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1.파룬궁박해조사연대(CIPFG)에서온초청장

2006년 5월 24일

To: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씨 그리고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씨

미국 워싱턴, D.C.에 등록되어 있는 비정부 단체로서 캐나다 오타와, 온타리오에 지부를 가

지고 있는, 파룬궁 진상조사위원회 (The Coali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the

Falun Gong in China: CIPFG)는 중국인민공화국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이 파룬궁 수련자들

로부터 장기를 적출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련생들을 살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

에서 당신들의 도움을 삼가 요청한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들을 성립시키는 증거를 입수했지만,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기타 사람들은 그것들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당신들이 조사연대나 다른 단체/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행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발견한 것을 보고하거나 또는 수집한 증거에 근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자유가 있다.

조사위원회는 영수증을 받는 대로 당신들의 일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의 작업방법은 전적으로 당신자신의 선택에 의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늦어도 2006년 6

월 30일까지는 우리에게 당신의 보고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요한 일을 맡겠다고 동의해준데 대해 당신들께 감사하다.

진심으로,

존 저(John Jaw), Ph.D.

파룬궁 박해 진상조사위원회 회장

주소: 106 G St. SW, Washington, DC USA 20024

Web: www.cipfg.org.

Tel: (781) 710-4515. Fax: (202) 234-7113.

Email: info@cipfg.org



부록2.데이비드마타스약력

1943년 8월 29일, Manitoba, Winnipeg에서 태어나다; 집주소: 1146 Mulvey Avenue,

Winnipeg, Manitoba, R3M 1J5; 직장 주소: 602-225 Vaughan Street, Winnipeg, Manitoba,

R3C 1T7; tel: 204-944-1831; fax: 204-942-1494; e-mail: <dmatas@mts.net>.

교육: 1964, 마니토바(Manitoba) 대학 BA; 1965년 프린스턴 대학 MA; 1967, 옥스퍼드 대학

BA (법학) 그리고 1968, BCL (대륙법).

전문자격: 1969, Middle Temple 영국 변호사; 1971, 마니토바 법조계 입문

경력:1968-69, 캐나다 최고법원 재판장 법률서기; 1969, 캐나다 정부, 외국소유 활동그룹 회

원; 1970-71, Thompson, Dorfman & Sweatman 근무; 1971-72, 캐나다 사무변호사 특별보

조원; 1973-79, Schwartz, McJannet, Weinberg와 제휴; 1979-, 난민, 이민과 인권법 변호사

.

캐나다대법원안건들: 캐나다(인권 위원회) v. 테일러 [1990] 3 S.C.R. 892; Reference Re

Ng Extradition (Can.) [1991] 2 S.C.R. 858; Kindler v. Canada (Minister of Justice) [1991]

2 S.C.R. 779; Canadian Council of Churches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2] 1 S.C.R. 236; Dehghani v. Canada (Minister of Employment and

Immigration) [1993] 1 S.C.R. 1053; R. v. Finta [1994] 1 S.C.R. 701; Reza v. Canada

[1994] 2 S.C.R. 394; Ross v. New Brunswick School District No. 15 [1996] 1 S.C.R. 825;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Canadian Liberty Net [1998] 1 S.C.R. 626;

Pushpanathan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1998] 1 S.C.R. 982;

R. v. Sharpe [2001] 1 S.C.R. 45; United States v. Burns [2001] 1 S.C.R. 283; Suresh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2] 1 S.C.R. 3; Chieu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2] 1 S.C.R. 84; Schreiber v. Canada

(Attorney General) [2002] 3 S.C.R. 269; Gosselin v. Qubec (Attorney General) [2002] 4

S.C.R. 429; Syndicat Northcrest v. Amselem [2004] 2 S.C.R. 551; Mugesera v. M.C.I.

2005 SCC 40; Esteban v. M.C.I. 2005 SCC 51.

정부임명: 1980, 유엔 총회 캐나다 대표; 1980-81, 이민 사무절차 특별 전문위원회; 1998, 국

제 범죄법원에 대한 유엔 회의에 캐나다 대표; 2000, 대량학살에 관한 스톡홀름 국제 포럼

캐나다 대표; 1997-2003,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 센터’(후에 권리와 민주주의로

바뀜) 이사; 반유태주의자들에 대한 유럽 회의 안전과 협조 조직 캐나다 대표(2003년 비엔

나, 2004년 베를린).

학계임명: 1972-73, Mcgill 대학, 헌법 강사; 마니토바 대학 강사 1982, 캐나다 경제 문제,

기초경제 강사, 1985, 국제법, 1986-88, 시민 자유, 1989-, 이민과 난민.

자원봉사활동: 1990-91, 캐나다에 있는 남아프리카를 위한 국제 방위와 원조기금 이사;



1991-93, 캐나다-남아프리카 협력 이사; 1985-, 캐나다 헬싱키 감시 그룹 공동-의장;

1983-87, 권리와 자유 마니토바 협회 이사; 1993- 헤브라이 대학 캐나다 친구들, Winnipeg

chapter 위원; 국경 초월, 창시 멤버와 법률 위원, 2005년 리오데 자네이로, 2002년 방콕,

(어린이 외설, 어린이 매춘과 매매 종식) ECPAT 국제 의회 의장, 1993-1999, 엠네스티 국

제: 국제 집행 위원회 위임 상임위원, 1980-, (영어권) 캐나다 지부, 법률 조정자; 2002-2005,

비형벌화 활동 그룹 멤버; 1983-85,

B'nai Brith Canada: 인권을 위한 리그 의장, 1989-, 상급 명예 위원, 1996-98, 부회장.

캐나다 변호사 협회: 1977-78, 헌법 위원회 멤버, 1979-82, 헌법 및 국제 법 부분 의장,

1996-97, 이민법 부분 의장, 1994-2000, 법률 전문에서의 인종평등에 관한 활동그룹 회원,

1999년 캐나다 인권 행동 심사 활동그룹 의장, 1999-, 연방 법원 판사석 연락 위원회 회원,

2004, 의장, 2000-2004, 인종평등 수행 위원회 회원, 2002-2004, 의장, 2004-, 공평 상임위원

회 회원.

캐나다 난민 위원회: 1989-1991, 해외 보호에 대한 활동그룹 의장, 운반 재가에 관한 국제

전문 그룹 멤버; 1992, 해외 보호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의장; 1991-95, 회장.

캐나다 유태인 국회: 1981-84, 전쟁 범죄 위원회 특별전문위원 의장; 1985-7, 인종 관계 및

법률 프로젝트 공동-의장; 1983-94,

국제 변호사 위원회: 캐나다 부분 의원, 1994-2003, 부회장;

재판참관보고: 1982년 10월과 11월, 국제 엠네스티를 위해 미시시피, 렉싱턴, Eddie Carthan

기소 사건; 1984년 10월, 국제 엠네스티를 위해 사우스다코타, 커스터, Dennis Banks 선고;

1985년 1월과 6월, 국제 엠네스티를 위해, 일리노이 감옥 Marion을 상대로 한 죄수들의 소

송; 1985년 11월, 1986년 4월, 국제 변호사 위원회를 위해 턱슨 애리조나, 성역 공판; 1989년

8월, 국제엠네스티를 위해, 푸에르토리코, 상환, Filiberto Ojeda Rios의 기소 사건, 1990년 8

월, 인권 감시와 국제 인권법 그룹을 위한 튀니지, 튀니스, Enhadda 기소 사건; 1991년 6월,

국제 엠네스티를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Camp Lejeune, 양심적 항의자들을 주장하는 기소;

1992년 8월, 국제 변호사 위원회를 위해 하와이, 호놀루루, 마르코스 사유지를 상대로 한 마

르코스 희생자들의 고문에 대한 배상 시민소송.

당선경력: 의회 후보 - 1979, 1980, 1984, 자유당, Winnipeg South Centre;1994년 남아프리

카, 캐나다 변호사 협회 선거 참관자; 2004년 12월 우크라이나, 캐나다 부대; 2006년 2월 아

이티 섬, 국제 선거 참관 사절.

정당경험: 1973 -78, 마니토바 정책 위원회 의장과 캐나다 자유당 국가정책위원회 회원;

1980, 선거, 정강선언 위원회 회원.

영예: 1992, 총독 연합 메달; 1995, 유럽에서의 유태인 전쟁 베테랑 15주년 메달; 1996, 권리



및 자유 마니토바 협회, 공로상; 1996년 콘콜디아 대학, 법률 명예박사; 1997, 캐나다 Shaare

Zedek 병원, 펄시 발스키 박사 인도주의자 상; 1997, 유태 여성 연대(위니페그 부분) 백주년

사회봉사상; 1997, 몬트리올, 로드 리딩 법사회 명예상; 1999, B'nai Brith의 인권 연대, 캐나

다 중서부 지역 인권 공로상; 1999, 지역사회 법률교육 협회 마니토바 인권 공로상; 2004년

B'nai Brith 캐나다 대통령 감사장; 2006, 밴쿠버 종교를 초월한 형제애 인물.

저작: 1986 “캐나다 이민 법”; 1987, “지체된 정의: 캐나다에 있는 나치 전쟁 범죄자들” 수잔

차렌도프 공저”; 1989, “성역 재판”; 1989, 일라나 시몬과 함께 “문들을 닫다: 난민 보호 실

패”; 1994, “인권침해와의 전투”; 1995, 공동-편집 “죽음의 조직” 미국 국제사면위원회; 2000,

“증오와 자유의 연설; 2005,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 그 후.”

원고: 1985, 캐나다 B'nai Brith “캐나다에 있는 나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하라” 1990, “튀

니스 르네상스”; 1992, 캐나다 B'nai Brith,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나치 전쟁 범죄자들: 5년

후”; 1998, 캐나다 헬싱키 감시 그룹 “신 국가에서의 난민 보호: “Kyrgyz 공화국”; 1998,

“Raoul Wallenberg에게 일어난 일”; 2005년 4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의 성 학대 예방”

부록3.데이비드킬고어약력

다음은 이 보고서의 목적과 관련된 약력이다.

데이비드 마타스처럼, 나도 위니페그에서 자랐다. 나의 외조부, 다니엘 맥도날드는 많은 해

를 Portage La Prairie에서 법률 일을 했고 그런 다음 약 18년 동안 마니토바 지방의 재판

장으로 봉사했다. 나의 친 할아버지, 프레드 킬고어는 주 법원 판사가 되기 전에 브란돈에서

법률 일을 했다. 나의 아버지, 데이비드 E. 킬고어는 16년 동안 그레이트 웨스트 생명보험회

사의 중역과 회장을 맡았다.

2000년, 토론토 대학 JD, 다른 LLB 학위와 마찬가지로 나의 1966년 LLB 학위를 다시 발급

함.

1969년 파리 대학 헌법학 박사학위과정 입학, 과정을 마치지 못함.

나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마니토바와 앨버타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졋

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

브리티시콜롬비아(BritishColumbia)

- 1966-67년, Russell, DuMoulin의 밴쿠버 법률 사무소에서 BC 청원 법원의 작고한 Hon.

Michael Goldie 근무.

- 1968년 연방 선거에서 밴쿠버 센터 의원으로 출마하기 전까지 밴쿠버 시 검사로 일함.

온타리오(Ontario)



- 1968년 오타와 연방 사법부 시민 소송부, 후에 세금 소송부에서 근무.

마니토바(Manitoba)

-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1970, 소송과 범죄 변호 일을 하는 Pitblado Hoskin의 위

니페그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

- 마니토바 서부 Dauphin 사법 지부에서 수석 변호사로 임명 됨.

앨버타(Alberta)

- 1972, 앨버타 법무장관 선임대리인으로 임명 됨. 1979, 에드먼턴 지역에서 하원에 당선될

때까지 형사와 환경 관련 소송 일을 함.

하원

HouseofCommons

- 1980-84 사법 위원회.

- 법령 기관에 대한 양원 공동위원회.

- 1980-83, 야당을 위한 범죄 예방 비평가.

- 1993-97, 전체 하원 위원 부대변인, 의장.

- (2004-2005) 인권 및 국제 발전 분과위원회, 회장.

캐나다정부

- 1997-2002, 국무위원,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담당.

- 2002-2003, 국무위원, 아시아 태평양 담당.

그 외 약력은 나의 웹사이트( http://david-kilgour.com ) 첫 페이지 “About David"에 있음..

부록4.인터뷰한사람들

1. 캐나다, 밴쿠버, 위즈 왕

2. 캐나다, 몬트리올, 샤오화 왕

3. 캐나다, 토론토, 나 간

4. 캐나다, 토론토, 선리 린

5. 프랑스, 파리, 잉 천

6. 미국, 뉴욕, 원이 왕 박사, M.D. Ph.D

7. 미국, 세인트루이스, 화구이 리

8. 미국, 중국 외과의사의 전 부인

9. 미국, 일본에서 온 저널리스트

10. 미국, 워싱턴 DC, 라오가이 연구소 집행이사, 해리 우

11. 세 명의 캐나다와 미국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단 (WOIPFG) 전화 조사자들

12. 두 명의 미국, 보스턴 WOIPFG 대표들

13.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핵심의료기술과 제약 부문, 의료절차 조정자, 룩 노엘(Luc



Noel) 박사.



부록5.중국대사관에보낸편지

DavidKilgour

전 아태 담당 국무장관

Former Secretary of State (Asian Pacific)

DavidMatas

법정 변호사 & 사무 변호사

Barrister & Solicitor

2006년 5월 31일,

중국 대사관

515 St. Patrick Street,

오타와, 온타리오, KIN 5H3

친애하는 대사님께,

우리는 중국국가기관과 중국정부 공무원이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그 과

정에서 수련생들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을 방문

하려고 한다. 공식적인 비자 신청을 하기 전, 우리가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직원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어서 이 가능한 방문과 우리가 중국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조사를 허용하는데

따르는 조건을 의논할 수 있는지 당신께 요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조사를 의뢰한 파룬궁박해조사연대(CIPFG)의 편지를 동봉한다.

