

백번 담금질로 금강(金剛) 되니 붉은 정권 흩어지고

법도(法徒)들 서약 이행하고 하늘로 돌아가네 

201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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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輩的歌

我有一首歌

是祖輩的傳說

旋律古樸

詞意叫人琢磨

末劫一到有大禍

大法徒救人被迫害

真言會被謊話塗抹

世人難辨大劫難躲

保持善良不會錯

找到真相才能躲過

這是祖輩的傳說

大難的前兆見證了我的歌

傳說大法徒在講真相把迷破

我要兌現這傳說

我要兌現這首歌

二零一四年二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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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노래  

나에게 노래 한 수 있으니

조상의 전설이라네

선율은 예스럽고 소박한데

가사의 의미가 사람을 생각하게 하네 

말겁(末劫)이 오면 큰 재앙 있을지니

법도(大法徒)들 사람 구함에 박해를 당하고

진언(真言)은 거짓말로 덮여버린다네

세인은 분별하기 어려워 재난 피하기 어렵나니

선량함 지키면 잘못되지 않을 것이고

진상(真相)을 찾아야만 피할 수 있다네

이는 조상의 전설

큰 난의 전조(前兆)는 나의 노래를 실증하는 것

전설은 법도가 진상 알려 미혹 깨뜨린다 했으니

나는 이 전설 실천하리라

나는 이 노래 실천하리라

201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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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現我的夢想

我有一個夢想

總有一天我要回到天上

那是生命真正的故鄉

因為創世主已來世

傳大法救世人回天堂

我不想錯過機緣

我要實現這夢想

這是人的唯一希望

二零一四年二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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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꿈을 실현하리

나에게는 꿈이 있으니

언젠가 반드시 천상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생명의 진정한 고향

창세주가 이미 세상에 왔기에

법을 전하고 세인을 구해 천당으로 돌아가리니

나는 기연을 놓치지 않을 거라네

나는 이 꿈을 실현할 거라네

이는 사람의 유일한 희망

201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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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隨你—大法徒

相見時你帶著深情

卻從不把心思表明

神情堅毅透著善良

卻不叫我隨你同行

你說救世人不能停

更不想叫我被魔欺凌

講真相是你的誓約

你的善良像似神靈

我會追隨你到永遠

即使在危難中飄零

二零一四年二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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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따르리라, 대법도(大法徒)여

만날 때 당신은 정겨운 표정이지만

여태껏 속마음을 드러낸 적 없네

의연한 표정에 선량함 비쳐있지만

내가 당신과 동행하지는 못하게 했네

당신은 세인 구하는 일 멈출 수 없다 했고

내가 마(魔)에게 능멸 당함은 더욱 안 된다 했네 

진상(真相)을 알리는 건 당신의 서약이니

당신의 선량함은 신령과 같구나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따르리라

설사 위난 속에서 영락한다 해도

2014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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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神就按神說的做

創世主造就了眾神與天體

無論你信的甚麼理

你信的神只是天體結構中一顆粒

放下種族成見

否則教堂去的再多神都鄙視你

無論人甚麼膚底

生命都來自神的故里

無論你是誰

都在等待創世主把你救起

眾神也在等待他能挑選到自己

人類必須同心協力

抵制紅魔撒旦的惡勢力

直到神路通向你

二零一四年三月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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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믿음은 신이 말한 대로 하는 것

창세주가 뭇 신과 천체 만들었나니

당신이 어떤 도리를 믿든지 

당신이 믿는 신은 천체 구조 중의 한 입자일 뿐

인종과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교당에 아무리 많이 가도 신은 당신을 

경멸한다네 

어떤 피부색의 사람이든 

생명은 모두 신의 고향에서 왔나니

당신이 누구이든

모두 창세주가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네

뭇 신(神)도 그가 자신을 선택해 주길 기다리고 있나니

인류는 반드시 한마음으로 협력해

붉은 마귀 사탄의 악세력(惡勢力) 저지해야 한다네

신의 길이 당신에게 통할 때까지

2014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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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聖的歌

人生總會有迷茫

每當生活失去方向

心中的歌就會輕輕的唱

不要抱怨

守住善良

人多來自天上

為了等待創世主把人當

那是眾生久盼的希望

這歌聲使我清醒

這歌聲給我力量

神聖的旋律使天空變的晴朗

二零一四年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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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노래

인생에는 언제나 방황 있으니

매번 삶의 방향 잃을 때면

마음속 노래 조용히 부른다네

원망을 품지 말라

선량함을 지키라 

사람은 부분 천상에서 왔거니

창세주를 기다리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네

그것은 중생이 오랫동안 고 했던 희망

이 노래는 나를 깨어나게 하고

이 노래는 나에게 힘을 준다네

신성한 선율은 하늘을 맑아지게 하네

201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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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之韻

人間仙境如夢幻

廣袖長舞娉婷漫

滿目華彩古仕女

婷婷玉質仙光燦

身法矯健大舞段

華夏壯士神光綻

正派大氣男子漢

喚回傳統不是盼

二零一四年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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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운치

인간 세상의 선경(仙境) 꿈을 꾸는 듯

너른 소매 펼쳐 춤추니 아름답기 그지없네

눈길 가득 화려한 고 의 사녀(仕女)

옥같이 예쁜 자태 선광(仙光)이 찬란하네 

웅건한 몸놀림으로 군무를 추나니

중화의 장사(壯士) 신광(神光)을 발하네

올바르고 범한 사내 장부

전통 되돌림이 바람만은 아니라네

201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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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過賭城

夜行千里路不清

搖搖欲睡眨眼睛

荒山深處千光閃

疑似銀河落群星

燈紅酒綠為所欲

魚龍一潭各爭腥

二零一四年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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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도시를 지나다

야행(夜行) 천 리길 도로도 분명치 않은데

흔들흔들 잠이 쏟아져 눈을 껌벅이네

황무지 깊은 곳에 천 개 빛이 반짝이니

은하에서 별 무리가 쏟아진 듯하구나

호화롭고 방탕함은 욕망을 위한 것이거니

물고기와 용이 같은 못에서 비림을 다투네

201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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幫你離開險難

人們忘記了神的預言

千年後魔王會再現

撒旦建立了紅色政權

冷戰結束了中共更危險

柏林牆雖倒邪靈未散

世人啊

你們來世為把使命兌現

別離開人傳統的路太遠

現代意識在把人拉向毀滅前沿

結束前的經歷現代人都會看見

只有大法徒會幫你離開險難

二零一四年七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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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다

사람들은 신의 예언을 잊었나니

천 년 후 마왕이 다시 나타나고

사탄이 홍색(紅色) 정권 세우리라

냉전이 끝나도 중공(中共)은 더욱 위험하나니

베를린 장벽 무너졌어도 사령(邪靈)은 흩어지지 않았다네

세인들이여

당신들이 세상에 온 것은 사명을 이행하기 위함이라

인류 전통의 길을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지니

현 의식은 사람을 훼멸의 언저리로 끌고 간다네

종결 전의 과정을 현 인은 모두 볼 수 있으리니

오직 법도(大法徒)만이 당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다

2014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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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再狂

