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輪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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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法正道 , 고층차 性命雙修공법 !
 우주최고특성 , 眞·善·忍에 

   同化(동화)되는 心身수련법 !
 1억명 이상 수련하는 宇宙大法 !

眞  善  忍
 참진            착할선          참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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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건강

 

은 인간의 기본적인 추구이
며 건강의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있으며 그마음을 다스리는 진정한 방법
은 『전법륜   . 

 전법륜   
   ,   

     
    (5
)  .

 』 저서에 기술하였다

은 『 』을 통해
고층차 수련의 이치를 깨닫고 그 표준에
따라 일상 생활속에서 마음을 닦고 동시
에 가까운 연공장 등에서 동작 조공
법 을 연마한다

법륜공 수련생

수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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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지
기 시작하여 현재 국내 수련자는 4000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연공장 (함께 모여 수련하는 곳)이 수십 개
가 있다 . 공법은 무료로 지도하고 있으며 
평생토록 돈을 받지 않는다. 

장기간 국내외 일부 매스컴이 중국의 왜곡
된 매스컴 보도를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국
내에 소개함으로써, 파룬궁에 대한 국민들
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외 매스컴의 파룬궁
에 대한 객관적 보도에 힘 입어 한국을 포함
하여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파룬궁 진
상을 서서히 인식하여 파룬궁은 심신건강
에 최상공법임을 알게 되어, 파룬궁에 관심 
갖고 파룬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
어나는 추세이다. 파룬궁 수련은 인생의 가
장 큰 행운이자 복이다 . 건강하게 살고 장
수하며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파룬궁
을 수련하십시오. 

 -

국내외  파룬궁 수련 현황

연락인

법륜공 홈페이지 주소  

- 전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전수합니다 -

자료구입처
전국 유명서점 (인터넷 서점* 포함)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대법자료를 구하기 힘드신 분
은 출판사 또는 연락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룹필 출판사: www.groupphil.com
 031-973-5252

*인터넷 서점: www.kyobobook.co.kr
www.aladdin.co.kr, www.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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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중국  고대로부

터 전하여 내려 오던 비밀 

수련  방법의  일종이다 . 이홍지  선생은  

1992년 처음으로 이것을 사회에 전수하였

다. 연공동작은 간단하고 심신건강의 촉진효

과가 아주 현저하였기에 민간에 급속히 전파

되었고 전세계 40여개나라에 전파되었으며 

7년간 짧은 시간에 수련자가 1억을 넘었다. 

수련자는 우선 하나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성이 제고되면서 스스

로 공이 높아지는 것을 중히 여기고 있다.

파룬궁은 우주의 특성 진 

선 인에 동화되는 수련이며 

돈과 재물을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

으며 어디에서나 무료로 배울수 있다. 

파룬궁은  종교가  아니며  

그 어떠한 종교형식이 없고 

이홍지 선생은 수련을 지도하는 선생으로서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의 순수한 존경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는다.

파룬궁 공법은 전세계 어

느 연공장에서도 무료로 배

울수 있으며 처음 입문한 수련생은 『중국법

륜공』 과 『전법륜』 책을 보거나 9일 학습

반(무료)에  참가함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래야만 파룬궁 수련을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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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건강 증진효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 

▶

▶

▶

 인간의 심신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파룬궁은 중국에서 전해지자 마자 사람

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몇 년간 중

국공산당 당원 5000만 숫자를 훨씬 넘는 

1억에 달하는 수련자를 확보했다. 이 1억 수

련자는 사회 각계층 중국 당, 정, 군 고위층 

간부들과 학자, 교수, 과학자, 공무원, 군인, 

대학생, 근로자, 농민등 사회 각계층을 망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장쩌민은 일당

체제유지 위기감을 느껴, 허위 사실을 조작

하여 파룬궁을 탄압해 오고 있다.
   

 장쩌민은 1999년 7월 22일 파룬궁 탄

압을 선포하고 일당독제 체제로서 독점 매스

컴과 국가 일체 권력기구를 총동원해서 파룬

궁에 대한 탄압을 실시했다 . 이미 3500만

명 수련자에 대한 조사, 심문을 했고, 그 중 

5만여명을 체포, 감금했고, 2만 5천명을 강

제 노역시키고, 500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일부수련생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

켜 약물실험대상으로 삼고 고문으로 200몇

십여명을 숨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기 

고문등 혹형을 가하여 수련자들에게 전향을 

강요하는가 하면 전향을 거부하는 여 수련생

들을 옷을 벗긴후 남자 죄수 감방에 밀어넣

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가하고 있다.

 장쩌민은 매스컴, 경찰등 국가 일체 권력 

기구를 총동원함으로써, 몇달내에 중국에서 

파룬궁을 소멸하리라는 결심은 파룬궁 수련

자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수포로 돌아갔고 최

근에는 소위,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까

지 조작해 놓고, 초등학교 학생들마저 파룬

궁 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문화대혁명식의 운

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파룬궁 탄압은 결

국 독재정치의 종말을 고할 뿐이다. 왜냐하

면,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

응이 있다는 이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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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법륜공탄압
사실 진상

   
 !!!

대상 : 북경시 지역 법륜공 수련생            

   12731명   
수련후 : 11785명의 질병이 호전 , 
        완전 회복

99.1%에 달하는 사람이 병을 치

유함으 로써 심신건강에 뛰어 난 

공법으로 증명 .

-1998년 중국국가체육총국 자료-

법륜공 수련자들에 대한

건강 조사 보고서 ◈ ◈

   창시자 李洪志 선생이 파룬궁

을 창시 및 보급하여 인간의 심신건강에 탁

월한 공헌을 한데 대하여 노벨평화상 위원

회 발표에 의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

주,독일의 수많은 국회의원과 교수들의 추

천으로 李洪志 선생은 2001년 노벨평화

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되었다. 
  

   선생은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나라 각국 정부로부터 300여종에 달하

는 상장과 선언문을 수여 받았고, 뉴욕, 워

싱턴, 시카고, LA등 30여개 도시로부터 

『법륜대법의날』을 명명 받기도 했다.    

파룬궁

李洪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