진심으로,

데이비드 마타스



부록 6. 중국 정부에 대한 진술

파룬궁에 대한 정책 방향

6.1 장쩌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 서기장,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의장(1993-2004)

□ 1999년 4월 25일 “장쩌민 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CCCCP) 정치국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 

“[우리]는 바른 세계관, 철학, 가치를 이용, 대량의 간부들과 대중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 공

산당의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무신론이 파룬궁을 이길 수 없겠는가? 이길 수 없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모든 단위의 핵심간부들, 특히 고위급 관리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1)

□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의 지령에서 인용: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미 리 란칭 동지가 “파룬궁” 문제를 전담할 특수조직을 설립할 것을 동의

했다. 리 란칭 동지가 총책임자가 되고 딩 광건과 뤄간이 부책임자,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동지

들은 그 조직원이 될 것이다.  [그 조직]은 “파룬궁” 문제를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할 방책, 수

단,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모든 공산당 핵심부서, 행정기구, 위원회, 군지휘자, 중앙 정부 산하

의 모든 성, 자치구, 시들은 그 조직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

“파룬궁” 문제를 다루는 조직이 CCCCP에서 만들어진 후에 그 조직은 즉시 세력을 조직하고 가

능한 빨리 파룬궁의 전국적 조직을 파악하고 전투전략을 수립하고 [파룬궁]을 해체시키기 위하

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사전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

모든 분야, 모든 부서의 책임자들은 확실히 책임을 지고 각 분야와 부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CCCCP의 요구 사항에 따라 [파룬궁을 분쇄]해야 한다.” 2)

□ 파룬궁박해조사 국제조직(WOIPFG) 보고서 인용 :

“1999년 6월 10일, 중국헌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CCP의 서기인 장쩌민의 명령 하

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파룬궁을 타격하기위한 전문 조직인 “610 사무실”을 만들었다.”

[...]

“610 사무실”은 베이징 본부뿐만 아니라 중국 전 도시, 마을, 정부기관, 학교에 지부를 두었다. 

그 설립, 구조, 보고체계, 운영 면에서 보면 CCP와 중국정부의 기존체제 밖에 성립된 조직이었

다. 그 권력은 중국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위임한 것을 훨씬 능가했고, 예산상에 

제한이 없었다. “610 사무실”은 파룬궁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완전히 장악했고 장쩌민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였다. 이 기구는 어떤 법적 근

1) 장쩌민이 CCCCP의 정치국 상임임원들에게 보낸 편지, 4/25 1999.
<http://beijingspring.com/bj2/2001/60/2003727210907.htm>

2) 중국 핵심정치국 회의. 파룬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장쩌민의 전략방침, 7/7 1999.
<http://beijingspring.com/bj2/2001/60/2003727210907.htm>



거가 없다. 독일 나치시대의 게슈타포와 중국문화혁명 기간에 있었던 “문화혁명 중앙위원회”와 

매우 유사한 조직이다. 

[...]

공식적인 파룬궁 탄압은 1999년 7월 20일 경에 제출된 여러 건의 문건에 적혀있다. 그 문서건

들은 다음과 같다: “1999년 7월 19일 CCP 중앙위원회 발표”3), “중국 시민사건부 발표”4), “7

월 22일 국가안전부 발표”5), 7월 22일 신문과 출판 관리부 발표”6)와 기타7)

□ 1999년 11월,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인용:

“공산당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그 탄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지 않았고 장쩌민 

전 국가주석만이 독자적으로 파룬궁을 없애는 것을 결정했다고 전한다. 소식통은 바로 장쩌민

이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라 칭했고, 그리고 나서 사교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 당 간부는 ‘이것은 분명히 장의 개인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을 박

살내기를 원했다’”8)

□ 2000년 4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인용: 

“베이징의 한 안전부문 소식통에 따르면 파룬궁 활동을 분쇄하는데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된다

는 장쩌민의 반복적인 지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베이징과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시

위를 막을 수 없었다. 그 소식통은 ‘공공안전부와 국가안전부와 같은 부서들은 파룬궁을 다루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9)

□ 2002년 7월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국 국회결의안(제188호)에서 인용:

“중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자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직적으로 파룬궁과 이

를 따르는 사람들을 근절하려고 했다:

3) 1999년 7월 19일,  중앙위원회에서 공산당원은 파룬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통지했다. 

<http://www.zhengqing.net.cn/2001-12/03/content_262406.htm>

4) 시민사건부의 파룬따파 연구회를 금지한 결정 (7/22 1999년)
<http://past.people.com.cn/GB/other6902/2834/>

5) 1999년 7월 30일, 국가안전부에서 파룬궁 창시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급했다(영장번호 19990102) 

<http://www.pladaily.com.cn/item/flg/wjgd/13.htm>

6) 1999년 7월 22일, 국가안전부에서 파룬따파(파룬궁)을 선전하는 부착물, 현수막, 포스터, 베지 혹은 

기호를 금지시켰다. <http://www.people.com.cn/GB/channel1/10/20000706/132280.html>

7) ‘파룬궁 탄압을 조사하기 위한 세계 조직’에서 발행한 ‘610 사무실’에 대한 조사보고서 

<http://www.upholdjustice.org/English.2/investigation_of_610.htm >

8) 폼프레 존(Pomfret, John). “중국 파룬궁 탄압을 밝힘” 위싱톤 포스트지 1999년 11월, 12호 

November 1999; A1 페이지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pagename=article&contentId=A54486-
1999Nov11&notFound=true>

9) 우렙 람, 윌리(Wo-Lap Lam, Willy). “종파 탄압에 실패” 2000년 4월 남부 차이나 모닝포스트 22

호



이 정책은 <시민권리 및 정치권리에 대한 국제협약>과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중국 헌법

에도 위배된다.

장쩌민 정부는 조직적인 세뇌, 고문, 살인을 통한 파룬궁 수련자들 박해를 특별 감독하는 악명 

높은 정부기구 ‘610’ 사무실을 창설했다;

[...] 

즉각적인 시체소각, 부검방해, 자살이나 자연사로 사인 조작과 같은 모든 잔학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왔다.”10) 

6.2 뤄간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사법위원회 총서기; 또한 610사무실 부책임자

□ 2000년 12월에 열린 국가 정치와 법제 회의 연설에서:

“ [2000년에] 다양한 정치적, 법적 기구의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파괴행위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우리는] 파룬궁 사교의 불법적인 활동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타격을 가했다. [우리는] 많은 파룬궁 형사 범죄자들을 교육, 개조 시켰다.… 우리는 

파룬궁 사교에 대항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

다.11)”

□ 2001년 1월 ‘강력히 격파하라’ 전국 회의 연설에서:

정치국 위원회의 위원이며 중앙사회 공공안전보장위원회의수장(CSPSMC)인 뤄간은 “파룬궁과

의 전쟁은 국가권력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인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뤄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룬궁의 전쟁에서 핵심은 인민을 동원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안전

운영 부문의 과제는 많은 부서와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인민조직의 조직망을 참여 시키는 것이

다. 이것은 사회적 세력을 조직화하고, 인민을 동원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사용하는 면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다. 모든 단위의 사회공공안전운영위원회는 포괄적인 

운영의 장점을 발휘하여 파룬궁 사교와 단호히 싸워야한다.” 

뤄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합법적인 무기를 최대한 사용하여 파룬궁의 불법행위와 

싸울 힘을 증대시켜야한다. [우리는]리훙쯔의 사악한 교리와 파룬궁의 사교적인 본질을 완전히 

드러내서  파룬궁수련자들을 교육, 개조하는 작업을 강화해야한다. [우리는]신속하게 파룬궁 

사교활동을 발견, 처리하여 완강한 파룬궁 중추세력들이 연결, 조직되어 문제를 일으키도록 절

10) 미 하원의원의 만장일치 결의안 188, 2002년 7월 24일 420-0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중국 정

부는 파룬궁 수련자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국회의 의사를 전했다.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7:hc188:,http://faluninfo.net/DisplayAnArticle.asp?ID=5

983)

11) 인민일보 2000년 12월 2일 ; 2면
<http://www.zhoucun.gov.cn/dangjian/xinwen/2000/2000120202.htm>



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12)

□ 2001년 6월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9회 국가정치협의회 14번째 개정기간의 세 번째 본 회

기에서 연설: 

“정부의 정치법사위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파룬궁에 대한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넓혀야 하며 법

을 통해 파룬궁 사교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격파해야 한다.”13)

□ 2001년 12월5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가 정치와 법집행 회의 연설: 

“[우리]는 파룬궁의 침투와 파괴활동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한다.”14)

□ 2002년 1월 18일 열린 중앙법집행위원회의 1차 전체회의:

“[우리]는 파룬궁의 파괴활동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계속 가해야한다.” 15)

. 

□ 2002년 3월중 중앙 정치사법위원회 전국원격회의: 

“[우리]는 파룬궁 사교의 침투와 파괴활동을 단호히 부숴야한다.”16) 

□ CCP 정치사법위원회의 전국TV 원격회의: 

뤄간은 “국내외에 있는 적의 세력을 경계하고 타격을 가할 것”을 명령했고, 파룬궁이 그 첫째 

목표물이었다.17)

□ 2003년 1월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법률과 명령에 관한 통합운영위원회의 첫 회의: 

“[우리]는 파룬궁 사교의 파괴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18)

12) 2001년1월20일 뤄간이 국가적인 'Strike Hard' 회의에서 연설하다.
http://news.eastday.com/epublish/gb/paper148/20010121/class014800018/hwz296660.htm

13) 뤄간“제 9회 국가정치자문회의의 세 번째 본회의에서 연설. 베이징
<http://www.chinese.com/n/newspage/20010628122229.htm>

<http://photo.eastday.com/epublish/gb/paper148/20010628/class014800003/hwz423153.htm>

14) 뤄간 “국가정치법사위 워크숍에서 연설”베이징 2001년12월 5일
<http://life.eastday.com/epublish/gb/paper148/20011205/class014800003/hwz552036.htm>

15) 뤄간 “중앙 집중 운영위원회 첫 본 회의에서 연설. 2002년 1월 19일
<http://life.eastday.com/epublish/gb/paper148/20011205/class014800003/hwz552036.htm>
<http://www.legaldaily.com.cn/gb/content/2002-01/19/content_30710.htm>

16) 베이징리뷰 2002년 3월 25일<http://www.beijingreview.com.cn/2002-14/flg14-1.htm>

17) 뤄간 2002년 9월16일“CCP정치법사위원회의 국가TV원격회의에서 한 연설
<http://news.21cn.com/domestic/guoshi/2002-09-16/769785.html>

18) 뤄간 2003년 1월 17일 “중앙 집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http://news.eastday.com/epublish/gb/paper148/20010121/class014800018/hwz296660.htm


6.3 리란칭, “610 사무실”의 장이며 전 공산당 정치사무국위원회 수석위원 

□ 2001년 2월 <인민일보> 인용:

“리란칭 중국 부총리는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룬궁과 단호하

게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위의 당 조직과 당원, 인민들을 방문했다. 그는 당과 정부의 7개 부서

가 파룬궁 사교와의 전쟁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110개 조직과 271명의 개인을 찬양하기 위

해 베이징에서 조직한 성대한 모임에 참석했다.”19) 

□ 2001년 2월 <인민해방군보> 인용:

“마침내 리란칭은 지도자와 간부, 대중들이 ‘파룬궁’ 문제의 심각성, 복합성, 강도, 그리고 이 투

쟁의 장기화 속성을 완전히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가서 그들의 이해 정도를 높여, 효과적

인 조치를 취해 ‘파룬궁’ 사악한 사교에 대한 투쟁에서 일을 잘 할 것을 희망했다.”20)

□ 2001년 7월 <법률일보> 인용:

 “동지들이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국가 안정과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더 심도 있게 파룬궁 사악한 사교를 폭로해야 한다.21)

□ 2001년 6월 CNN에서 인용:

“리란칭 중국 부총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권을 확보한 일을 두고, 중국의 혹독한 사회 안정 유

지 정책에 대한 서방세계의 승인이라는 식의 암시를 했다. 월요일 사악한 사회 행위에 대한 전

시회 관람 중, 리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정, 진보, 경제적 번영,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 부총리는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파룬궁과 싸우는데 노력을 배가하라고 주문했다.”22) 

“베이징은 유사불교 종파인 파룬궁에 대한 전쟁을 ‘장기적인 투쟁’으로 분류했다." 안전부문과 

밀접한 한 소식통은 이는 파룬궁 운동은 가까운 시일 안에 없앨 수 없다는 당지도부의 간접적인 

시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공무원에 대한 내부 보고서에서 법집행 고위간부는 ‘사교’와 싸

우는데 뜻 깊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부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천안문 광장에서

의 눈에 띠는 항의는 막았지만, 그것은 지하로 들어가 안정에 큰 위협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http://www.zhengqing.net.cn/2003-01/17/content_1897223.htm>

19) 2001년 2월 26일 인민일보 "2001년2월26일 인민일보, 부주석이 파룬궁에 반대하여 확고한 투쟁을
요구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0102/26/eng20010226_63448.html.>

20) 2001년 2월 27일 인민자유군보
<http://www.pladaily.com.cn/gb/pladaily/2001/02/27/20010227001010_TodayNews.html>

21) 2001년 7월 16일 신화뉴스 "리란칭은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룬궁의 더 깊은 속내를 드
러낼 것을 강조“ <http://www.legaldaily.com.cn/gb/content/2001-07/17/content_21031.htm>

22) CNN 소식은 ‘중국이 News 다루기 까다로운 메시지를 끌어당겼다’고 보도
<http://edition.cnn.com/2001/WORLD/asiapcf/east/07/17/china.falungong.willy>



[   ]

베이징의 한 안전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효과적인 ‘장기간의 투쟁’을 벌이기 위하여, 공산당 당

국은 ‘사교와 투쟁하는 선도그룹’을 설립했고, 상급 상임위원 리란칭이 우두머리가 됐다. 또 선

도그룹은 모든 성과 주요 도시에 반 사교 사무실을 설립했다. 또 성의 부지사와 부시장은 사교

활동을 단속, 탄압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부지사와 부시장들은 만약에  파룬궁 

활동이 그의 성이나 도시 내에서 억제되지 않거나, 또는  그의 관할 내의 수련자가 베이징에 잠

입하여 시위를 한다면 처벌 받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외지부를 포함하여 국가안전부와 정

보부는 활동적인 사교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할 것을 요구 받는다.23)

 

6.4 다른 중국 정부 관계 당국의  지령

□ 2002년 3월 11일 발견 즉시 파룬궁 수련자를 사살하라는  명령

“3월 5일 ‘무자비하게 [파룬궁 수련자를]죽이라’는 장쩌민의 명령이 있기 전에 중국 내부 보고

서는 경찰들이 이미 현수막, 포스터를 들거나 전단지를 나눠줄 때 발각된 수련자는  즉시 사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24) 

□ “통지: 7월 22일 민감한 시기에 파룬궁 추종자들이 베이징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모든 형

태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할 것”(2002년 7월16일)-“xxx시[소식

통 보호를 위해 도시 명 삭제] 610사무실 하위 요원들”에 대한 비밀 통지 인용.