跳腳狂

喉舌謊言嚎如狼

人惡似鬼助瘋浪

不見善念喪天良

秋風起紅變黃

張狂不見日慌慌

現世報應無漏網

人做惡都得償

不信你再狂

二零一四年七月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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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날뛰어 봐라

발 구르며 미쳐 날뛰거니

나팔수들 거짓말 짖어댐이 늑  같구나

사람 악함이 귀신같아 풍랑(瘋浪)을 조장하거니

선념(善念)이 없고 양심도 잃었다네

가을바람 일어 홍(紅)이 황(黃)으로 변하니

오만불손은 볼 수 없고 나날이 안절부절

현세(現世)의 응보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은 저지른 악을 죄다 갚아야 하거늘

믿지 못하겠으면 더 날뛰어 보거라 

2014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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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望

無論你來自何方

人真正的家在天堂

我們形像各異人性相仿

生命偏離本性時

我們來到地上

為的是消去罪業重返天鄉

大法徒在傳真相

天門不會久敞

回歸是你的期望

二零一四年七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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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사람의 진정한 집은 천당에 있나니

우리 모습이 각기 달라도 인성(人性)은 비슷하다네

생명이 본성에서 빗나갔을 때

우리는 지상으로 왔나니

죄업을 없애고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법도(大法徒)들이 진상을 전하고 있고

하늘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으리니

되돌아가는 것이 당신의 소망이라네 

201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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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是過客

生活中時常有失落

傷痛時如同走進沙漠

每當人生陷入迷茫

腦中就會有個真念閃過

不要消沉

不要懦弱

人在等創世主把生命重塑

從返天堂別被名利情所惑

這閃念使我振作

人生是過客用心把握

終我要把生命的目地尋獲

二零一四年八月一日



173

인생은 나그네

생활 중에는 늘 낙담이 있나니

괴로울 때는 마치 사막에 들어선 듯 하다네

인생마다 미망에 빠져 있었는데

머릿속에 얼핏 진념(真念)이 스치누나

소침하지 말라

나약하지 말라

사람은 창세주가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천당으로 돌아가려면 명리정(名利情)에 미혹되지 말라 

이 생각 스치자 나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네

인생은 나그네거니 마음 써서 장악해야 하리

결국에 나는 생명의 목적 찾아내리라 

2014년 8월 1일



174

對 聯

神在兌現

神韻花開香萬里

真相廣傳度眾生

二零一四年八月二日



175

대련 

신(神)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션윈(神韻)의 꽃이 피어 향기가 만 리에 퍼지고

진상(真相)이 널리 전해져 중생을 구도하네

2014년 8월 2일



176

人生意義

我用歌聲幫你打開記憶

來世前的承諾是否忘記

為了你天國眾生能得救

為見創世主來到人的地

紅魔猖狂時你被謊言矇蔽

法徒告訴你真相卻回避

慈悲使我不願把你放棄

救眾生我再一次呼喚你

兌現承諾才是人生目地

二零一四年八月七日



177

인생의 의의

나는 노랫소리로 당신의 기억을 열어주네

세상에 오기 전 약속을 잊었는가

당신 천국의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었고

인간의 땅에 오시는 창세주를 만나기 위함이었네 

홍마(紅魔)가 미쳐 날뛸 때 당신은 거짓말에 속았기에

법도(法徒)들이 알려준 진상을 오히려 회피하네

慈悲(츠뻬이)는 내가 당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나니

중생을 구하기 위해 나는 다시 한 번 당신을 부르노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라네

2014년 8월 7일



178

大法弟子沒說錯

在名利的成就中歡樂

在情幻的起落中浮沒

聚散離合夢圓夢破

名利奔波都是戲作

芳華如曇花一現即落

回首時感慨伴著苦澀

人生到底是甚麼

大法弟子說的沒有錯

但願機緣還在沒錯過

二零一四年八月十日



179

대법제자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네 

명리(名利)의 성취 속에서 기뻐하고

정환(情幻)의 오르내림에 따라 부침하네

모였다가 흩어지고 꿈을 이루고 꿈이 깨지며

명리를 위해 분주함은 모두가 희극

청춘은 우담바라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돌이켜 보니 감회가 씁쓸하구나

인생은 도 체 무엇인가

법제자가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거니

그저 기연(機緣)을 아직 놓치지 않았기를 바란다네

2014년 8월 10일



180

心 願

晚風吹在臉上

帶來夏夜一絲清涼

往事帶我走進遐想

風浪伴著我的成長

謊言維持的瘋狂

堅定著我的信仰

我慶幸今生得到了大法

為把這喜悅與人分享

因此躲避迫害遠走他鄉

只為使人了解真相

知道人生的目地

危難時找到希望

二零一四年八月十二日



181

염원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여름밤에 한 가닥 청량함 가져오는데

옛일이 나를 이끌어 사색에 들게 하네

풍랑(風浪)이 나의 성장과 함께했고

거짓말로 유지되는 광란은

나의 신앙을 확고히 했다네

나는 다행히도 금생(今生)에 법을 얻었고

이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박해를 피해 멀리 타향으로 떠났다네

오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

위난 때 희망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네

2014년 8월 12일



182

輪 迴

如果生命真的有輪迴

那生生世世我是誰

我們都從哪裏來

何時才能回歸

生命為何要輪迴

日月星河循環往復誰所為

大法徒說創世主造了一切

這答案灌耳如雷

去天堂得他把眾生救回

二零一四年八月十五日



183

윤회(輪迴)

만약 생명이 정말로 윤회하는 것이라면

그 생생세세에 나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왔고

어느 때에야 돌아갈 수 있는가

생명은 왜 윤회를 하며

일월과 은하가 왕복 순환함은 누가 한 일인가

법도(大法徒)는 창세주가 일체를 만들었다고 하거니

이 답안이 천둥 치듯 귀로 들어왔네

천당에 가려면 그분이 중생을 구해 돌아가게 해야 한다네

2014년 8월 15일 



184

來世就為這一回

生活為何這麼累

人生在世為了誰

恩怨情仇煙雲過

醒後方知戲中悲

金錢名利帶不走

奮鬥一生都是賠

人生來世為等法

善者回天把家歸

輪迴輾轉千百年

來世就為這一回

二零一四年八月十六日



185

세상에 온 것은 이 한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든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은혜와 원한 정과 증오 연기처럼 지나가나니

깨어나 알고 보니 연극 중의 슬픔이어라

금전과 명리는 가져갈 수 없나니

일생을 분투해도 모두가 헛수고라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남은 법 기다리기 위한 것

