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음 4 갱신기록 (2018.01.25.)

수정 일자
쪽번호-행번

호
수정 내용

2016-8-19 목차 3-81 말건가 -> 말 건가

목차 6-175 신은 실행하고 있다 -> 신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목차 6-179 대법제자는 틀린 말을 하지 않네-> 대법제자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네

목차 9-255 총명한지 아닌지 -> 영험한지 아닌지

3-3 얻었거니 -> 얻었으니

7-1 하늘 밖으로 -> 하늘 밖에서

11-11 뭇 신들도 모두 막다른 길에 있다네 -> 뭇 신들 모두 길이 다한 곳에 있다네

15-2 다 썼구나 -> 다했구나

31-3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 앞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31-4 얼마나 많은 위난이 가까이에 있는가 -> 얼마나 많은 위난이 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33-8 미혹되어 있는가? -> 미혹되어 있는가

37-2 선율에는 갈망이 -> 선율에는 동경이

43-4 누구에게 끌려가는가 ->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57-6 창세주의 법음(法音)이 천지간에 메아리치거니-> 창세주의 법음(法音) 이미 천지간에 메아리치고 있거니

61-8 명월의 밝음 다하면 신광(神光)이 빛나리라 -> 명월보다 더 밝은 신광(神光)이 번쩍이네

75-10 비웃는 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후회하고 -> 비웃는 자는 언제나 후회의 전 단계이고

81-제목 말건가 -> 말 건가

83-1 대궁(大穹)을 구하고 광란(狂瀾)을 막기 위해 -> 대궁(大穹)을 구하기 위해 광란(狂瀾)을 막고 

83-2 법주(法主) 창세신(創世神) 세간에 내려왔네 -> 법주(法主)가 창세하니 신들이 세간에 내려왔네

85-3 나의 승낙 -> 나의 약속

85-9 창세주의 부르심이라네 -> 창세주의 부름이라네

87-4 구름 자락을 -> 구름자락을

87-8 깨달은 자 -> 깨우친 자

101-11 내가 기다린 분이 창세의 법왕이었기 때문이며 -> 내가 기다린 창세의 법왕이 왔기 때문이며

103-4 창세의 법왕 -> 창세의 법왕을

107-6 것뿐이거니 -> 것뿐이니

107-8 때문이네 -> 때문이라네

115-2 떠나고자 하나 길을 찾을 법(法)이 없네 -> 벗어나고자 하나 길을 인도하는 법(法)이 없네



117-4 순수함과 진실함도 찾을 수 없게 되었네-> 순진(純眞)함을 찾을 수 없게 되었네

119-5 기억을 열어주고 -> 기억을 열어줄 수 있고

121-12 전생에 기다리던->생생세세 기다리던

129-11 오래된 누명을 씻지 못했지만 -> 쌓인 누명을 벗지 못했지만

139-2 돌아가려 하네->돌아가게 하려 하네

139-7 않거니->않나니

139-12 천상으로 돌아가려 하네-> 천상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네

147-3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47-12 추락하고 있거니 ->물러가고 있거니

147-13 돌아가고 있구나 -> 돌아가게 하고 있구나

163-2 긴 소매 -> 너른 소매

167-7 위함이노라 -> 위함이라

169-6 나날이 망연자실이라 -> 나날이 안절부절

175-1 신은 실행하고 있다 -> 신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177-10 서약을 이행 -> 약속을 이행

179-제목 대법제자는 틀린 말을 하지 않네-> 대법제자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네

183-9 돌아가야 하리 -> 돌아가게 해야 한다네

191-1 당신더러 -> 당신에게

191-6 피해의 대상 -> 박해의 대상

217-3 홍조(紅潮) 악한 파도 막을 수 없구나 -> 홍조(紅潮) 악한 파도

217-4 거대한 난 제거하니 -> 거대한 난 제거함을 막을 수 없나니

225-2 태평을 가장하는->태평을 가장한

253-17 것이노라 -> 것이라네

255-제목 총명한지 아닌지 -> 영험한지 아닌지

255-4 총명한지 미련한지 -> 영험한지 아닌지

259-6 다시 태어나 구도 되기를 -> 구도되어 거듭나기를

259-8 이미 구도 된 -> 이미 구도된

269-4 까마득히 세월이 -> 장구한 세월이

277-6 다시 만들면 -> 만들면

285-6 오늘의 별들 -> 오늘의 스타들

2017-7-12 27-7 푸른 하늘 떠가는 흰 구름이여 ->푸른 하늘 떠가는 구름이여



2018-1-25 253-4
육안으로는 고대광실에 사는 신불이 하늘에 가득함을 볼 수 없다네

->육안으로는 대궐에 살고 있는 하늘 가득한 신불(神佛)을 볼 수 없다네  
2022-4-30 모두

자비 -> 慈悲(츠뻬이)

2022-12-27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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