모든 단위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할당된 임무를 결연히 수행해야 한다. 즉, 각 

조직과 개인에게  파룬궁 추종자들이 그들의 직장 단위를 떠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보장해야 

하는 임무를 맡겨, 엄격한 단속에 어떤 허점도 있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을 잡아서 저지시키는 일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에게 임무를 맡기는 정책뿐만 아니라, 임무를 맡은 지도자가 결과를 책

임지는 정책을 실행하여, 파룬궁 추종자들이 베이징에 가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일

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소속 직원이 파룬궁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베이징에 간 회사의 경우,  그 직원뿐만 단속을 

못한 관계자도 처벌을 받는다. 관련 당국과 책임자 모두 조사를 받고, 책임져야 할 결과가 정해

질 것이다.

□ 2003년 7월 파룬궁 박해 비밀문서 “읽은 다음 없애라” 

중국 허난 성 저우커우 시 관계 당국은 파룬궁 탄압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

다. 많은 관계 기관들이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 관한 최근 명령을 지원하고 수행하라는 요구를 

23) 2001년6월6일CNN의 Lam, Willy “중국이 파룬궁에 대한 장기전을 시작했다”
<http://www.rickross.com/reference/fa_lun_gong/falun227.html>

24) 파룬궁 정보센타에 의하면 중국최고위 관리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http://faluninfo.net/DisplayAnArticle.asp?ID=5414>



전했다. 고위계층들이 이메일을 통해 상부로부터 비밀명령을 받았는데, 그 메일에는 ‘읽은 다음 

없애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런 후에 그들은 그 명령을 명령체계 순으로 말로 전

했다. 그 비밀 명령이 작업 부대에 올 때쯤에는 “이전에는 사스 처리로 바빴지만 이제는 파룬궁

을 처벌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이 명령의 또 다른 함의는 파룬궁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법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25)

6.5 U.N.과 제3자 보고서

□ 판사와 변호사들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2005년 U.N.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2004년 10월 15일 다른 특별보고관 6인과 함께 “파룬궁과 다른 이교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억압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방한다”는 내용의 공동 긴급 탄원서를 중국 정부에 보냈
다고 밝혔다. 6인의 U.N.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다:

-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재판을 거치지 않은 즉결 혹은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됐다:

“지난 5년간,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수백 건의 주장에 대해 특별보고
관은 주의를 기울여왔다.
[...]
특별보고관은 소위 ‘이단조직,’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학대, 고문, 적절한
진료 부재, 성폭행, 사망,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
다. 이러한 주장들은 파룬궁과 같은 특정단체를 겨냥하여 당국이 의도적이며 제도적인 정책
을 펴고 있음을 반영하므로, 이에 대해 보고관들은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의 한 분석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조직적 체포와 구금과 같은 인권탄압은
이 단체에 대한 탄압 양상의 일부라고 한다.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벌금을 지불하고
풀려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구금당해 학대 받으며, 파룬궁을 포기하라고 강요받는다. 이
를 거절한 사람들은 노동교양소로 보내지는데, 그곳에서 고문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른다고 보고됐다.

기소될 때 죄명에는 ‘사회질서 혼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집회,’ ‘국가기밀 절도 및 누설,’
‘이단조직을 이용한 법질서 훼손’과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 입수한 정보들에 의하면 기소
된 사람들은 불공평한 재판을 받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장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999년 11월 5일 인민대법원에서 나온 통지는 ‘이단조직죄’로 기소된 사람들,
‘특히 파룬궁’을 재판에서 ‘무겁게’ 처벌하여, 법원의 ‘정치적 의무’를 다하고, ‘정치위원회 지
도’ 아래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26)

25) Clearwisdom.net. “파룬궁 탄압의 비밀명령서에 “읽은 후 증거를 없애라” 2003년 7월 3일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3/7/12/38033.html>

26) U.N. 인권임무;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린드로 데스포이.
(E/CN.4/2005/60/Add.1, 3월 18일, 2005)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5/lawyer_chn.pdf)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5/lawyer_chn.pdf


□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2005년 U.N. 보고서 :

"56. 보고서는 파룬궁 탄압 캠페인이 중국전역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수한 정보
에 의하면, 정부 관리들은 파룬궁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구금기간 동안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대우를 받
은 수련자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도 보고됐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
에게 행정적 구금, 즉 노동을 통한 재교육(RTL)은 계속하고 부과되고 있다. 보고된 바에 의
하면 RTL은 기소나 재판, 또는 법원의 심사 없이 1년에서 3년 동안 구금당하는 것을 포함
하며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 RTL형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없고 자신을 변
호할 심리 과정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

61.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전담사무실을
설립, 창립일을 따서 ‘610 사무실’로 불렀고, 후에 “사교 방지및처리국가위원회”로 공식적으
로 명명했다. 이 조직은 파룬궁과 다른 ‘이단조직’을 억압하는 임무를 법테두리 밖에서 수행
했다. 보고서는 파룬궁이 공식적으로 1999년 7월 22일에 인민국의 결정으로 금지됐고 그 이
후에 정부와 사법계통에서 여러 차례 결정, 통지, 규제와 법률적 해석들을 공포해 파룬궁을
포함한 ‘이단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을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
63. 다른 보고서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01년 2월 고위층 중앙노동회의 개최를 요구했
다고 밝혀졌다. 이 회의의 목적은 모든 대학, 공기업, 사회단체에서 ‘반 사교 전담반’을 구성
해서 ‘610 사무실’을 보강하고 파룬궁에 대한 지방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라고 한다.27)

□ 미 국무부 세계종교자유에 대한 2005년 보고서 중 중국부문에서 인용: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교”로 분류된 그룹, 기독교 단체, 특히 파룬궁을 계속 억압했다. 파
룬궁 수련자들이 계속해서 체포, 구금, 구속 당하고 있고 고문과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는 신
뢰할 만한 보고서가 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자들은 때로는 감옥, 노동교양소, 초법
적인“사법교육”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다. 이 보고서에 다룬 기간 동안 중국 내 파룬궁
지지자들의 공식적으로 드러난 활동을 거의 없었는데, 아마도 정부의 파룬궁 탄압 강도가
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610 사무실’의 초법적 활동은 파룬궁 수련자 학대 의혹과 관련
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

II. 종교자유의 현황

합법적/정치적 테두리

정부는 [ ] 파룬궁을 포함 [ ] “사교”로 정한 모든 단체들을 금지시켰다. [...] 1997년 수정된
형사법이 발효된 후에, 승인받지 못한 사교와 종교단체에 가입한 범죄는 사회질서를 혼란
죄로 분류됐다.
파룬궁 정신운동을 포함한 사교에 대한 금지조치는 1999년에 시작됐다. 형사법 제300조에는

27) U.N. 인권위원회;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Asma
Jahangir. (E/CN.4/2005/61/Add.1, 2005년 3월 15일)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간행물을 배포한 ‘사교’ 구성원은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사교’ 지도자와 모집원은 7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

종교자유의 제한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간 동안,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존중 정도는 낮은 상
태였다. 특히 미등록 종교단체와 파룬궁과 같은 정신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낮은 상태였다.
[...]

정부는 등록된 단체의 성직자들과 지도자에게 정치적 요구를 했다. 예를 들면, 당국은 성직
자들에게 정부정책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거나 파룬궁을 비난할 것을 요구했다. 신장과 티벳
자치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당국은 성직자가 애국교육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정신운동과 “사교” 일반을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억압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파룬궁 정신운동을 꾸준히 억압하고 있었다.
2004년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활동보고서에서 정부는 파룬궁을 포함
한 사교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
문당하고 사망에 이른다는 신뢰할만한 보고서들이 있다.

종교자유에 대한 억압

[...]

미국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 의하면 1999년 이후, 10만 명이 넘는 수련자들이 파룬
궁 수련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데, 그들은 파룬궁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인정하거
나, 그 단체 창시자를 비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금됐다. 그 단체는 수련자들이 과도한
폭력과 가혹 행위, 구금,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구금기간 동안 아이들을 포함하여 그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2003년 파룬궁 수련자 류 청준은 지린성 구금 당시
학대받다가 사망했다. 몇몇 외국인 참관자들은 강제노동교양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25만
명 중 최소한 절반이 파룬궁 수련자라고 평가한다. 파룬궁 측은 구금자 수가 더 많다고 평
가한다.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노교소에서 형기를 마치자 마자, 또 일종의 행정구금
형태인 사법교육센터에 감금됐다.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사법 교육”센터의 존재를 부정했
다. 파룬궁 수련자들에 의하면 수백 명의 수련자들이 정신병치료기관에 수감됐고 그들의 의
지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전기충격을 받았다.

2004년 12월, 베이징 한 변호사가 파룬궁 관련 사건에서의 법적 남용을 부각시킨 공개서한
을 국가인민회의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2004년 4월 허베이성 스자좡 출신 황웨이의 구속과
연이은 행정판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610 사무실로 알려진 사법부의 특별 사무실
에서 파룬궁 사건이 어떻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벗어나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서한
에서 현재 진행 중인 파룬궁에 대한 캠페인에서 학대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언급됐다.
공개서한이 발표되자 황씨의 부인이 실종됐고 그녀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해외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정부 캠페인과 관계된 중국 외교관과 다른 전직 관료들의 신변보호요
청은 610 사무실이 해외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찾아내 강제적으로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의혹과 함께 610 사무실의 초법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던지며, 더욱 면밀한 검토
가 요구되고 있다.28)

28) 국제 종교자유 미국 주정부 2005년 중국 보고서, 2005년 11월 8일



□ 미 국무부 2005년 중국인권 보고서 :

제2부 시민의 자유 존중:

c. 종교의 자유

정부의 종교자유에 대해 존중 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 “사교”라고 정한 집단과 특히
파룬궁 정신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
법적으로는 종교인들이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산당 당증은 정부, 공
기업, 많은 공공단체의 거의 모든 고위층에게 필수적이다. (역주: 조사)당해에 공산당원들은
다시 당원자격과 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산당원들은 되풀이해서
종교신앙자는 공산당원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해방군대의 일상생활 규율에
서 군인들은 “종교 또는 미신 활동에 가담하지 말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파룬궁을
믿는 공산당원과 인민해방군 군인들은 조직에서 추방당했다.
[...]
1999년 정부가 파룬궁을 금지시킨 이후, 수련자가 단지 가르침을 믿는 것만으로도(심지어
교리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을 잃거나, 투옥되는 처벌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됐다. 구금됐던 수많은 수련자들이 풀려났지만 그 중에서 많은 수련자
들은 다시 구금되었고 수 천 명이 노동교양소로 보내졌다고 보고됐다. 정부는 “핵심 지도
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특히 심하게 다뤘다. 12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국가 안전 위
협”이란 죄목으로 형을 받았으나, 1999년 이후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대부분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종파를 조직 또는 이용해 법집행을 방해한 죄”라는 다소 완화된 죄명으로 형을
받았다. 스촨성 루저우 출신 완 유주, 량 휘가 당해에 이 죄목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부분
수련자들은 행정적으로 처벌받았다. 베이징 출신 류 야원, 산둥 출신 정 뤼환, 류 잉란은 파
룬궁 활동으로 행정적으로 구금됐다고 보고됐다. 일부는 노동교양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된 후에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수련자를 ‘복귀’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
립된 구금 시설로 보내졌다. 또 수백 명 파룬궁 수련자들은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해외단
체들은 말한다. (참고 1.d)

당해에 파룬궁 수련자들이 공안과 다른 안전부문 관리들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
계속 제기됐다. 해외에 있는 수련자들은 2천 명 정도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평가한다.(참고
1.c) 공안은 지금 수련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련했던 사람들까지 계속 체포해 노
교소로 보냈다. 공안들은 파룬궁 수련자 체포에 대한 할당량을 가지고 있어, 파룬궁수련자가
더 이상 수련을 하지 않아도 잡아들여 수를 채웠다고 보고됐다. 정부는 고압적인 전략과 반
파룬궁 강제교육을 시켜 수련자가 파룬궁을 포기하도록 했다. 심지어 항의하지도 않았고, 믿
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수련자들도 강제로 반파룬궁 수업을 받거나 노교소로 곧바
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부 경우 구타와 고문을 받으며 믿음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
했다.29)

□ 2006년 1월 9일 온라인 정보(Intelligence Online)에서 인용:

“중국 공안부 부장 류 징은 2008년 올림픽게임 전에 불•도가에 속하는 파룬궁(정신단체)을

(http://www.state.gov/g/drl/rls/irf/2005/51509.htm)

29)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 2005년 보고서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5/61605.htm)



근절 시키는 일을 위임 받았다. [...] 공산당은 모든 국가 공안계통이 610 사무실을 도와야
한다는 지령을 내렸다.”30)

부록7.파룬궁에대한육체적박해

7.1 UN보고서

□ 2003년 12월 재판을 거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사형집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
고서:

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구금 중 사망한 사건들에 대해 놀라워한다. 보고서에는 구금자들, 특

히 많은 수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진료도 거부된 채 잔학 행위의 결과로 사망하는 끔찍한 상

황이 기술되어 있다. 보고된 고문 행위의 잔인성과 야만성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와 관련해 특별보고관은 수많은 진술서와 긴급 호소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결의안 663 C

(XXIV-1957.7.31) 및 2076(LXII 1977.5.13)31)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따라

수감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 2003년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WGAD)이채택한의견보고서

“29. [파룬궁 수련자들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과 관련해 수감된] 검토한 사건에 관한 한 파룬

궁이 폭력적인 신앙이란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계인권선언 18조 신앙에 대한

자유와 19조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수련은 보호받아야만 만다.