선자(善者)는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윤회 전전 천백 년

세상에 온 것은 이 한번을 위해서라네

2014년 8월 16일



186

創世主已來

創世主已來

世人都在把他等待

天地萬物因他而存在

創世主已來

因為天在解體地在敗壞

成住壞滅末劫來的太快

創世主已來

傳大法救眾生掃清陰霾

天體各界法正才能不敗

二零一四年八月十七日



187

창세주가 이미 왔네

창세주가 이미 왔다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고

천지 만물은 그로 인해 존재한다네

창세주가 이미 왔다네

하늘이 해체되고 땅이 부패하고 있기에

성주괴멸(成住壞滅) 말겁(末劫)은 너무나 빨리 닥쳐온다네

창세주가 이미 왔다네

법 전해 중생을 구도하고 먹구름 깨끗이 걷어내리니

천체 각계의 법을 바로잡아야 부패하지 않으리라

2014년 8월 17일



188

歷史的教訓

歷史的教訓人總會忘記

釋迦牟尼是怎麼講的佛理

婆羅門當年也排斥這個異己

耶穌同樣觸動了宗教的利益

釘上十字架還戳上一戟

大法洪傳新宇開啟

維護宗教利益的是僧痞

都與無神論紅魔站到了一起

人喜歡把反面教訓放在心裏

正面的教訓講講故事而已

歷史是留給人的智慧珍貴無比

人類 後時刻大法在揭謎底

別再重蹈覆轍叫邪黨喉舌矇住你

二零一四年八月十九日



189

역사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사람은 늘 잊어버린다네

석가모니가 부처의 이치를 어떻게 이야기했든

당시에도 브라만이 이단이라며 배척했다네

예수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이익을 건드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다네 

법이 널리 전해지고 신우주가 시작되었네

종교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승려 건달

모두 무신론 붉은 마귀와 한편에 섰네

사람은 반면교훈을 마음속에 두기 좋아하고

정면교훈은 옛날이야기처럼 말하곤 할 뿐이라네

역사는 사람들에게 남겨준 비할 바 없이 소중한 지혜

인류 최후시각 법이 수수께끼의 해답 폭로했으니

다시 전철을 밟아 사당(邪黨)의 나팔수가 당신을 속이

게 하지 말라

2014년 8월 19일



190

還有希望

我為甚麼叫你知道真相

世人的大難在從天而降

不要成為紅魔的陪葬

迫害救世的法徒罪無量

如果迫害的真是神會怎樣

聽信謊言者才是被害對像

大法徒再苦卻走在神路上

聽明白真相你才有希望

二零一四年八月二十日



191

아직 희망이 있네

나는 왜 당신에게 진상을 알려 주는가

세인의 큰 난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나니

붉은 마귀 따라 순장되지 말라

세상 구하는 법도(法徒) 박해하는 죄는 무량하거니

만약 박해당한 사람이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말을 곧이들은 자야말로 박해의 상

법도(大法徒)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신의 길에서 

걷고 있는 것

진상을 똑똑히 알아들으면 당신도 희망이 있다네 

2014년 8월 20일



192

問 天

水向海中流

雲飄天盡頭

輪迴千百世

生生問來由

高歌唱一曲

向天展歌喉

人向何處去

神來何時候

二零一四年九月三日



193

하늘에 묻노라 

물은 바다 속으로 흘러가고

구름은 하늘 끝으로 떠가네

윤회 천백 세

생생세세 온 까닭을 물었다네

소리 높여 노래 한 곡 부르나니

하늘 향해 목청을 뽑는다네

사람은 어디로 향해 가고

신은 언제 오시는가

2014년 9월 3일



194

同一條路

親愛的朋友

別把時間荒度

請與我走同一條路

大法是我一生的財富

當今人多來自天上

為等創世主來重塑

同修才會心在一處

共同精進相互幫助

走向神指的歸宿

二零一四年九月四日



195

같은 길

친애하는 벗이여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말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세나

법은 내 평생의 재산

오늘날 사람은 부분 천상에서 왔거니

창세주가 와 거듭나게 해주길 기다린 것

함께 수련해야 마음이 한곳에 있을 수 있으니

공동정진 서로 도우면서

신이 알려준 목적지로 걸어가세나

2014년 9월 4일



196

雲 遊

八方遊走伴清風

蒙難難把家門蹬

來去無掛只有法

無名無利心無爭

深更夜讀月是燈

天被地床滿屋星

浪跡塵世講真相

助師正法在今生

二零一四年九月十四日



197

행각

맑은 바람 맞으며 팔방으로 떠돌아다니니

난을 당해 집 문을 밟기 어렵다네

오고 감에 걸림 없이 오직 법만 있나니

명(名)도 없고 이(利)도 없고 마음에 다툼도 없다네

깊은 밤 책을 읽음에 달이 등불이요

하늘은 이불 땅은 침  온 방 안에 별이라네

속세를 정처 없이 떠돌며 진상을 알리거니

조사정법(助師正法)은 금생에 있노라

2014년 9월 14일



198

大法徒的心

你的眼睛帶著深情

我還你一笑講真相的腳步卻沒停

你的話中帶著溫馨

我總是裝作不明

大法徒在迫害中飄零

怎能再添一份擔心痛苦不寧

我只能把它藏在心靈

兌現我對神的承諾─救人世間行

二零一四年九月二十三日



199

대법도(大法徒)의 마음

당신의 눈에는 깊은 정이 있지만

나는 그저 한번 웃어주고 진상 알리는 발걸음 멈추지 

않네

당신의 말속에는 따사로움이 있지만

나는 늘 모르는 척한다네

법도(大法徒)들 박해 속에 의지할 곳 없는데

어찌 걱정을 하나 더해 괴롭고 심란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단지 그것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세간에서 사람을 구하리라는 신에 한 나의 약속을 

이행한다네

2014년 9월 23일



200

為你放聲歌唱

我為你放聲歌唱

為了你不在危難中迷蕩

喚醒你久遠的記憶

你會看到生命的希望

天地與神是創世主開創

再讓眾神把人造在地上

當生命掉下時把人當

消去罪業重返天堂

我唱的是真相

大難前創世主已把天門大放

二零一四年十月十五日



201

당신을 위해 목놓아 노래 부르네

나 당신을 위해 목놓아 노래 부르네

당신이 위난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의 멀고 오래된 기억을 일깨우나니

당신은 생명의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네

천지와 신은 창세주가 처음 만든 것이고

다시 뭇 신들에게 땅 위의 사람을 만들게 했다네

생명은 떨어져 내려와 사람이 되어

죄업을 제거하고 천당에 다시 돌아가네

내가 노래한 것은 진상(真相)