30. [중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교양 처벌이 법정에서 언도하는 징역형보도 보다 나은 가

능성을 제공하는 더 호의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실무그룹의 의견으로는 이 처벌도 여전히

행정처분에 의한 자유의 박탈에 해당하며, 실무그룹이 1993-04(참조/CN.4/1993/24, chap. I

I)32)를 고려해 보건데 그 성격 또한 자의적일 수 있다.

30) 온라인 정보 intelligenceonline.com, “베이징이 어떻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나?”2006년 1월 9일
(http://www.fofg.org/news/news_story.php?doc_id=1225)

31) U.N. 인권위원회; 사법기관 외 불법집행에 대한 U.N. 특별조사 보고서, Asma Jahangir
(E/CN.4/2004/7), 2003년 12월 22일

32) U.N. 인권위원회; 불법구금에 대해 실무진이 채택한 의견 (E/CN.4/2004/3/Add.1), 2003년 11월
26일 (파룬궁 인권 실무진 “2004년 파룬궁의 중국탄압에 대한 UN 보고서”: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4/UN2004.pdf)

http://www.fofg.org/news/news_story.php


31. 중국방문 보고서에서(E/CN.4/1998/44/Add.2, para. 95) 실무그룹은 노동교양처분이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했다. [파룬궁 수련자] 사건의 경우, 구금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유

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조치에 해당된다.

□ 판사와변호사의독립에관한2005년UN특별보고관33)

참조: 부록A- 파룬궁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과 지시

부록C.4-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한 박해

□ 2005년 종교및신앙의자유에관한UN특별보고관34)

참조: 부록A- 파룬궁에 관한 중국정부의 정책과 지시

□ 2005 고문에관한UN특별보고관-중국관련조사보고서

10.그러나 특별조사관은 공안과 안전부 요원들이 사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방해 또는 제한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방문초기에 조사팀은 베이징 호텔과 주변에서 미행

당했다. 더구나 수많은 희생자, 가족, 변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공안에게 감시당하고

협박을 받았으며 특별조사관을 만나지 말라고 명령받았고 또는 만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제

재를 가했다.

40. 특별보고관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전임자들이 중국 내의 고문과 다른 형태의 학대와 관

련된 많은 중대한 의혹들을 접수했고, 중국 정부 측에 논평을 얻기 위해 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고관은 이 정보가 반드시 그 국가의 고문과 학대 현황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보고관에게 제출된 정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고된 의혹의 수와 일관성으로 볼 때 일정정도 정보를 제공한다

고 볼 수 있다.

41. 2000년 이후 특별보고관과 그 전임자는 314건의 고문사례를 중국정부에게 보고했다. 이

사례들은 1,160명에 해당한다.

[각주 49 : “이에 덧붙여 2003년 접수한 사례에는 수천 명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고문과 박

해 혐의가 상술됐음에 주목하기 바람 2003 (E/CN.4/2003/68/Add.1 para. 301) ”] [...]

42. 다음 도표는 고문과 박해로 인한 희생자들의 유형을 나타낸다.

33) U.N. 인권위원회;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서, Leandro Despouy.
(E/CN.4/2005/60/Add.1, March 18, 2005)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5/lawyer_chn.pdf)

34) U.N. 인권위원회; 종교, 믿음의 자유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 Asma Jahangir. 

(E/CN.4/2005/61/Add.1, 2005년 3월 15일)

희생자 비율(%)

파룬궁 수련자     66



45. 고문 방법은 방망이와 곤봉으로 구타, 전기봉과 담뱃불로 지지기, 눈 가리고

덮어 씌워 질식시키기, 간수가 동료 수감자들을 시켜 구타하기, 장기간 수갑이나 쇠고랑 채

우기, 물구덩이나 시궁창에 담그기, 폭염이나 혹한에 노출시키기. 장기간 쪼그려 앉히기, 엎

드려 있게 하기, 장기간 독방에 가두기, 때로는 팔뚝에 물건을 매달고 선채로 고통주기, 수

면, 물 또는 음식물 박탈, 치료방치, 극심한 노동, 수갑을 채워 매달기 등이 있다. 일부 고문

의 경우 사용된 방식에 따라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호랑이 의자'는 몇 cm 높이

밖에 안 되는 작은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자세를, ‘비행기 거꾸로 타기'는 다

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숙이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을 치켜 든 자세를, ‘독수리 기절시키

기'는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행동을 지칭한다. 고문 형태 중 일부는

중국 학계가 수행한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 [각주 51: 천윈성, 인권과 법치를 향하여 - 반

고문 분석.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 2003년 9월 초판] 그의 임무기간 중 받은 정보에 기초하

여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많은 방법이 중국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록2:구금시설-개별사례

III.베이징시립여자노동교양소(2005년11월25일방문)

10. 특별보고관은 이 시설의 전체적인 상태는 만족할 정도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나 보고

관은 수감자의 독방 감금기간이 장기인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방문 기간 중 그는

10개의 작은 독방이 있는 ‘집중훈련’ 구역을 시찰했으며, 감옥 관계자로부터 최장 감금 기간

이 1주일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기록을 살펴본 결과 보고관은 2005년 1월 1일과 11월 24일

사이에 6명이 독방에 감금됐는데 3명은 60일, 나머지는 27일 감금됐던 사실을 주목했다. 또

한 수감자들은 감금 6개월까지 파룬궁 포기각서를 쓰지 않은 수련자는 '전향'할 때까지 ‘집

중훈련’ 구역으로 보내진다고 진술했다. 이전에 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곳을 '집중고문구역'으로 부른다고 언급했다.

11. 특별보고관은 대다수 수감자가 대화를 거절했으며, 다른 수감자들은 절대적인 비밀유지

를 요구했다. 특별보고관과 기꺼이 공개적으로 대화한 유일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2. 양위밍 여사, 파룬궁 수련자. 2005년 4월 14일 '사회질서 교란죄'로 수감됐다. 그녀는 수

감 중 처우가 ‘극히 양호'하다고 피력했다. 그녀는 공부시간을 배정받았고 운동도 할 수 있

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교소 수감은 처음이며, 그때까지 학대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수감자 대다수가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말했다.35)

위구르인

윤락여성

티베트인

인권운동가

정치범

기타(AIDS/ HIV환자, 종교인)

    11

     8

     6

     5

     2

     2



파룬궁수련자에대한학대와고문사례를기록하고이런보고가증가하고있다는우려를표명한

다른UN보고서는다음과같다(이문서들에만한정되진않음)

□ 달성 가능한 최상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2005
년 2월 2일)

9 [...] 톈 씨, 40세. 보고에 의하면 랴오양 시 화쯔 감옥에 수감되었다. 핑산 법원에서 파룬

궁을 수련했다는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톈은 2003년 7월 20

일 단식항의를 시작했으며 강제 음식물 주입을 당했고 치료를 거부당했다. 차오지광, 35세,

파룬궁을 수련한 죄로 쓰촨성 광위안 감옥에 수감되어 5년 형을 언도받았다. 단식항의 중

감옥 의사에게 강제 음식물 주입을 당했는데 의사는 명백히 상해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튜브

를 기관지에 삽입하고 끄집어내길 반복했다. 강제 음식물 주입 전에 간수는 어떤 도구로 그

의 입을 벌렸는데, 이 때문에 구강 내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른4명의파룬궁수련자경우요약]36)

□ 고문과다른잔혹하고반인륜적이며굴욕적인학대와처벌에관한특별보고관보고서(2005
년3월30여사)

226.[...] Z.Y에 관한 의혹, 4세. 2004년 1월 1일, 이 아이는 충칭시 퉁난현 쯔퉁 집에서 퉁난

현 공안국에서 나온 4명의 공안에게 끌려갔다.(그중 1명은 특별조사관에게 알려진 인물)

아이의 부모는 파룬궁 수련자라는 이유로 이전에 체포되었다. 2002년 2월, 부친 장훙쉬는 시

산핑 노동교양소로 보내져 고문으로 코가 부러지고 이가 빠졌으며 갈비뼈가 상했다. 그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감금되어 있다. 2003년 12월 23일, 아이의 모친인 우융메이는 구

금되어 고문당했다. 단식 항의 54일 만에 석방되었다. 풀려나자 딸을 찾기 시작했으나 그 후

그녀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234. 선리즈, 33세, 선양시, 그의 아내 뤄팡, 쓰촨성 러산시. 2002년 2월 1일, 75번 버스 안에

서 청두시 잉먼커우 파출소 소속 공안에게 체포당했다. 공안은 체포 당시 이 두 사람이 파

룬궁 박해에 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청두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선리즈는 체포된 후 고문을 받고 2002년 3월 3일 오후 칭양구 인민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은 1년 후인 2003년 3월 3일에 그의 부모에게 사망사실을 알렸다. 뤄팡은 체포당시 임신 8

개월이었으나 610사무실 관리가 강제로 낙태시켰다. 2002년 5월 8일 그녀는 석방되었으나

12월 5일 다시 체포되었고 고문을 당했으며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 8월부터 청

두시 룽취안 훙안현 촨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35) U.N. 인권위원회;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 비열한 처우 형벌에 관한 특별조사보고서, Manfred
Nowak, 중국으로의 미션 2005년 11월 20일 - 12월 2일 (E/CN.4/2006/6/Add.6), 2006년 3월 10일.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hr/docs/62chr/ecn4-2006-6-Add6.doc)

36) U.N. 인권위원회; 누구나 심신의 최고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특별조사관 보고서, Paul Hunt 

(E/CN.4/2005/51/Add.1), 2005년 2월 2일.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_images/Health_chn.pdf)



[약 40명의 다른 파룬궁 수련자 사례 요약 리스트]37)

□ 의사표현의자유권에관한보고(2005.3,29)38)

□ 여성에대한폭력,그원인과결과에관한특별보고관조사보고.야킨에어튜르크(2005.3.1
8)39)

7.2미국부부,국제사면위,기타제3자보고서

□ 미 국무부1999년인권침해에관한국가보고서-중국40)

"보고에 의하면 11월 30일 부총리 리란칭은 공산당 당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7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파룬궁 수련자 35.000명 이상이 공안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고 밝혔다."

□ 2001년7월호주ABC뉴스보도

"중국 당국이 또 다른 파룬궁 수련자 집단자살이 발생했다고 말한 후에 인권단체들이 중국

에 300개 이상의 노동수용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 15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 수련자 사망 보도로 다시 중국 인권문

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홍콩에 기반을 둔 파룬궁 지지단체들은 최근 발생한 [이

비극에 대한] 소식이 봉쇄됐다고 말한다. 그들은 헤이룽장성 수용소 내에서 간수가 수련자

들을 고문하여 죽게 했다고 주장한다. 2주 전에 사망한 15명 중 몇 사람의 가족은 시체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게 사망 후 즉시 소각되었다고 말한다. 한 가족은 수용소에 도착하자

간수가 그들 모친의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건넸다고 말한다. 파룬궁 수련자가 전체 노교소

수감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처분은 법적인 근거나 법원의 판결 없이 결정된

다.”41)

□ 미국 2005년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보고-중국

1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다음과 같은 사항의 부재(不在):

37) U.N. 인권위원회; 고문과 잔혹, 반인륜 ,불명예스러운 대우, 처벌에 관한 특별조사관 보고, Theo van 

Boven (E/CN.4/2005/62/Add.1), 2005년 3월 30일.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_images/torture_chn.pdf)

38) U.N. 인권위원회; 의사 표현 자유의 권리에 관한 보고 (E/CN.4/2005/64/Add.1), March 29, 2005.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_images/Expression_chn.pdf)

39) U.N.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조사보고, 그 원인과 결과, Yakin Ert?k 

(E/CN.4/2005/72/Add.1), 2005년 3월 18일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_images/Violence_against_Woman_chn.pdf)

40) 미국 1999년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보고 - 중국, 2000년 2월 23일
(http://www.state.gov/g/drl/rls/hrrpt/1999/284.htm)

41) 호주 방송협회, “중국의 파룬궁 재교육수용소 철회에 대한 요구” 2001년 7월 4일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1/7/5/11922p.html)



c. 고문과 다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굴욕적인 학대와 처벌

11월 방문 이후, UN 고문 관련 특별보고관 만프레드 노왁(Manfred Nowak)은 비록 그 양

과 가혹한 정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고문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주먹,

몽둥이, 그리고 전기봉을 사용한 구타가 가장 일반적인 고문이라고 보고했다. 담뱃불로 지지

거나, 간수가 동료 수감자를 시켜 구타하게 하거나, 물이나 오물 속에 집어넣는 고문 등도

보고 되었다. 노왁(Nowak) 보고관은 또 많은 수감자들은 아주 힘든 자세를 장시간 취해야

하며, 사형수들은 하루 24시간 족쇄와 수갑이 채워져 있고, 수감자들이 자백할 때까지 그들

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학대방법이 고안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조치는 소용이 없었다. 노왁 조사관은 가정교회 신도, 파룬궁

수련자, 티베트인, 위구르 수감자 들이 고문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1999년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이래, 구치소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방치되어 사망한 파

룬궁 수련자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참고: 섹션 2.c) 10월, 보고에 따

르면 지린성 창춘시 파룬궁 수련자 류보양과 왕서우후이가 경찰에 의해 고문당한 후 구치소

에서 사망했다.

[...]

이 해에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해 정치적,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보내진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섹션 1.d를 볼 것) 보고에 따르면 일부는 전기 충격을

당했고, 정신과 약을 강제로 투약 당하기도 했다.

감옥과 구치소 상황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150만 명을 수감하고 있는 700개 이상의 감옥을 관리하고 있

다. 또 30개 정도의 미성년자 감옥에 대략 2만 2천명의 미성년 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다. 또

한 국가에는 수백 개의 구금센터가 있는데, 안전부에 의해 운영되며, 사법체계와는 분리돼

관리된다.(참고: 섹션 2.d)

[...]

정치범과 일반 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주 가혹하며 열악했

다. 노동교양소와 같은 행정 구금시설의 상황은 감옥과 비슷했다.

[...]

관리들은 처형된 죄수들이 장기이식을 위한 공급원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장기

기증을 규제하는 어떠한 국가 법률도 없고, 장기이식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형수 장기가

사용되는지 신뢰할 만한 통계도 없다. 그러나 위생부의 한 지령에 인체조직 및 장기의 매매

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2003년 이식수술 전문의들은 [장기] 주공급원이

사형수들의 자발적인 기증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사형수나 그 친척들로부터

의미 있는 내지 자발적인 동의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

일부 구치소에서는 성적, 육체적 학대와 강탈이 보고 되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경찰이 여



성 수련자들을 강간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11월 허베이성 툰저우 둥청팡진 경찰서에 구

류 중인 두 여성이 강간을 당한 사건도 포함된다.

[...]

감옥과 노교소에서 강제노역은 일반적이다. 미성년자들은 시설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들과 분리 수감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실제로 일부 아이들은 부모 없이 성인들과 함

께 수감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다.(1.d와 6.c 참조)

정부는 일반적으로 감옥이나 노동교양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

다. 수감자들은 국제인권조직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d. 자의적인 구류와 감금

[...]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의 340개 노동교양 시설에는 모두 30만 명을 수

용할 수 있다. 게다가 마약과 매춘에 대한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마약사범과 매춘 사범을

위한 특별 행정 수감구금시설 숫자는 급속히 증가되었다. 2004년에는 이들 시설에서 35만

명 이상을 수감했는데, 2002년의 세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정부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 청원

자, 노동운동가 및 기타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

당해에 자의적인 구금과 체포 특별 대상은 이전 및 현 중국민주당원, 파룬궁 수련자, 국내외

언론인, 미등록 종교 인사, 정치범과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

체포와 감금

[...]

노동교양 시스템은 비사법적인 심사단인 경찰과 노동교양 위원회라는 지역 관계당국이 사람

들을 감옥과 같은 시설에 3년까지 수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감자 형

기를 1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피고는 법적으로 노동교양 처분에 대해 법원 행정 기소법

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참조: 섹션 1.e) 그들은 처분에 대한 감형 내지 유예를 구하기 위

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가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 당국은 노동교양을 마쳤으

나 계속 구금을 원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특별한 형태의 재교육센터에 다시 구금한다.

[...]

해외 조사자들에 의하면 중국에는 공안부가 직접 운영하는 20개의 안캉(ankang) 시설(정신

이상 범죄자를 위한 극비 정신병원)이 있다. 반체제인사, 완강한 청원자 등이 정신병자들과

함께 이런 시설에 수감된다. 보고에 의하면 이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그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약이 투여되고 강제로 전기충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안캉(ankang) 정신병원에 사람을

수용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신뢰할 만한 보고에 의하면 많은 정치가, 노동조합원, 지하

종교 신자, 반복적으로 정부에 청원을 하는 사람들, 금지된 중국민주당 당원,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이 그러한 시설물에 투옥됐다.“42)

□ 중국에 대한 2005년 앰네스티 국제보고

42) 미국 2005년 인권침해에 관한 국가보고-중국, 2006년 3월 8일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5/61605.htm)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5/61605.htm


“여성에 대한 폭력

많은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수감된 여성들은 강간과 성적학대와 같은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정신적, 종교적 단체에 대한 탄압

파룬궁은 주요 탄압 대상이며, 보고에 의하면 많은 자의적인 구금이 발생하고 있다. 감금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나 재판도 없이 노동교양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구금 기간에 그들

은 특히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고문과 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다른 이들

은 감옥이나 정신 병원에 갇혀 있었다. 해외 파룬궁 자료에 의하면, 1999년 금지된 이래, 파

룬궁과 관련되어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대부분 고문과

학대의 결과로 사망했다.

고문, 자의적인 구류와 불공정한 판결

고문과 학대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기관에

서 고문과 학대가 계속 발생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로 차기, 구타, 전기충격, 팔을 매

달기, 고통스러운 자세로 족쇄 채우기, 수면과 음식에 대한 박탈 등을 포함한다.43)

□ 파룬궁에 대한 미 하원의원 만장일치 결의안 제188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수련을 금지했고, 이 수련과 그 지지자들을 체계

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다.

박해운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 발동되었고, 정부 관료와 모든 각급 경찰들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중국의 사회 각 요소, 정부의 모든 계층으로 스며들었다.44)

□ AFP 기사보도

“일요일 28세의 한 중국 변호사가 파룬궁 금지령에 계속 항의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작년

‘사교’로 불법화된 파룬궁을 지지하다 네 차례나 체포됐었다. 잭(Zak)이라는 이름의 변호사

는 AFP에 ‘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체포된다면 노동교양소에서 2,3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항의는 절

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잭은 일요일 1,000여 명의 불교 신도들과 함께 베이

43) 국제사면위원회 2005년 보고서 (http://web.amnesty.org/report2005/chn-summary-eng)

44) 미 하원 만장일치 결의안 188; 2002년 7월 24일 미 하원 투표에서 중국정부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해야하는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420-0)로 통과되어 국회의 입장을 밝혔다.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7:hc188:), 

(http://faluninfo.net/DisplayAnArticle.asp?ID=5983)

http://thomas.loc.gov/cgi-bin/query/z


징 천안문 광장에서 구금됐다. 그러나 동료들이 그가 있던 경찰차로 쇄도했을 때 국경일 행

사 군중 속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잭은 정부가 최근 북서지방과 중국 북동지방에 각각 5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강제수용소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은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감금되어 있으며, 경찰은 수련자 그룹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적으로 그들을 구타한다고 한다.”45)

□ 저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은 중공 고위관리들에게 보내는 일련의 공개편지에서,
그가 박해조사에서 찾아낸 사실들을 공표했다. 정부는 2005년 11월에 발표된 그의 두 번째
공개편지 이후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다음은 2005년 12월에 쓴 그의 세 번째 공
개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46)

“경찰은 담배꽁초로 나의 등을 태웠는데,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

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찬물을 끼얹어 저를 깨웠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촛불로 제 등을 태웠

습니다. 그들이 제 등의 피부를 태운 다음에는 그 부위에 뜨거운 왁스를 부었습니다. 제 몸

은 고통으로 끝없이 전율을 했고 소스라쳤습니다.”

“하루 밤 동안의 고문으로 제 몸에 성한 피부가 하나도 없어서 경찰들은 제 음부를 전기봉

으로 지지기 시작했고 제 성기를 찔렀습니다. 쇠막대기로 성기를 때렸을 때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긴 전기봉을 그의 엉덩이에 찔러 넣고 그의 내장에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류하이보(Liu Haibo)는 그 곳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대장은 수감자들에게 부러진 자루걸레 막대기 끝의 뾰족한 부위로 그녀의

부어 있는 성기를 찌르도록 했습니다. 이 고문으로 왕(Wang) 양의 성기에서는 피가 끊임없

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복부와 성기는 부어서 바지를 입지도, 앉을 수도, 소변을 볼 수

도 없었습니다. 성 고문을 당한지 두 달이 지나서도 왕(Wang) 양은 여전히 똑바로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 역시 불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수감자들이 처녀에게도 똑같은

고문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7.3 명혜망과 기타 파룬궁 보도

□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난민 보호 부서) 톰 핑크니(Tom Pinkney) 판사의
2005년 4월 21일 판결, TA2-27040에서 인용

일반적으로 명혜망(별칭: 밍후이)과 같은 파룬궁(파룬따파) 사이트는 국제 앰네스티

45) 정견망, 위기소식 게시 #61, "중국 변호사가 중국정부 정책이 불법이라고 비방하다; 베이징 

구치소에 대한 경고, Oct 1 (AFP)," 2000년 10월 3일 

(http://clearwisdom.net/emh/articles/2000/10/3/6639.html)

46) 대기원, “왜 중국의 정상급 변호사가 중공과 결별하는가?: 가오즈성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보낸 3번째 편지” 2005년 12월 16일.  

(http://www.theepochtimes.com/news/5-12-16/35876.html)



(Amnesty International)나 인권 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같은 저명한 비정부기구

(NGO)에서 보도하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다.

중국당국의 계속되는 인권유린으로 인해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쉽게 검증되지 않지만, 파

룬궁 웹사이트와 NGO 단체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자세한 보고를 하고 있다.

* (원문 각주번호 20) Supra, footnote 10, Exhibit R-7, items 2.3 and 2.2 respectively. (문

서 복사본 있음)

□ 파룬궁 명혜망 웹사이트에서 인용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99년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7년 동안 30개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2898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의 공

식 내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 2001년 말까지 체포된 후 사망한 수련자 숫자는 1,600명에 달

했다. 게다가, 최소 6,000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10만 명 이상의

수련자가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수천 명의 수련자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져 중추

신경계통을 손상시키는 주사를 맞는 고문을 당했다.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지역 세뇌반

에 강제로 보내져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많은 수련자들은 심한 구타를 당하고 소위

“법의 집행자“들에게 많은 돈을 갈취 당했다.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박해로 인해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만 하고

있을 때, 수백만 파룬궁 수련자들의 가족, 친척, 선량한 친구, 동료들마저도 책임을 추궁당해

여러 가지 정도로 세뇌를 당한다.”47)

“공안국은 10월 4일 내부회의를 열고 10월 5일에 만 명의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갈 것

이므로 각급 경찰들이 경계해야 된다고 했다. 천안문 광장에서 10월 5일에 체포된 수련자들

은 베이징에 있는 마약 치료센터에 수감되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그 수련자들은 나중에

먼 외딴 신장(Xinjiang) 지역에 건설된, 파룬궁 수련자 전용구금시설로 이송될 것이라고 했

다.”48)

“선양시 룽산 수용소 간수는 36세의 파룬궁 수련자 가오룽룽(Gao Rongrong)의 얼굴과 기타

신체 부위를 거의 일곱 시간 동안 전기봉으로 감전시켜 얼굴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49)

□ 파룬궁 인권실무그룹(FGHWG)에서 인용

“2000년 6월,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18명의 여성 수련자들은 발가벗긴 채 난폭한 남자 범

47) 정견망(Clearwisdom) 

(http://www.clearwisdom.net/emh/special_column/death_cases/death_list.html#outline)

48) 정견망, "[베이징] 수련자들이 천안문에서 10월 5일 체포되었고 마약치료센터에 구금되었고 

신장지역에 새롭게 건설한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다.” 2000년 10월 6일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0/10/9/6568.html)

49) 정견망, "롱산 수용소에서 대법 수련자 가오룽룽 안면을 서너 시간 동안 전기봉으로 감전시켜 

그녀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2004년 7월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7/12/50141.html)



죄자들이 있는 감방에 던져져 강간과 학대를 당했다. 굴욕감을 주기위해 수련자들을 발가벗

긴 채로 비디오 모니터 앞에 서 있게 하고, 장시간 눈 위에 발가벗긴 채 서 있도록 했다.

마싼자 노동교양소의 여성 수련자들은 계속적으로 발가벗겨져 전기봉으로 생식기 감전을 당

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도록 심문을 당할 때 성적인 모욕과 굴욕을 당했다.“50)

“노동개조 시스템(‘강제 노역을 통한 재교육과 교화’ 시스템)이란 기업적인 파시즘적 장치다.

확보 가능한 노예 자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병이 있든, 구타로 불

구가 되든, 열악한 환경으로 허약해졌든 고려치 않고 노예 노동력을 한계 상황까지 소모시

켜 버린다.

구금 센터에서 생활환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활조건 개선비용을 이윤에서 빼

야하기 때문이다. 죄수들은 단순히 최대의 노동력을 뽑아내기 위한 물건으로 취급받는데, 반

쯤 죽은 상태가 되면 풀려나고 새것으로 교체된다.“51)

7.4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박해

□ 2005년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UN특별보고관 보고서

“2004년 8월 27일, 특별보고관은 광시(廣西) 성, 바이써 시(市) 바이청 법률 사무소의 웨이쥔

변호사의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보냈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파룬궁 수련자 량창잉을 변호

하다가 협박과 시달림을 당했다. 량은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법원이 휴

정한 후 검사는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는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

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웨이 씨의 집 전화, 휴대폰 및 사무실 전화는 감시받았고, 며칠 후

경찰은 웨이 씨의 변호사 면허를 중지시키고 3년 노동교양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요구했다.

보고에 따르면 법관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은 웨이 씨에게 이후에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량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52)

□ 가오즈성 변호사는 2004년 12월, 자신의 의뢰인 황웨이(HuangWei)53)를 대리해서 전국인
민대표대회에 서신을 보냈고, 2005년에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게 파룬궁
박해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세 번의 공개편지를 썼다.54)55)56) 중공 당국은 협박과 살해

50) 파룬궁 인권 추진위원회, "파룬궁 여성 수련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와 고문 : 6. 마산자 대량의 성

적 학대"
(http://www.flghrwg.net/index.php?option=content&task=view&id=1325&Itemid=0)

51) 파룬궁 인권 추진위원회, "노예화에 대한 개략"
(http://flghrwg.net/index.php?option=content&task=category&id=273&sectionid=60&Itemid=)

52) U.N. 인권위원회; 판사와 변호사 독립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 Leandro Despouy. 

(E/CN.4/2005/60/Add.1, March 18, 2005)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5/lawyer_chn.pdf)

53) 대기원시보, "중국인민회의로 보낸 공개서한: 가오의 CCP 지도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2004년 12월 31일 (http://www.theepochtimes.com/news/6-3-25/39696.html)

54) 대기원시보,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중국인과 당신의 넥타이를 수선하라: 



기도로 답변을 대신했다.

“가오즈성은 그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2005년 10월부터 당

국으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는데, 서한에서 그는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파룬궁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가오즈성은 경찰관들이

그에게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 자신들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갔다는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1월 13일, 경찰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후, 베이징소재 경찰

서에 잠시 구류됐다. 경찰이 그를 촬영하는 것을 본 후, 가오즈성 자신이 즉시 경찰을 촬영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일로 구류 당했다. 가오즈성은 구류 기간 동안 경찰이 “당신도 알다

시피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라며 그를 협

박했다고 주장한다.57)

□ 궈궈팅(Guo Guoting) 변호사, 파룬궁 수련자와 인권운동가 등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구금
당했고 상하이 사법국은 그의 컴퓨터와 변호사 자격증을 압수했다.