큰 난 앞에서 창세주는 이미 천문을 크게 열어놓았다네

2014년 10월 15일



202

倒出邪黨的灌輸

現實總是改變你的路

冥冥中有定數

是你迷中忘了來世的原故

名利情使你亂了腳步

紅魔用謊言引你入魔性歧途

放下邪黨的定義理念

得法回天才是你的歸宿

二零一四年十一月十日



203

사당(邪黨)의 주입을 쏟아 버리라

현실은 늘 당신의 길을 바꾸지만

어둠 속에도 정해진 운명이 있나니

당신은 미혹 속에서 세상에 온 이유를 잊었다네

명리정(名利情)이 당신의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고

붉은 마귀는 거짓말로 당신을 마성의 기로로 끌고 간다네 

사당(邪黨)의 정의(定義)와 이념을 내려놓아라

법 얻어 하늘로 돌아감이야말로 당신의 귀착점

2014년 11월 10일



204

催 促

聽我用歌聲向你講訴

旋律間是慈悲與救度

人生的路還有多遠

看真相能破迷明目

神不會把敗世留住

留善去惡這是劫數

神在救世人快醒悟

二零一四年十一月十二日



205

재촉 

내가 노래로 당신에게 하는 말 들어보게나

선율 간에는 慈悲(츠뻬이)와 구도가 있다네

인생길은 아직 얼마나 남아 있는가

진상을 알면 미혹 타파하고 눈을 밝게 할 수 있다네

신은 부패한 세상을 남기지 않으리니

선은 남기고 악은 제거하니 이것이 액운이로다

신이 세인을 구하고 있나니 어서 각성할지어다

201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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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聯

法正大穹

主佛一念造洪宇

法正乾坤新天地

二零一四年十一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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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법이 궁(大穹)을 바로잡다

주불(主佛)의 일념으로 홍 한 우주를 만들었나니

법이 건곤(乾坤)을 바로잡아 새 천지(天地)가 열리네

201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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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聯

洪恩再造

大法開創天地萬物

法王主掌乾坤眾生

二零一四年十一月十二日



209

대련

홍 한 은혜로 다시 만들다

법이 천지 만물을 개창(開創)했고

법왕(法王)이 건곤과 중생을 주관하노라

201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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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聯

神佛在世

日出霞光散浮雲

念正心寬化險夷

二零一四年十一月十二日



211

대련

신불(神佛)이 세상에 있다

일출의 서광에 뜬구름 흩어지고

생각 바르고 마음 넓으니 위험이 사라지네

201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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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命

夢中我回到了天上

聖境的美好久久難忘

原來無神論是彌天大謊

傳說的神都在天上

我不想再回到人的皮囊

神說美好已不久長

解救的大法正在世上洪揚

找到他生命才有希望

人帶著各自天國囑託生到世上

那些天國都在期盼他們的王

我知道了自己的使命

人生不再迷茫

二零一四年十一月十四日



213

사명

꿈속에서 나는 천상에 돌아갔었네

성스런 풍경 아름다워 오래도록 잊지 못했네

원래 무신론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고

전설 속의 신은 모두 하늘에 있었다네

나는 다시 사람의 몸뚱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신은 아름다움이 이미 오래가지 않을 거라 말해줬네

구원의 법이 한창 세상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나니

그를 찾아야 생명은 비로소 희망이 있다네

사람은 모두 자신 천국의 촉탁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

났나니

그런 천국들은 모두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네

나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인생이 더는 막막하지 않다네

201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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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幫你清洗

大法徒已告訴你謎底

真正被毒害的是大眾是你

聽信謊言將隨紅魔解體

講真相救人這慈悲出自我心裏

沒有報酬寒冷中經常早起

顧不上吃飯酷熱也不休息

救人頂著的是恐怖與壓力

因為我對神承諾危難時喚醒你

你從天上來得大法是目地

那會使你天國眾生把劫難躲避

這是你下世當人的緣起

別被紅魔用黨文化把腦洗

你天國的眾生在盼望

二零一四年十二月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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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신을 깨끗이 씻어주리

법도는 이미 당신에게 수수께끼의 해답 알려줬나니

진정으로 독해된 것은 중(大衆)이고 당신이라네

거짓말을 믿으면 붉은 마귀 따라 해체되리니

진상 알려 사람 구하는 이 慈悲(츠뻬이)는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네

보수가 없어도 한파 속에서 늘 일찍 일어나고

밥 먹을 틈 없어도 무더위에 쉬지도 않는다네

사람을 구함에 공포와 압력을 아랑곳하지 않거니

위난 시 당신을 일깨우기로 신과 약속했기 때문이라네

당신은 천상에서 왔고 법을 얻는 것이 목적 

그래야 당신 천국의 중생이 겁난을 피할 수 있다네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된 연고라네

붉은 마귀의 당문화(黨文化)에 세뇌당하지 말지니

당신 천국의 중생들이 기다리고 있도다

201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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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揮間

風蕭蕭

雲飄飄

紅潮惡浪擋不住

慈航苦度巨難消

逆風萬里遙

來時紅花如血澆

歸時黃花遍地嬌

二零一四年十二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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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한번 휘젓는 순간

바람은 소슬하고

구름은 표표한데

홍조(紅潮) 악한 파도

慈悲(츠뻬이)한 인도 고심한 구도로 거 한 난 제거함

을 막을 수 없나니

역풍이 만 리 밖으로 멀어지네

올 때는 붉은 꽃이 피를 뿌린 듯했으나

돌아갈 때는 노란 꽃이 땅에 가득 어여쁘리라

201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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坐觀紅塵

長空浮著烏色的雲

山風吹過湖光潾

盤坐山亭身神定

靜觀塵世大劫臨

紅朝已落分善惡

快找生路把法尋

身在世外憂天下

當今世人是天神

二零一四年十二月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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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홍진을 바라보다

광활한 하늘에 검은 구름 떠 있고

산바람이 불어와 호수면이 반짝이는데

산속 정자에서 가부좌하고 몸과 신(神)이 정(定)에 들어

홍진 세상에 난이 닥침을 조용히 바라보노라

붉은 정권은 이미 몰락했고 선악은 분명하거니

어서 빨리 살길을 찾아 법을 찾으라

몸은 세상 밖에 있어도 천하를 근심하나니

오늘날의 세인들은 천신(天神)이었노라

201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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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的眾生在等你

你已知道迫害的謎底

打壓中毒害的是你

信謊言將隨紅魔解體

我對神承諾喚醒你

你來世得大法是目地

為你天國眾生把難避

這是你來當人的緣起

別叫欺世紅魔害自己

了解真相你的眾生在等你

二零一四年十二月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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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중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네

당신은 이미 박해의 수수께끼에 해 알았나니

탄압 속에서 독해(毒害)된 것은 당신이라네

거짓말 믿으면 장차 붉은 마귀 따라 해체되리니

나는 당신을 일깨우리라 신과 약속했다네

당신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은 법을 얻으려는 것이고

당신 천국의 중생들이 난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이 된 연고이나니

세상을 속이는 붉은 마귀가 자신을 해치게 하지 말고

진상을 요해(了解)하라, 당신의 중생이 당신을 기다리

고 있으니

201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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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天路

朋友為何你只顧忙碌

人類已走上危險的路

無神論毀了人的歸宿

進化論是謊言是毒素

科學是輸掉人類的賭注

紅魔也把邪惡向人灌輸

大法徒在把真相揭露

因為你曾經向神求助

結束前領上你回天路

二零一五年一月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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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돌아가는 길