“2005년 2월 23일 오전 9시 경, 10명의 상하이 사법부 직원들이 상하이시 톈이(Tian-Yee)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궈궈팅의 사무실로 갔다. 그들은 궈 변호사의 자격증과 개인 컴퓨터

를 압수해갔다. 궈 변호사는 취옌라이, 천광후이, 레이장타오, 황슝 등과 같은 파룬궁 수련자

및 중국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감하게 도왔던 몇 안 되는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궈 변호사는 네 번이나 상하이 티란차오 감옥에서 780일간 단식항의를 했던 파

룬궁 수련자 취옌라이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2005년 2월 초, 감옥에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행해진 일을 폭로하기 위한 글을 인터넷에 발표했다. 궈 변호사는 또한 수련

자 천광후이의 치료를 위한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천은 2004년 7월 이후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채 장쑤성 쑤저우 감옥에 수감 돼 있다.”58)

부록 7.5 파룬궁 혐오정서 선동

․ 1999.7.29일자 CNN보도 

유명한 중국변호사가 후진타오 주석과 워자바오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다," 2005년 10월 18일 

(http://www.theepochtimes.com/news/5-10-24/33667.html)

55) 대기원시보, "가오즈성 불공정한 처리에 항의하는 또 하나의 공개서한을 보내다: 후지타오와 

원자바오,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2005년 11월 22일 

(http://www.theepochtimes.com/news/5-11-24/34962.html)

56) 대기원시보, "중국 대표변호사 한 명이 공산당과 결렬: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보낸 

가오즈성의 3번째 편지" 2005년 12월 12일, 

(http://www.theepochtimes.com/news/5-12-16/35876.html)

57) 국제사면위원회, "Take Action - China: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생존을 위한 시도," 2006년 2월 6일 

(http://www.amnesty.ca/take_action/actions/china_gao_zhisheng.php)

58) 파룬궁 인권 추진위원회, "중국 변호사가 샹하이 감옥의 인권남용을 노출시키다" 

(http://falunhr.org/index.php?option=content&task=view&id=1150&Itemid=50)



중국당국은 지난주부터 신비종파의 서적 155만권 이상을 몰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중략] 

수요일, 베이징에서는 30만 여권의 파룬궁 서적이 ‘문명의 적’이라는 명목으로 폐기되었으

며, 이는 중국전역으로 확장 적용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방송이 보도했다. 목요일 상하이에

서는 시의 선전부장인 진빙화가 주도한 행사에서 4만 5천 권의 파룬궁서적을 펄프기계에 

넣었다고 신민석간신문이 보도했다. 

당국과 관영방송들은 계속해서 파룬궁을 공격했다. 공산당에 거슬리는 자료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국가 간행물윤리위원국(Anti-Pornography Office) 국장인 구이샤오펑은 “파룬궁의 서적

은 과학과 문명의 적이며, 무신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텔레비전 방송에

서는 전 수련자들이 출연해 리훙쯔를 비난했으며, 신문에는 파룬궁 교리를 비난하는 관리들의 

발언이 실렸다. 관영 텔레비전의 뉴스 방송시간은 평소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됐고, 거의 대

부분의 시간을 파룬궁 비방에 할애하고 있다. 탄압 전에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하던 수천 명

의 공산당원들은  수련을 그만두지 않으면 당에서 추방당했다.59)

․AP 통신 보도 (1999.9)

“뉴질랜드 오클랜드 AP 보도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악화됐던 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가

운데, 장쩌민 주석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평범치 않은 선물을 했다. 바로 중국당국이 인기 명

상종파를 탄압한 것을 정당화 한 책이다. ”리훙쯔와 그의 파룬궁: 인민을 속이고 삶을 파괴“라

는 제목의 이 영문서적은 150페이지 내내 중국의 순수 당 기관방송의 선전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다. 이 책에는 중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으로 실성해 자살하거나 가족들을 토막살인 했다고 주

장하는 중국인의 끔찍한 사진이 실려있다. 책은 또한 1404명이 파룬궁의 가르침에 따라 의료치

료를 거부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중략] 증거자료나 원인규명은 불충분하다.60)

․중국대사관 보도자료 (1999년 10월)

“1999년 10월 25일자 프랑스 라 피가로지(La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장쩌민 주석은, ‘불완전

한 통계에 따르면 파룬궁이 140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이 밖에 많은 이들을 미치게 

하거나 가족을 파탄시켰다.’고 말했다.”61)

․워싱턴 포스트 보도 (1999년 11월)

“장쩌민의 파룬궁에 대한 우려는 지나쳤다. 9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정상

회의(APEC)에서 그는,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파룬궁 비방 서적을 배포했

59) 1999.7.29 CNN 보도, "중국, 파룬궁 지도자 체포를 명령하고 서적 폐기(China orders arrest of 

Falun Gong leader, destroys books“
<http://www.cnn.com/WORLD/asiapcf/9907/29/falun.gong.02/>

60) 1999.11.12 AP통신 보도, “클린턴, 파룬궁 관련 서적 받다(Clinton Given Falun Gong Book”

61) 1999.10.25 미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보도자료, “ 장쩌민 주석의 파룬궁 해악에 대한 

언급(President Jiang Zemin Comments on Falun Gong's Harms” 

<http://www.chinaembassy.org/eng/zt/ppflg/t36565.htm>



다. 그의 이런 행동에 외교관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일상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또 장이 서방의 정상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원치 않거나 혹은 할 수 없

을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켰다."62) 

․1999년 11월 AP 통신의 또 다른 보도는, 중국정부의 반파룬궁 선전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탄압의 일환으로 정부의 언론감시기구가 , 1월에 파룬궁서적 4편을 출판한 국영 칭하이 인민

출판사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

된 책임자들은 해고당하거나 강등됐다.”63)

․국제사면위원회 발표 (2000년 3월)

“정부는 1999년 7월 22일 파룬궁을 금지하고 이 수련법과 특히 리훙쯔를 비방하는 대대적인 

선전에 들어갔다. 그 시점부터, 관영언론과 정부 관리들은 파룬궁에 대한 정부 측 비난을 반복

적으로 발표했다. 

[중략]

정부의 선전 운동 중 또다른 주요 항목은, 이전 파룬궁 수련자들이 파룬궁과 그 창시자를 비방

하고, 파룬궁이 중국사회에 가져온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내린 

정부를 찬양하는 발언을 공론화하는 것이었다. 신빙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발성 발언

들은 중국의 지배세력이 주기적으로 시행해온 정치선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당국은 ‘이교도 

집단을 떠나 치하할 만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비난발언을 부추긴

다. 

중국 전역에서 지방정부 또한 ‘교육과 학습‘프로그램을 실행해 파룬궁을 그들 지역에서 숙청해

왔다. 이를테면 신문을 읽히거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하거나, 지방정부 간부가 주민과 농민

의 집에 방문해 “간단하게 파룬궁의 해악”을 설명하는 것이다. ‘교육과 학습‘은 ‘재교육’을 완곡

하게 표현한 것이다. 많은 보고서들은 당국이 구금과 벌금, 협박, 그리고 기타 수단들을 이용해 

수련자들이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버리도록 ‘설득’했다고 보고한다. 

[중략]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7) 파룬궁으로 인해 14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룬궁 신념에 따라 의학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중

국 내 감시과 억압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다. 정부의 파룬궁

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대대적인 선동정책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제공한 정부의 공평성에는 의

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많은 중요한 의문점들에 해답을 제시하

62) 폼프랫 존, 1999.11.12 워싱턴 포스트 보도, “중국의 파룬궁 탄압에의 허점(Cracks in China's 

Falun Gong Crackdown”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pagename=article&contentId=A54486-

1999Nov11&notFound=true>

63) 1999.11.29, AP통신, “중국, 3만 5천 신앙자 체포 명령(China Said to Hold 35,000 Sect 

People)



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사망의혹 사건들과 파룬궁 지도자들 내지 조직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제

시하지 못한다. 국제법에 따라 형사 책임은 사건과 개인에 따라 각각 달리 결정된다. 그러나 파

룬궁 지도자들이나 지방조직원들은 “살인 혐의”로 고소됐으나, 정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사망

사건’과 피고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지지

하는 사상이 죽음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

다. 이런 직접연관성과 ‘인식’에 관한 증거는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나 이 사건

들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정부는 파룬궁 지도자들을 고소하기도 전에 이것과 다른 죄명을 ‘사실’로 발표했다. 

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배경에서 보면, 고소될 이들을 이미 유죄로 추정한 것이다. 탄압

과 관련해 발행된 공식문서 자체가 재판과정이 처음부터 피고에게 불리한 쪽으로 편향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독립적인 법정에서 공

평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용의자의 권

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재판과정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1996년 도입된 새로운 중국

법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64)

․각 정부 기관과 사회 단위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것을 치하하는 리란칭의 연설

“이들 중에는, [중략] 과학과 진리를 수호하며 용감하게 리훙쯔의 왜곡된 발언과 파룬궁의 사교 

본질을 파헤치고 반박한 과학자들이 있다. 또한 리훙즈의 사악한 이론의 본질과 파룬궁의 사교

본질을 폭로하며, 사악한 사교 파룬궁과 투쟁을 시기적절하게 보도하여, 인민 대중이 사교의 해

악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이끌며, 선전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언론매체와 선전부 종사자들이 

있다. 외교 부문 종사자들은 우리 정부의 파룬궁에 대한 바르고 신중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

하고, 진실한 상황을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도모하며 해외 파룬궁 사교 단체들에 

대한 응징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하략]”65)

․2001년 6월 CNN 뉴스 보도에서 윌리 램은 리란칭이 반파룬궁 선동을 위해 사용한 일부 방법

들을 소개했다. 

“게다가 반사교 교육 운동은 학교와 공장, 정부 각 단위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명백히 파룬궁

에 대한 마오쩌둥식 대중운동을 양산하려는 시도다.66)

․2001년 7월 신화 통신 보도는 리란칭이 베이징에서 열린 반파룬궁 전시회에 참가한 동안,  파

룬궁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지지했던 일을 설명한다.

64) 국제사면위원회, 2000.3.23, “중화인민공화국: 파룬궁을 비롯한 소위 이단에 대한 탄압(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rackdown on Falun Gong and other so-called 'heretical organizatioins)
 <web.amnesty.org/ai.nsf/Index/ASA170112000>

65) 2001.2.27, 신화통신, 인민해방군소식
<http://www.pladaily.com.cn/gb/pladaily/2001/02/27/20010227001010_TodayNews.html>

66) 램 윌리, 2001.6.6 CNN 보도, “중국, 파룬궁과의 긴 전쟁에 돌입(China set for long battle 

against Falun Gong)” <http://www.rickross.com/reference/fa_lun_gong/falun227.html>



“그는 전시회가 매우 잘 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전시회는 생생하고 분명하게  파룬궁의 추한 

본질, 즉 생명을 해치고, 인권을 짓밟으며 법률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며, 조국을 배반하

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소문을 날조하는 본질을 폭로했다. 또한 전시회는 간부들과 대

중이 사교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고, 파룬궁에 대한 인민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국

가의 안정과 통일의 중요성을 소중히 하도록 깨우치고 있다..”67)

․워싱턴 포스트 해외판 기사 (2001년 8월)

“정부의 반파룬궁 선동정책은 1999년 7월 시작됐으나, 시초에는 파룬궁을 당의 집권에 대한 위

협으로 파악한 중앙지도층과 그렇지 않은 지방 관리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책집행이 제

대로 되지 않는 등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공안세력(security forces)은 

재편성됐고, 접근법을 고안해냈다. 그들은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세 가지 요소를 지닌다.

첫째는 폭력이다.  탄압은 항상 경찰과 감옥의 잔혹성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앙지

도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사용을 허가한 시기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구타를 당하지 않은 수련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념을 포

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요소는 이 단체를 비난하는 강도 높은 선동정책으로, 이것 또한 결정적이다. 중국사회

가 파룬궁에 등을 돌림에 따라, 수련자들에 대한 수련 포기 압력은 더욱 가중됐으며 정부가 신

념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6월 23일, 정부가 수련자

라고 확인한 5명이 톈안먼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12세 소녀와 그

녀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공산당은 이 사건을 파룬궁 비방 선전의 중심으로 삼았다. 불타는 

소녀의 모습과, 분신자살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매

일 반복적으로 방영함으로써, 정부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파룬궁이 사교라고 확신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안기구는 수련자들을 강제로 강도 높은 세뇌교육에 참여시키는데, 그 세뇌반에

서는 이전 수련자들이 파룬궁의 교리를 비난한다. 이 세뇌반은 수련자들로 하여금 수련을 그만

두게 하는 주요방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선동정책에서는 모든 전략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폭력만 행사한다면 이는 효과가 

없다. 세뇌만으로도 부족하다. 또한 선전으로 일반대중의 사고를 바꾸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들

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이것을 그들이 알아낸 것이다.”고 말했다.68)

67) 2001.7.16 신화통신 보도, “리란칭, 국가안보 위해 심도 있는 파룬궁 폭로 중요성 강조(Li 

Lanqing Stresses Revealing "Falun Gong" at a Deeper Level to Ensure National Security)”
<http://www.legaldaily.com.cn/gb/content/2001-07/17/content_21031.htm>

68) 존 폼프렛, 필립 P.pan, 2001.8.5 워싱턴 포스트 해외판, “고문이 파룬궁을 무너뜨린다: 중국의 

조직적인 박멸 정책 (Torture Is Breaking Falun Gong: China Systematically Eradicating Group)”



․2001년 8월, UN 국제교육발전위원회 성명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파룬궁을 죽음과 가정파괴를 부르는 ‘사교’라고 명명하며 

국가 차원의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망사례들은 오

히려 모두 중국당국에 의한 것이었다. 당국의 탄압으로 사망한 수련자의 가정이 파탄 났고, 사

람들은 파룬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극단적인 고문, 정신병원에 투옥되어 겪는 끔찍한 치료, 노동

교양소에서의 극심한 노동과 기타 조치에 의해서 망가졌다. 2001년 8월 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산당정권은 파룬궁 근절을 위해 수련자에 대한 폭력을 공식적

으로 허용했음을 시인했다. 당국은 2001년 1월 23일 톈안먼 광장에서 일어난 소위 ‘분신자살사

건’을 파룬궁이 사교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촬영한 비디오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우리는 이것이 정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69) 

캐나다방송심의위원회 (CBSC)는 2001년 12월, 한 남성이 부인과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CCTV

의 보도를 중국어방송 탤런트비전(Talentvision)이 방송한 후, 시청자 항의제보를  받았다. 이

는 전형적으로 중국 관영방송이 제작한 파룬궁비방 방송물이었던 것이다. 이후 2002년 5월 내

려진 CBSC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방영된 바와 같이 본 보도 내용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정확히 말해 살인자임을 자백한) 푸

이빈이 파룬궁 수련자라는 배경과 밀접히 연관된다. 보도는 첫 문장에서 푸이빈을 ‘파룬궁 추종

자’로 소개하면서 시작해, 그가 이전에는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이었으나 1998년 

파룬궁 수련으로 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도는 여기서, ‘그가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리훙쯔(파룬궁 창시자)의 정신적 조종과 파룬궁 사교집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보

도에 있어 이런 접근방식은 극히 드물고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보도에서

라도 한 개인이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면, 그 소속을 밝혀 대중들에게 그 개인을 파

악하는데 도움을 주든지, 또는 그 소속과 사건 사이에 어떤 우연한 관계가 성립하든지 상관없

이, 그 소속은 단지 언급만 될 뿐이다.  [중략] 그러나 그 소속이 보도 내용의 모든 부분마다 꿰

맞춰져서는 안 되는데, 범죄혐의와 관련된 보도일 때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악한’과 같은 

가치판단적인 단어는 오토바이 갱단이나 조직범죄자들에게도 사용하지 않는다. 

[중략]

북미의 사법 환경에서는, 푸이빈이 이 보도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방송에서 그러한 자백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그가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리훙

즈(파룬궁 창시자)의 정신적 조종과 파룬궁 사교집단 때문’이라는 이 문장은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조차 없다. 이는 뉴스 제작자의 파룬궁에 대한 편향된 공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중략]

캐나다방송심의위원회는 탤런트비전이 2001년 12월 16일 보도로 인해 캐나다방송인연합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

pagename=article&node=&contentId=A33055-2001Aug4)

69) 파룬따파 정보센터, 2001.8, “UN 교육발전위원회의 성명(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Statement in the United 

Nations)<http://www.faluninfo.net/mediacontrol/IED_UN_Statement.htm>



(CAB)의 윤리 조항, 폭력 관련 조항, 라디오 및 TV뉴스제작자(RTND)의 보도 윤리조항을 어겼

다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RTND협회 보도윤리 제1조와 CAB의 보도윤리 6조 1항에 의거해,  중

국 대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들이 불공평하고 부적절하게 살인범을 파룬궁과 연관

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피로 물든 살해 장소 화면을 반복적으로 방영한 것은 화면 선

택에 있어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영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작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CAB의 폭력관련 규정의 6.1조와 6.2조에 위배된

다고 판단했다.70)

․2002년 1월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보고서

“(중국 당국이) 사용하는 수단들로부터, 당국이 파룬궁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려 하고, 또한 법칙과 정의의 명목으로 이를 덮어감추고 변명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파룬궁이 중국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비난은 성립하지 않는다. 파룬궁신념이 공공보건에 위

협적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짓이다. 건강에 대한 위협은 경찰과 감옥 감독관들이 수련자

를 다루는 방식에서 초래된다.”71)

․미의회 결의안 제 188호 (2002.7 만장일치 통과)

“파룬궁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기타 국가에서 수백만이 수련하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개인 신앙  

및 수련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수련을 금지하고 조직적으로 이를 박멸하려고 했음.

[중략]

증오와 차별을 양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기관방송이 대중을 향해 선동선전을 대

대적으로 해왔음.

[중략]

박해 정책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 자행됐으며, 모든 계층의 정부 관원과 경찰에 의해 실

행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각급부서와 모든 사회 부문에 침투해 있음.72)

․중국 경찰보고서 (2003년 12월, 웹사이트 게재, 번역)

“2003년 12월 23일 저녁, ‘과학 장려, 사이비 종교 반대’라는 주제로 우한시 경찰국 회의장에서 

공연 축제가 열렸는데, 사회주의적 정신 문명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자 공안부 부부장인 류징과 유명 과학자 허주오슈, 그리고 황위엔즈, 천쉰치우, 

70) 캐나다방송표준위원회, 2002.5.3, CSBC 판결 01/02-0416+ “탤런트비전의 뉴스보도(중국대륙의 

살해사건들)” http://www.cbsc.ca/english/decisions/decisions/2002/020816.htm

71) 세계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2002.1, “위험한 명상: 중국의 반파룬궁 선동정책(Dangerous 

Meditation: China's Campaign Against Falungong,)http://www.hrw.org/reports/2002/china/

72) 미국 의회 협력결의안 188호. 2002.7.2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파룬궁 박해를 중지해야한다는 

의회의 의견 전달, 투표 결과 420:0 만장일치로 통과. 

h t t p : / / t h o m a s . l o c . g o v / c g i - b i n / q u e r y / z ? c 1 0 7 : h c 1 8 8 : , 

http://thomas.loc.gov/cgibin/query/D?c107:3:./temp/~c107D8QM2F::)



리티엔셩, 자오링, 리우쌴비, 청강얜, 인쩡타오, 황관춘, 왕청위, 양샹링, 후쉬쿤, 링쇼슈와 같은 

각 성시의 지도자들이 이 공연을 관람했다. [중략] 이 저녁 공연의 주목적은 사교에 대항해 과

학을 진흥시키고 파룬궁에 대항한 전체 시의 전쟁 양상을 한 단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73)

․2005년 UN 종교 및 신앙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62. 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파룬궁과 그 수련자들을 비방하는 언론의 선동정책이 1999년 7

월 개시됐다.”74)

부록 8.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혈액검사

사례: 대량의 파룬궁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혈액검사와 신체검사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출)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감 중에 강제로 신체검사와 의료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검사에는 눈 검사, 간, 심장 및 기타 장기 검사, 혈압 검사,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지어

심전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문과 잔인한 구타가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중국의 노동교양소, 감옥, 강제수용소 등의

혹독한 환경 하에서, 그런 검사와 테스트가 수감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실시된 것은 아

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중국 관리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중공정권이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로 구성된 대규

모 장기공급 저장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73) 중국경찰 웹사이트, 2003.12.23 

http://www.china110.com/police/plnews/gdjs/hub/item/2003_12/746271.shtml

74) 아스마 잔거(Asma Jahangir), 2005.3.15, UN 인권위원회 보고서 “중교․신념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CN.4/2005/61/Add.1,



사례 1 : 프랑스 파리 거주 첸 잉(Ying Chen)양의 진술75)

나는 세 차례 불법감금을 당했었는데, 매번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왜 그런 검사

를 받아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간수의 대답은 '단순한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검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나의 건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결

과를 통해 뭔가 특정한 것을 얻으려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 째 수감된 지 일주일 후, 간수는 나를 불러내어 무거운 수갑과 족쇄를 채웠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여성 수련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다. 간수는 우리를

차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병원을 보았다. 병원이 아주 조용했기에 나는 아

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간수는 우리가 심장, 심전도, 혈액검사, 눈 검사 등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례 2 : 캐나다 몬트리올 거주 왕 샤오화(Xiaohua Wang)씨의 진술

2002년 1월, 내가 윈난(Yunnan) 제2 강제수용소 5대대에서 박해 받을 당시, 예상치 않게 수

용소 병원(지방 병원에 해당)에서는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신체검사를 실

시했다. 그 검사는 심전도 검사, 전신 엑스레이, 간 및 신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포함했다.

수용소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사례 3 : 캐나다 토론토 거주 간 나(Na Gan)양의 진술

2001년 4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나는 신안(XinAn) 강제수용소에서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었다. 그곳은 여성 파룬궁 수련자들을 전문적으로 수감하는 곳이다. 수련자로 이뤄진 7개

의 ‘소대’가 있었다. 나는 제5소대에 있었는데, 125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과 5-6명의 일반

수감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5개월간의 수감기간 동안 나는 종합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

데, 다른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 역시 검사를 받았다. 무장한 간수들은 근처에 있는 경찰병원

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소변검사, 눈 검사 등을 포함한 신체 검사를

받았다. 이것은 수용소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우리는 수용소에서 그토록 잔혹한 대우를 받았었는데, 그들은 왜 갑자기 우리 건강상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었을까?

사례 4 : 캐나다 뱅쿠버 거주 왕 위즈(Yuzhi Wang)양의 진술

2000년에서 2001년 말 사이, 중공은 나를 세 차려 납치했다. 나는 그 시기 대부분을 강제수

용소에서 보냈다. 수용소에서는 20-50명의 사람들이 15평망 미터 되는 방에 집어넣어졌다.

그곳은 매우 복잡했다. 우리는 콩나물시루처럼 눌려져 잠을 잘 때도 한쪽 방향으로만 잠을

잘수 있었다.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나의 요구가 거절된 후 나는 단식항의에 들어갔다. 이

로 인해 여러번 야만적인 강제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75) 베이징 강제 수용소에서 신체검사 중 강제로 혈액을 채취 당함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4/72806p.html



100일 이상 기간의 단식항의와 강제 음식물 주입으로 인해 누워있을 때조차 어지러웠다. 나

는 정신적,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시력도 떨어져갔다. 610 사무실(1999년 6월 10일, 파

룬궁 수련자들을 전문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창설된 정부 조직)에서 나온 사람들이 2001년

10월에서 2002년 4월 사이 기간에 종합 신체검진을 위해 나를 하얼빈(Harbin)시에 있는 네

개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네 개의 병원은 하얼빈 공중보안병원, 헤이룽장 제2병원, 하얼빈 시 제1병원, 하얼빈 시

제2병원이었다. 각 병원마다 혈액샘플을 채취해갔다. 그들은 내 혈액형이 꽤 보기 힘든 AB

형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검사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경찰은 의사

에게 알 수 없는 물질을 내게 주입시키도록 명령했고, 그 물질 때문에 나는 의식을 잃었다.

나는 하얼빈 제1 대학병원에서 최종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는 모든 병원에서 나의

장기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 신체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은 나의 가족에게 5만 위안의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610

사무실은 내가 회복되더라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나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다. 마침내 나는 병원에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사례 5: 미국 세인트루이스 거주 리 황위(Huagui Li)양의 진술

2001년 7월 1일부터 8개월간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광동 쌴슈이

(Sanshui) 여자 강제수용소에 비합법적으로 수감되었다. 수용소에는 네개 구역이 있었는데,

수련자들은 제2 구역에 수용되었다. 2001년 10월 경, 쌴슈이 여자 강제수용소는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심장,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 신체검진을 실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의사들이 수련자들의 혈압 검사를 위해 수련자들이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왔다. 검사를 거부한 수련자들은 다른 구역에 있는 수감자(비 파룬궁 수련

자)들은 받지도 못하는 혜택을 주는데도 몰라본다며 경찰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 이

는 다른 수감자(비 파룬궁 수련자)들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례 6: 미국 아틀랜타 거주 쪼우 쉐페이(Xuefei Zhou)의 증언76)

2003년에 나는 광동 쌴슈이 여자 강제수용소 2소대에 수감되었다. 당시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의료 검사를 받게 되었다. 나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해있었다. 우리가 수용소 내에 있

던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경찰은 병원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자 군인 복장을 한 수십

명의 의사들이 나타났다.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다. 그들은 수련자들이 매 종류의 의료검진을

거치도록 요구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혈액 샘플 검사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그룹 중에는 아주 견정한 5-6명의 수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검사를 거부하는데

76) 2003년 쌴슈이(Sanshui) 여자 강제수용소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로 의학검사를 받음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14/73248.html



성공했다. 나는 그 중 한명이었다. 우리 중 몇 명은 벽을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옆에는 우

리를 감시하도록 배정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사례 7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77)

2001년 11월, 나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천안문 광장으로 갔다. 그러나 체포되어 베이징 시청

(Xicheng) 보호감옥소에 수감되었다. 나는 약 20여 명의 아주 견정한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

과 함께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고 불법감금에 항의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당시 보호감옥소에

있는 직원들은 검사와 분석을 위해 수련자들로부터 혈액을 강제로 채취했다. 감옥 의사는

여러 번 내게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322번의 건강이 가장 좋다. 당신들 가운데 당신의 체격이 가장 좋다. 그렇게 감당을

하고도 아직 이렇게 건강하군' 이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32세였고 몸무게는 78킬로그램 정

도 되었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편에 속했다. 감옥 간수와 의사는 '만약 이름을 대지

않고 단식을 계속한다면, 사형수들이 수감되어있는 북서쪽 먼 곳으로 보내 조림(造林)일 시

킬 것이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때까지 보호감옥소는 베이징에 청원하러갔던 또 다른 그룹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수감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식항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20-30대의 사

람들이었다. 보호감옥소 직원들은 매일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고 그들을 야만적으로 대했

다. 그들은 검사와 분석을 위해 채혈해 갔고 검사를 위해 소변도 수집했다. 나는 검사를 거

부했다. 50세 정도 된 한 여의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우리는 당신들을 잘 먹여주고 굶기지

않으려고 한다. 당신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풀어주

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번은 의사가 소변검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강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감옥소는 적합한 장기를 찾는데 있어 아주 좋은 장기 공급처이다. 그들이 혈액채집, 소

변검사, 신체검사 등과 같이 수련자들을 검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적합한 장기를 찾는데 있

어 필요한 전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튼튼한 수련자들은 그들의 목표물이 되는 것

이다.

사례 8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78) (주:78)

쑤자툰 사건을 알게 된 후, 나는 1999년 허베이 성 바오딩 시에 있는 세뇌반에 감금당했던

경험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 당시 몇몇 의사들이 우리를 의료검진하기 위해 들여보내졌다.

77) 베이징 보호감옥소와 공중보안병원에서 테스트와 분석을 위해 반복적으로 혈액을 채집해 감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14/73246p.html 

78) 1999년 10월 세뇌반에서 혈액을 채집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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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거기에 있는 간수들은 우리를 구타, 혹사시

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고문했었는데, 어찌해서 우리 신체를 검사하려고 하

는 것일까.

그들은 우선 우리의 혈액을 요구했다. 우리는 수련을 통해 신체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피가

소중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거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질병이 있냐고 물었다. 우리는 없

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를 물으면서 진

단을 위해 혈액 샘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은 몇 사람으로

부터 혈액을 채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했고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나의 눈도 검사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수련하기 전에 온 몸

에 병이었다고 얘기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에 대해 언급하자 그들은 더 이상 나

의 피를 뽑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은 전혀 우리를 돌보려던 게

아니라 이식에 필요한 장기를 찾으려했던 것이었다.