친구여 왜 그 는 오직 분주하기만 한가

인류는 이미 위험한 길로 걸어갔다네

무신론은 사람의 귀속을 망가뜨렸고

진화론은 거짓말이며 독소라네

과학은 인류를 망친 도박이고

붉은 마귀는 또 사악을 사람에게 주입했다네

법도(大法徒)는 진상(真相)을 밝히고 있나니

그 가 일찍이 신에게 구원을 빌었기 때문이라네

종결 전 당신을 하늘 가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201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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醒來吧中華民族

六十五年後的中國已不國

粉飾太平的高調還在蠱惑

藍藍的天飄著白白的雲

在過去的記憶中有過

綠色的山野清澈的小河

人們聽過父輩的傳說

那時一伙流氓引來了紅禍

殺掉了中華民族的精英

焚毀民族幾千年的文物古貨

否定著歷史人性傳統

五千年的文明從此衰落

清醒吧中國人

解體這惡鬼紅魔

回歸那天朝古國

二零一五年一月



225

깨어나라 중화민족이여

육십오 년 후의 중국은 이미 나라가 아니건만

태평을 가장한 번지르르한 말로 아직도 현혹하고 있구나

푸르른 하늘에 떠가는 새하얀 구름

과거의 기억 속에는 있었다네

녹색의 산야 맑고 투명한 개울물

사람들은 아버지 세 의 전설을 들은 적 있나니

그때 한 무리 망나니가 붉은 재앙을 끌어들여

중화 민족의 정화를 말살해 버리고

민족의 수천 년 문물과 고적을 불살라 버렸으며

역사와 인성(人性)과 전통을 부정했나니

오천 년의 문명은 이로부터 쇠락했다네

깨어나라 중국인이여

이 악귀 홍마(紅魔)를 해체하고

그 천조(天朝)의 옛 나라로 돌아가자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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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韻帶我回漢廷

寬袍大袖舞豪情

陽剛正氣唐宋明

大漢壯歌威風在

騰飛翻旋身法靈

靜女仙妹秀長綾

疑是飛天落廣庭

純真純善美中醉

婀娜翩躚玉步婷

神韻帶我回漢廷

寫給零七班

二零一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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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윈은 나를 한(漢) 조정으로 이끄네

넓은 도포 큰 소매로 호방한 기개를 춤추나니

강건하고 올바른 기풍 당(唐) 송(宋) 명(明)

한(大漢)의 장엄한 노래 위풍이 살아있고

날아오르고 회전하는 신법(身法)이 민첩하구나

선녀같이 고운 여인 긴 비단소매 펼치나니

비천(飛天)이 넓은 정원에 내려온 듯하구나

순진순선(純真純善) 아름다움에 취했나니

우아하고 경쾌한 춤 자태 어여쁜 발걸음

션윈(神韻)은 나를 한나라 조정으로 이끌어가네

07반에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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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韻秀出仙界在人間

華服美景襯飛仙

嬌雅靈秀舞翩躚

壯士奇功展古今

仙樂聖曲傳雲天

瓊臺飄飄透霞煙

無瑕佳麗彩裙翩

男兒漢服蕩豪情

秀出仙界在人間

寫給零八班

二零一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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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윈은 선계(仙界)를 인간 세상에 펼치네

전통 의상과 아름다운 풍경 나는 선녀를 돋보이게 하고

우아하고 빼어난 자태로 경쾌하게 춤을 추네

장사(壯士)의 기공(奇功)을 고금에 펼치나니

선악(仙樂) 성곡(聖曲) 하늘 높이 울려 퍼지네

화려한 누각에 안개가 피어나는데

티 없이 아름다운 미인들 오색 치마 경쾌하구나

한복(漢服) 차림의 남아들 호방함이 넘치거니

선계(仙界)가 인간 세상에 펼쳐지는구나

08반에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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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韻秀古風

仙樂麗影裙擺蕩

華服男兒豪情漲

周漢唐明舞中現

時光倒流盡遊暢

天真少女群花靚

壯士騰舞正氣昂

華夏古風展全球

回歸傳統百花放

神韻舞臺秀古風

寫給零九班

二零一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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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윈은 고풍(古風)을 펼치네

선악(仙樂)에 맞춰 미인들이 치마를 너울거리고

전통 의상의 남아들 호방한 기개가 넘치는구나

주(周) 한(漢) 당(唐) 명(明) 춤 속에서 펼쳐지니

세월을 거슬러 마음껏 노닐고 있다네

천진한 소녀들 꽃무리인 듯 어여쁘고

장사(壯士)의 솟구치는 춤 정기(正氣)가 드높구나

중화의 고풍(古風)을 전 세계에 펼치나니

전통으로 돌아가 백화(百花)가 만발하네

션윈(神韻) 무 는 고풍(古風)을 펼친다네

09반에게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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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韻打開傳統門

藍天白雲襯佳人

嫩柳仙姿不染塵

千嬌百媚出自然

鮮荷帶露群芳純

氣宇軒昂萬古魂

壯士飛舞天朝臣

華夏自古多英豪

翻轉騰旋人半神

神韻打開傳統門

               寫給一三班　　

二零一五年一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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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윈은 전통의 문을 연다네

푸른 하늘 흰 구름 가인(佳人)을 돋보이게 하고

버들 같은 선녀의 자태 때 묻지 않았구나

어여쁜 얼굴 아름다운 자태 꾸밈이 없으니

이슬을 머금은 싱싱한 연꽃인 듯 여인들 순수하구나

서린 기품 넘치는 위엄 만고의 얼이로다

장사(壯士)들의 역동적인 춤 천조(天朝)의 신하인 듯

중화에는 예로부터 영웅호걸이 많았거니

공중제비 도약회전 하는 사람 절반은 신이라네

션윈(神韻)은 전통의 문을 열고 있노라

13반에게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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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 誠

我心中那份友情

是那樣的真誠

大法徒受難時

它溫熱了我心中的寒冷

當我艱難中

這友情幫我更加堅定

我要把真相告訴你

我的使命無比神聖

我會把你的真誠化作生命的新生

二零一五年二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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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함

내 마음속 그 우정은

그토록 진실한 것이라네

법도(大法徒)가 난을 당할 때

그것은 내 마음속 추위를 녹여줬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우정은 내가 더욱 확고하도록 도와줬다네

나는 진상(真相)을 당신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니

나의 사명은 비할 바 없이 신성한 것

나는 당신의 진실을 생명의 신생(新生)으로 바꿀 것이라네

2015년 2월



236

再興邦

在大海的另一方

那是我久別的故鄉

五千年神傳文化無比輝煌

山川秀美麗人花香

大法洪傳普照佛光

紅魔欲擋搗海翻江

山不再綠

水不再流

天不再藍

米不再香

大法徒救眾生把難當

紅潮退傳真相

復興傳統再興邦

二零一五年二月二十二日



237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다 

해(大海)의 건너편

그곳은 내가 오랫동안 이별한 고향

오천 년 신전(神傳)문화 비할 바 없이 휘황했고

산천은 수려하고 사람은 아름다우며 꽃은 향기로웠네

법이 널리 전해져 불광(佛光)이 널리 비치었는데

붉은 마귀 막으려고 천지를 뒤집듯 날뛰었다네

산은 더는 푸르지 않고

물은 더는 흐르지 않으며

하늘은 더는 맑지 않고

쌀은 더는 향기롭지 않게 되었네

법도(大法徒) 중생을 구도하려 난을 감당하나니

홍조(紅潮)를 물리치고 진상을 전하네

전통을 부흥시켜 나라가 다시 흥성하리라

2015년 2월 22일



238

再一次選擇

我為何把真相講給你聽

謊言毒害了太多的眾生

紅魔為何傾盡國力打壓法輪功

它知道末後大法救人叫你理不清

你是被它用謊言欺騙的大眾

可是末劫救人神有規定

打壓中不作聲的不救度

助紂為虐詆毀者已在淘汰中

慈悲是神的天性

創世主要再給人一次選擇

為了眾生能得救

我要頂著迫害喚回你的生命

二零一五年三月一日



239

또 한 번의 선택

나는 왜 당신에게 진상(真相)을 알려주는가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중생에게 해독을 끼쳤다네

붉은 마귀는 왜 국력을 기울여 파룬궁(法輪功)을 탄압

하는가

최후에 법이 사람 구함을 그것이 알기에 당신을 미

혹시키려는 것이라네

당신은 그것의 거짓말에 속은 중(大衆) 

그러나 말겁(末劫)에 사람 구함에는 신의 규칙이 있나니

탄압 중 침묵하는 사람은 구도하지 않으며

폭군 도와 날뛰고 비방한 자는 이미 도태되고 있다네

慈悲(츠뻬이)는 신의 천성(天性)

창세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선택할 기회를 주려 

한다네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나는 박해를 무릅쓰고 당신의 생명을 되돌리려 한다네

2015년 3월 1일



240

領你回天堂

我的歌是你久等的真相

人類的危難是因道德變了樣

無神論是撒旦散佈的大謊

進化之說是憑空的遐想

科學把人類領入危險的航向

宇宙是創世主的傑作

人是他叫神造在地上

我們是在等他領回天堂

別被紅魔欺騙

迫害打壓是叫人自毀希望

大法弟子是神的使者

正在把人領回神指的路上

二零一五年三月六日



241

당신을 이끌어 천당으로 돌아가리

나의 노래는 당신이 오래 기다려온 진상(真相)이라네

인류의 위난(危難)은 도덕의 변이가 원인이며

무신론은 사탄이 퍼트린 큰 거짓말이라네

진화론은 근거 없는 가상일 뿐이고

과학은 인류를 위험한 항로로 이끌어갔다네

우주는 창세주의 걸작이거니

그가 신에게 땅 위에 사람을 만들라 했으며

우리는 그가 천당으로 이끌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붉은 마귀에게 속지 말지니

박해와 탄압은 사람이 스스로 희망을 파괴하는 것

법제자는 신의 사자(使者)이고

바로 지금 사람들을 신이 가리키는 길로 이끌고 있다네

2015년 3월 6일



242

曙 光

萬物迎朝陽

陰邪逞不強

禍亂十五載

大地已蒼涼

人心不再古

毒到百姓糧

惡報收壞人

看誰笑的長

二零一五年三月十七日



243

서광   

만물이 아침 해를 맞이하니

음험한 사악의 날뜀 강하지 못하구나

십오 년의 화란(禍亂)으로

지는 이미 황량해졌고

인심이 더는 옛날과 같지 않으며

백성의 양식마저 독이 있구나

악에 한 응보로 나쁜 사람 거두나니

누가 마지막까지 웃는지 보라

2015년 3월 17일



244

中國之歌

五千年的文明

神傳文化的輝煌

我們是神的子民

勤勞勇敢文明善良

深厚歷史是民族的榮耀

千古英豪星光燦爛

錦繡江山是神的恩賜

這是創世主降臨之地

救眾生復正道洪恩浩蕩

中華文明萬古流長

二零一五年三月十七日



245

중국의 노래

오천 년의 문명

휘황한 신전문화(神傳文化)

우리는 신의 백성

근면하고 용감하며 교양있고 선량했다네

심후한 역사는 민족의 영광이나니

천고의 영웅호걸 별빛처럼 찬란했도다

금수강산은 신의 선물이니

이는 창세주가 강림한 땅이라네

중생을 구하고 정도(正道)를 회복하니 홍은(洪恩)이 

무량하구나

중화문명은 만고에 길이 남으리라

2015년 3월 17일



246

何時醒

寒風未去
雨飄零
迫害中救人急
身體創傷
可治癒
謊言中毒難救
劫難無情
大疫有眼
別陪紅魔滅
快找真相
識善惡是俊傑
大法徒顯慈悲
為救你才受難
千辛萬苦
巨難不退
不為回報
修煉人
心願了圓滿歸

二零一五年三月十八日



247

언제 깨어날꼬

한풍(寒風)이 여전한데

비는 떨어지거니

박해 속에서 사람 구하기 급하구나

신체의 상처는

치유할 수 있으나

거짓말에 중독되면 구하기 어렵도다

겁난(劫難)은 무정(無情)하지만

 역병은 눈이 있나니

붉은 마귀 따라 훼멸되지 말라

어서 빨리 진상을 찾을지니

선악을 식별함이 준걸(俊傑)이로다

법도(大法徒)들 慈悲(츠뻬이)를 체현하나니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난을 당하는 거라네

천신만고(千辛萬苦)

거 한 난에도 물러서지 않나니

가를 바람이 아니로다

수련인(修煉人)이거니

염원 이루면 원만해 돌아가리라

2015년 3월 18일



248

神韻舞蹈

長袖揮舞仙娥嬌

身韻柔動神袖搖

仙舞聖歌美如畫

光華萬千陰霾消

二零一五年春



249

션윈(神韻) 무용

긴 소매 휘날리며 춤추는 아리따운 선녀

운치 있고 유연한 몸놀림 신이 소매를 흔드는 듯

선녀의 춤과 성스러운 노래 그림같이 아름답고

천만 갈래 찬란한 빛 먹구름을 흩어버리네

2015년 봄



250

回歸正道

青山綠水古樓亭

飛天飄落舞娉婷

仙風古韻展傳統

回歸正道是光明

二零一五年三月二十五日



251

정도(正道)로 회귀하다

푸른 산 맑은 물 고 의 누각

선녀가 날아와 우아하게 춤추네

선풍(仙風) 고운(古韻)으로 전통을 펼치나니

정도(正道)로 회귀함이 광명(光明)이로다

2015년 3월 25일



252

正在救度機緣一霎那

望長空天宇大

無限繁星恆河沙

肉眼看不見漫天神佛在廣廈

無神論是騙人的謊話

進化學說在把人糟蹋

科學換來的是外星控制人類代價太大

人來自天堂在世上小榻

末劫中天宇都在解體熔化

創世主在重造天上地下

萬王萬主下世當人等他救納

紅魔為掩蓋真相而瘋狂打壓

不要迷失聽信謊言欺嚇

你來世就為等救人這一霎那

二零一五年三月三十日



253

구도의 기연(機緣)은 이 순간에 있네 

광활한 하늘 바라보니 천우(天宇)는 크고

무한히 많은 별 무리 항하(恒河)의 모래 같구나

육안으로는 궐에 살고 있는 하늘 가득한 신불을 볼 

수 없다네

무신론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고

진화론은 사람을 망치고 있나니

과학은 외계가 인류를 통제하게 했으니 가가 너무 

크구나

사람은 천당에서 와 세상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것

말겁(末劫) 중 천우(天宇)는 모두 해체 용해되고 있고

창세주가 천상(天上) 지하(地下)를 다시 만들고 있다네

만왕(萬王) 만주(萬主) 하세해 사람이 되어 그의 구원

을 기다리고 있나니

붉은 마귀 진상(真相) 덮으려 미친 듯이 탄압하는구나

거짓말에 속고 놀라서 방향을 잃지 말지니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구도하는 이 순간을 기

다린 것이라네

2015년 3월 30일



254

靈不靈

善惡有報天理明

滿天神佛觀人行

迫害法徒罪滔天

現世就報靈不靈

二零一五年四月三日



255

영험한지 아닌지

선악에는 응보가 따르고 천리(天理)는 밝나니

하늘 가득한 신불(神佛)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있노라

법도(法徒)를 박해한 죄는 하늘에 사무치거늘

현세(現世)에 응보가 있을진  영험한지 아닌지

2015년 4월 3일



256

怎麼辦

天無道在解體

地無德眾災起

人心變無底限

大難到誰管你

二零一五年四月二十二日



257

어찌할꼬 

하늘에 도(道)가 없어 해체되고 있고

땅에 덕(德)이 없어 수많은 재해가 일어나네

인심(人心)은 변하여 최저선이 없으니

큰 난이 오면 누가 당신을 책임질꼬

2015년 4월 22일



258

明白真相已被救

眾神失道天解體

世人無德大難起

創世主已來世間

再造乾坤傳法理

人多神來不識己

求救重塑來這裏

明白真相洗生命

正念一出已救你

二零一五年四月二十三日



259

진상을 알면 이미 구도된 것이네

뭇 신이 도(道)를 잃어 하늘이 해체되고

세상사람 덕(德)이 없어 큰 난이 일어나네

창세주는 이미 세상에 오셨으니

건곤(乾坤)을 다시 만들고 법리를 전하누나

사람은 다수가 신(神)이었건만 자신을 알지 못하네

구도되어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곳에 왔거니

진상(真相)을 알면 생명이 씻어지고

정념(正念)이 나오면 당신은 이미 구도된 거라네

2015년 4월 23일



260

我們展現的是真相

為救眾生我們在遠航

飛過平原高山和海洋

傳遞著創世主的招喚

展現神傳文化的輝煌

舞臺上我把真相傳揚

多少人醒悟不再迷茫

喚醒眾生是我的使命

大法徒在救人回天堂

二零一五年四月二十八日



261

우리가 펼친 것은 진상이라네

중생을 구하려고 우리는 먼 항행을 하고 있네

평원과 고산과 바다를 건너

창세주의 부르심을 전하고

신전문화(神傳文化)의 휘황함을 펼치고 있다네

나는 무  위에서 진상(真相)을 펼치나니

많은 사람 깨어나 더는 흐리멍덩하지 않구나

중생을 일깨우는 것은 나의 사명

법도(大法徒)는 사람을 구해 천당으로 돌아가게 한다네

2015년 4월 28일



262

神舞仙韻

仙子飄然落九天

婀娜翻旋走世間

曼舞娉婷身姿俏

朵朵淨蓮帶露鮮

麗影絕艷踏雲煙

輕歌飛花長袖翩

滴翠飄香仙娥秀

玉質嬋娟舞翩躚

二零一五年五月十九日



263

신무선운(神舞仙韻)

선녀가 표연히 구천(九天)에서 내려와

아름답게 선회하며 세간에서 거닐거니

하늘하늘 춤추는 우아한 몸짓 어여쁘고

송이송이 깨끗한 연꽃인 듯 이슬 맺혀 싱그럽네

절세미인 미려한 자태로 운무를 밟나니

경쾌한 노래에 꽃잎 날리듯 긴 소매 나풀나풀

비취 떨어지듯 향기 퍼지니 선녀같이 아름답구나

옥같이 고운 여인들 너울너울 춤을 추네

2015년 5월 19일



264

用歌聲喚起希望

我站在世界的舞臺上

用歌聲喚起人的希望

旋律間傳遞著神的招喚

詞意中我把真相傳揚

我頂著壓力為你解危難

世人多來自天堂

為救自己天國眾生把人當

因為天宇末後在解體

下世得法

洗淨罪業

重修神體

圓滿回天堂

二零一五年五月二十九日



265

노래로 희망을 불러오다

나는 세계의 무  위에 서서

노래로 사람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네

선율은 신의 부르심을 전달하고

가사의 뜻으로 나는 진상(真相)을 널리 전하네

나는 압력을 무릅쓰고 당신을 위해 위난을 해결하나니

세상사람 다수는 천당에서 왔고

자신의 천국 중생 구하기 위해 사람이 됐다네

천우(天宇)는 최후에는 해체되기에

세상에 내려와 법을 얻어

죄업을 깨끗이 씻고 

신체(神體)를 다시 닦아

원만(圓滿)해 천당으로 돌아간다네

2015년 5월 29일



266

禪亭下

小風吹過禪榻

鳥語嘰嘰樹下

青山綠水依舊

幾度山亭觀夏

二零一五年六月十三日



267

정자 아래에서

산들바람이 좌선 평상을 스쳐 가고

새들이 나무 아래에서 지저귀네

청산녹수(靑山綠水)는 여전하거니

몇 번이나 산의 정자에서 여름을 맞네

201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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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不信由你

望著星空找尋我的家園

人多是天上的王下世間

末後為救天國眾生等法傳

歲月久遠忘了來時的願

當今人已被領入深淵

無神論毀著生命的神性

進化邪說罵人是獸是猿

現代科學把人帶向災難

人類已走向 後的危險

慈悲是神的天性

拯救的大法在洪傳接緣

找到他是人的希望

找到他就能回到天上的家園

二零一五年六月十三日



269

믿을지 말지 당신에게 달렸노라 

별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고향을 찾나니

사람은 다수 천상의 왕이 세간에 내려온 것이라네

최후에 천국 중생 구하려고 법이 전해지길 기다렸거늘

장구한 세월이 흘러 올 때의 소원 잊었구나

오늘날의 사람은 이미 심연(深淵)에 빠졌나니

무신론은 생명의 신성(神性)을 훼멸했고

진화론 사설(邪說)은 사람을 짐승, 원숭이라 모욕했네

현 과학은 사람을 재난으로 끌어갔고

인류는 이미 최후의 위험으로 향하고 있다네

慈悲(츠뻬이)는 신의 천성(天性)

구원의 법이 널리 전해져 인연을 잇고 있으니

그를 찾는 것이 사람의 희망

그를 찾으면 천상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네

201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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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應

心惶惶

知不長

日惶惶

警車響

迫害過後都得償

邪惡手段全在帳

樣樣滋味斷鬼腸

爛魔頭你再狂

狗頭軍師小流氓

一肚壞水黃鼠狼

窮途末路無處藏

人間報應不算完

天鉤穿皮掛廣場

陰曹地獄夠鬼忙

二零一五年六月十五日



271

응보

마음이 안절부절

멀지 않음을 아는구나

날마다 좌불안석

경찰차 소리 울릴까

박해가 지나간 후 모두 갚아야 하거늘

사악이 쓴 모든 수법 장부에 기재돼 있도다

온갖 괴로움에 귀신의 애간장 끊어지리니

썩은 마두(魔頭)야 너 더 날뛰어 보거라

악인의 모사꾼은 망나니거니

온 뱃속에 족제비 같은 못된 심보로구나

막다른 길에 다다라 숨을 곳 없거늘

인간 세상의 응보로 끝난 것이 아니로다

하늘 갈고리에 거죽 꿰어 광장에 매달리거니

저승 지옥의 많은 귀신 다망하리라

2015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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駛向神指的岸

人生要偏離了航向
就像大海中的小船
順利時揚起風帆
更多的是大浪險灘
不知航向
沒有港灣
人別忘了史前的宿願
宇宙正在經歷著巨變
人多來自天堂
下世為了等大法接聖緣
消去罪業
重塑神體
才能解救各自天國的危難
揚起風帆
追尋機緣
駛向神指的岸

二零一五年六月



273

신이 가리킨 피안으로 나아가라 

인생이 만약 항로에서 벗어나면

마치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나니 

순조로울 때는 돛을 올리지만

큰 파도와 험한 여울이 더욱 많다네

항로를 모르면

항만을 찾을 수 없나니

사람들이여 사전(史前)의 숙원을 잊지 말라

우주는 지금 거 한 변화를 겪고 있나니

사람들은 다수 천당에서 왔으며

법을 기다려 성스런 인연 맺기 위해 세상에 내려온 것

죄업을 없애고

신체(神體)를 다시 만들어야만

각자의 천국을 위난에서 구할 수 있노라

돛을 올리라

기연(機緣)을 찾아

신이 가리킨 피안을 향해 나아가라

2015년 6월



274

天國樂團

法鼓法號顯天威

去邪除惡喚回歸

末世救人驚天地

法正乾坤放光輝

二零一五年八月一日



275

천국악단 

법고(法鼓) 법호(法號) 하늘의 위엄 드러내거니

사악을 제거하고 되돌아가자 외치네

말세에 사람을 구하니 천지(天地)가 놀라고

법(法)이 건곤(乾坤)을 바로잡아 찬란한 빛 뿌리네

201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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幾人醒

人間再好也比不了天堂

人情不定難久長

榮華百年帶不走

名利拼搏為誰忙

人來自天上為得法

消去罪業塑神體

你的天國迎新王

二零一五年八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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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사람이나 깨어날꼬

인간 세상 아무리 좋아도 천당에 비할 수 없고

인정(人情)은 불안정해 오래가기 어렵도다

백 년의 영화(榮華)는 가져갈 수 없거늘

명리(名利) 위해 분투하며 누굴 위해 바쁜가

사람은 법 얻기 위해 천상에서 왔거늘

죄업을 없애고 신체(神體)를 만들면

당신의 천국은 새 왕을 맞으리라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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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神共舞架天橋

世界巡演萬里遙

穿城跨海山路高

救度眾生傳真相

與神共舞架天橋

末後會來創世主

眾神下世把他找

天體再造傳大道

得法重塑眾生笑

你曾求神救回天

我用歌聲來相告

世界巡迴把人叫

二零一五年八月



279

신과 함께 춤추며 하늘 다리를 놓네

전 세계 순회공연 멀고 먼 만 리 여정 

도시 지나고 바다 건너 높은 산 넘어 

중생을 구도하고 진상(真相)을 전하노니

신과 함께 춤추며 하늘 다리 놓는도다 

최후에는 창세주(創世主)가 올지니

뭇 신들 하세(下世)하여 그를 찾고 있다오

천체를 다시 만들어 도(大道)를 전하니 

법을 얻어 거듭난 중생들 기뻐서 웃는구나

당신은 하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신에게 빈 적 있다네

내가 노랫소리로 알려주리니

세계를 순회함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라네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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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為誰圓

千古中秋月高懸

他日月圓心內寒

法徒有難誰看月

年年十五月空閒

今又中秋醜戲完

邪黨如秋看誰煩

有心賞月舉目難

紅潮一落月更圓

二零一五年中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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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누굴 위해 둥근가

천고의 추석 달이 높이 걸려 있나니

지난날엔 달이 둥글어도 마음속은 추웠네

법도(法徒)에게 난 있으니 누가 달을 보겠는가

해마다 추석 달은 한가롭기만 하네

오늘 또 추석인데 추한 연극 끝이 나고

사당(邪黨)은 가을 같으니 누가 근심할지 볼지어다

달구경 마음은 있으나 눈을 들기 어렵나니

붉은 물결 스러지면 달은 더욱 둥글리라

2015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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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為人明

月照長夜幾千年

不叫黑暗把人鉗

春去秋來幾多變

明月依舊光萬千

滄海桑田輪番換

千古正道從未偏

輪迴輾轉為何事

皓月不語問蒼天

末世才知等神救

天路又在善惡間

二零一五年中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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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사람을 위해 밝구나

달은 긴 밤을 수천 년 비추어

사람이 암흑에 속박되지 않게 했다네

봄 가고 가을 오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가

밝은 달은 예전과 다름없이 빛을 내뿜고 있고

상전벽해 교 로 바뀌었으나

천고의 정도(正道)는 치우친 적이 없노라

전전 윤회함은 어찌 된 일인가

밝은 달은 말이 없어 푸른 하늘에 물어보니

말세에야 비로소 알았네 신의 구원 기다렸음을

하늘로 가는 길은 또 선악(善惡) 사이에 있음을

2015년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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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秋聯歡

翩翩起舞仙娥在人間

身法矯健壯士英姿顯

中秋共舞自編自己演

歡歌笑語紅潮落更淺

神傳文化蘊蓄待復興

今日明星它日更耀眼

二零一五年中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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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함께 즐기다

너울너울 춤추는 선녀 인간 세상에 있고

장사(壯士)의 힘찬 몸놀림 늠름한 자태 드러나네

스스로 안무 짜고 연기하여 추석에 함께 춤추나니 

즐거운 노래 웃음소리 홍조(紅潮)의 몰락 더욱 가깝구나

신전문화(神傳文化)를 축적하여 부흥을 기다리니

오늘의 스타들 후일엔 더욱 눈부시리라

2015년 추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