사례 9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79)

2000년 7월과 8월에 우한(Wuhan)시 마약 재활센터 책임자 허(He)와 양(Yang)은 재활센터

에 불법적으로 수감되어 있던 20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두 대의 차량에 태워 우한시

제1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그곳은 강제수용소와 수감소 지정 병원이었다. 수련자들은 신체검

사를 위해 그곳으로 끌려갔다.

현장에 있었던 동료 수련자에 의하면 간수들을 위한 신체검사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간수들

사이에 수련자들을 섞어서 검사하도록 했다. 누군가 말하기를 정부가 검사를 위해 1만 위안

에서 2만 위안 정도를 할당했다고 말했다. 각 검사는 400위안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

련자들은 검사에 비용을 청구받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가벼운 병

으로 약을 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는데 일반 병원보다 몇

배나 더 높았다. 이런 단체 신체검사는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간 검사, 다른 장기 검사, 심전도, 눈 검사, 혈압검사, 전염병 검사, B형 초음파 등을 포함한

모든 일련의 검사가 이뤄졌다.

사례 10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80)

우리는 화이로우(Huairou) 수감소로 끌려갔다. 몸수색이 시작되었다. 첫 검사에서 여자 간수

들이 파룬궁 현수막이나 자료가 있는지 보겠다며 우리 옷을 전부 벗겼다. 그러나 사실상 그

것은 우리 피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간수는 우리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그

79) 2000년 우한시 마약재활센터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의혹의 신체검사가 실시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25/73731.html

80) 2001년 화이로우 성 수용센터에서 겪은 개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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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던 의사가 나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40세'라고 적었다. 그녀는 내게 간이나 신장 질병이 있는지를 물었고 나의 눈과 심장을 검

사했다.

당시 나는 매우 불안했다. 수감된 7일 동안 나는 매일 심문당하고 구타당했다. 그러나 그들

은 나의 내장 기관은 절대 때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얼굴을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손과

발을 구타했으며 각종 자세의 육체적인 체벌을 가했다. 한번은 키가 크고 뚱뚱한 경찰이 나

의 등을 가격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손으로 신체부위를 재면서 어느 부위를 때릴

수 있고 어느 부위를 때릴 수 없는 지도 작은 키의 공안에게 말했다.

또 다른 예는 내가 단식항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탕이란 이름을 가진 책임자가 호출을 했

다. 이 여성은 한 40세가 넘었는데,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가 전기봉

으로 사람들을 지질 때 관자놀이, 코, 뺨, 귀, 겨드랑이, 손목, 손바닥, 그리고 다른 부위들은

오랫동안 지졌지만 내장이 있는 곳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1월 7일 오후 6시, 나의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구치소에 나타났다. 내가 이름과 주소를 말하

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진에서 나를 찾아냈다. 당시, 간수가 '이 사람은 너무 완강하다.

우리는 그녀를 멀리 보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문을 나선 후에 시아주버니는 '정

말 위험했어요. 우리가 만약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그들은 당신을 아마 시베리아로 보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낮에 한 여

자와 남자 간수 두 명이 하는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자 간수가 '이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과 리우 훌란(국민당과의 내전 때 중공에 의해 영웅

적인 여성 공산주의자로 부각된 인물)보다 강하단 말이야'라고 말했다. 남자 간수는 자신도

시간이 있으면 천안문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 여자가 다시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

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묻자, 남자는 '멀리 보내버리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중공의 비밀수용소가 폭로되기

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으며, 더욱 많은 사

람들이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기를 희망하며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사례 11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81)

2001년 8월 경 헤이룽장성 쟈무쓰 강제수용소는 '고위관리'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비합법적

으로 수감된 파룬따파 수련자들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혈액검사와 간,

폐, 그리고 심장에 대한 검사를 포함했다.

사례 12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82)

81) 쟈무쓰 강제수용소에서 비합법적으로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실시된 신체검사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6/9/74287.html

82) 쓰좌촹 강제수용소, 소위 의료검진명목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강제 혈액검사 실시



2005년 첫 6개월 동안 쓰좌촹 강제수용소 5구역에 비합법적으로 수감되어있던 파룬궁 수련

자들은 소위 '의료 검진' 명목으로 혈액검사를 받았다. 비록 '의료 검진'이라고 했지만 모든

수련자들은 팔의 동맥으로부터 20cc의 혈액을 강제로 채취당해야만 했다. 다른 검사는 없었

다. 생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적합한 장기 제공자를 찾기 위해 수감된 파룬따파 수련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혈액검사인 것이다.

사례 13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83)

내부인의 소식에 따르면 중국 대륙의 어떤 사악한 경찰들은 탐욕스런 의사들과 거액의 돈을

벌기위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팔기위한 음모를 꾸민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들의 계획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것이다. 한 정보에 따르면 쓰좌촹 시의 어떤 전문 병원은

6건의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가족들로부터 서신 왕래나 방문이 없이 오랜 기간 수감되어 있는 그

런 수련자들에 이러한 음모의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한다.

사례 14 :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84)

몇몇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청원하러간 뒤 체포되었다. 그들은 이름 밝히기

를 거부했지만 남부지방 사투리로 인해 광주시 바이윈(Baiyun) 지역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

졌다. 그들에 따르면 바이윈 지역의 수용소에서 비합법적으로 수감되고 박해를 받는 동안

그들은 바이윈 공항 근처의 이른바 '재활센터'로부터 탈출한 한 파룬궁 수련자를 만났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청원을 갔고 바이윈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 수련자는 소위 '재활센터'

라는 곳은 최근 몇 년간 수용소에서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견정한 파룬따파 수련

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된다고 말했다.

많은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거기에 들어간 후에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살아서

돌아오질 못했는데, 그들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 '재활센터'가 최근 몇 년간 갑자기 돈을 벌게 된 이유를 폭로했는데, 주원

인은 인체 장기를 판매하는 비밀 외부채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인체

장기는 수십 만 US 달러에 판매된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문 받고 사라진 그런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장기가 잔혹하게 잘라져서 거액에 판매되는 것이다.

사례 15: 중국 대륙 수련자의 증언85)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6/1/73991p.html

83)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판매하려는 사악한 경찰들의 음모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0/12/28/9170.html

84) 광주 세뇌반,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살해하고 장기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2/2/20/19025.html



2000년, 안후이(Anhui )성에서 온 한 수련자가 진상을 알리기 위해 베이징 천안문 광장으로

갔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한 뒤 구타하고 미윈(Miyun) 수용소로 보냈다. 그녀는 단식항의를

시작했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를 수갑에 채우고는 그녀의 신체 속으로 알 수

없는 물질을 강제로 주입했다. 다음날 경찰은 그녀를 병원에 보냈고 그들이 포도당 용액을

주입하려고 했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정념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들은 액체를 그녀 신체로 주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전신

이 약해졌고 극도의 졸음을 느꼈다. 그녀가 이빨을 닦은 후에 극도로 갈증을 느낀 점으로

봐서 물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

랐다. 샤워를 한 후에는 그녀의 신체가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했고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 같

은 방에 있던 수련자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워 바닥에서 뒹굴었다.

9일째, 경찰은 그녀를 풀어주었지만 그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따라붙었다. 그녀는 도망치려

고 북동쪽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기차에서 그녀는 불안정했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증상으로 기차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두려워했다. 그녀는 경찰이 그녀를 실험하고

결과를 모니터 하려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5)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한 미윈(Miyun) 수용소의 인체 실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2/2/19/18957.html



부록 9. 신원을 알 수 없는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들

사례 : 베이징 대량 체포 시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파룬궁 수련자들은 알 수 없는

지역으로 보내졌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출)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박해에 대한 저항에 있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

공정권에 대해 청원 사무소, 혹은 천안문 광장에서의 탄원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수련자들

은 청원사무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혹은 천안문광장에서 파룬궁 현수막을 펼치기만 하면

즉시 체포되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련자들이 임의적으로 납치됐고 아무도 모르게 감금

되었고 그들의 지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었다. 특히 농촌 출신 수련자들이 그 대

상이될 가능성이 컸다. 왜냐하면 통신수단이 극히 제한돼 있고, 실종자 명단을 수집할만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중공정권은 가족들을 연루시키고 협박해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베이징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일례로 (수련자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8천에서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

했다. 심지어 수련자의 직장이나 지역 경찰서마저 처벌당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수련자들은 체포된 후에도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체포된 후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았던 파룬궁 수련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는 수많은 목격자 진술과 보고가 있다.

이러한 수련자들은 번호가 매겨져 북동쪽이나 북서쪽으로 보내지거나 또는 알수없는 멀고도

동떨어진 지역으로 보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래 박해 희생자들의 진술은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은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사례 1 : 캐나다 토론토 거주 간 나(Na Gan)양의 진술

2001년과 2002년 나는 수용소에서 중국 설을 보냈다. 그 시기에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던 많

은 파룬궁 수련자들도 수감되었다. 2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9개의 방에, 각 방마다

30-4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용되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지방 수련자들이 아니

었다. 그들 자신들과 가족들에 대한 더 이상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 수련자들은 4자리 숫자번

호가 매겨졌다. 각 방마다 십여 명의 사람들에게 번호가 매겨졌다. 어느 날 밤, 어떤 소리에

잠을 깼다. 번호가 매겨진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은 감옥 방에서 끌려나갔고, 다시는 돌아오

지 못했다.

2000년 2월, 내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신장(Xinjiang)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와 친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 남편과 아이도 파룬궁 수련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체포된 다음



엔 그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2년 후, 나는 그녀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녀 남편,

딸과 연락이 되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례 2 : 프랑스 파리 거주 첸 잉(Ying Chen)양의 진술86)

2000년 2월과 2001년 3월 사이, 나는 베이징 챠오양 수감센터에 세 차례 수감되었었다. 거기

에서 전국에서 온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다만 정부를 향해 '파룬궁은 좋

으며, 파룬궁은 수 없는 혜택을 주었고,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우리는 정부

가 진실을 알고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이

징으로 왔다. 이러한 수련자들은 체포된 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수감센터에 보내진 후 그

들은 등에 번호를 달게 되었다.

그 시기에 간수들은 자주 밤늦은 시간에 수련자들의 번호를 불러 그들의 짐을 싸도록 지시

했다. 우리는 호출 받은 수련자들이 풀려나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았

다. 수감자들은 '당신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멀리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느 날 새벽 4시 경에, 그 수련자들은 다시 호출되었

다. 운동장에 긴급 소집되었다. 간수들은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고 완전 무장하고 있었다. 간

수들은 며칠 후에 돌아왔다. 나는 그 수련자들이 파룬궁 수련자들만 수감하는 수용소로 보

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간수가 우리에게 '계속 수련을 한다면, 계속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격리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보낼 것이다. 당신들은 다시는 나올 수 없으며, 거기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간수와 수감자들 모두 중공이 신양, 허베이, 북동지방에 전문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을 수용

하기 위한 강제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들은 '수련을 계속하겠다고 고집

을 피우지마라. 아니면 거기로 보내져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례 3 :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자의 증언87)

2000년 말 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베이징 시청(Xicheng) 수감센터로부터 선양시로 이송되

었다.

모든 사람들이 번호가 매겨졌고 나는 779번을 배정받았다. 경찰은 이름과 주소를 대지 않으

면 당신을 북동쪽으로 보내버릴 것이라며 소리쳤다.

2001년 1월 6일 오후 9시 경, 많은 수련자들이 운동장에 소집되었다. 우선 복도 한쪽의 수련

자들이 호출됐는데, 모두 약 40-50명 정도 되었다. 나중에 우리 쪽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86) http://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4/72806p.html

87)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16/73331p.html



불려 나갔다. 입구에 많은 경찰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총을 지닌 군경들이 우리를 에워쌌

다. 경찰은 번호를 부르면서 수련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로 끌고 갔다. 한 경찰이 '우

리는 당신들을 북동쪽의 선양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위치는 분명히 듣지

못했다. 차량은 한 대 한대 떠났다.

매일 수백 명의 수련자들이 시청 수감센터로 보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양으로 이

송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례 4 :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자의 증언88)

경찰은 즉시 우리를 천안문광장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이름과 집 주소를 말하지

않는 수련자들을 차에 태워 여러 경찰서로 보냈다.

차량이 요금징수소에 도착했을 때, 정차를 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수련생으로

가득 찬 많은 차량이 도착했다. 많은 차량은 버스였다. 1시간 정도 지나 긴 차량 행렬이 형

성되었고 이어 베이징 탕샨 고속도로로 갔다. 당시, 고속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

는데, 도로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있었다.

마침내, 차량이 수감센터에 도착했다. 차량이 멈추자 의사들이 도착했고 각 차량에 의사 한

명씩 탑승했다. 의사는 수련자들의 심장박동을 검사했고, 수련자들은 군 차량으로 옮겨졌다.

수련자들은 그룹별로 이송되었다. 각 그룹의 수련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의사 한명씩 배치

되었다. 의사가 수련자들의 박동을 측정한 다음 그들은 군 차량으로 호송되었다. 질서정연하

게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뤄 보건데, 그들이 그런 이송 작업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5 :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자의 증언89) (주:89)

2001년 중국 설 전날 쯤, 나는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천안문 광장으로 갔다. 매일

수천 명의 수련자들이 체포되고 있었다. 그들은 베이징 지역의 모든 수감센터에 수감되어졌

다.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았으며 그들 매 사람에게는 번호

가 부여되었다. 그들 대다수는 수감센터에 수감되자마자 단식항의를 시작했다. 군 내과의사

가 내과 테스트를 위해 매일 왔으며, 혈압을 측정하고,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했다. 며칠에

한 번 아주 견정하고 건강한 수련자 그룹이 비밀리에 이송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나무 심기

와 '재교육'을 위해 북서쪽으로 보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간 뒤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들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소식이 없었다.

새롭게 수감되어 들어오는 수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젊은 수련자들이었는데, 이름과 주소

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번호가 매겨졌고 비밀리에 이송되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88) 2001년 탕샨 시 - 젊은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군 차량에 태워져 알 수 없는 지역으로 이송됨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12/73168p.html

89) 2001년 베이징 시청 수감센터에서 수련자들을 비밀리에 이동시킴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4/72832p.html



수련자들이 나무 심기와 '재교육'을 위해 북서쪽으로 보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름과 주

소를 댄 다른 수련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 지역 경찰서에서 온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사례 6 : 중국 대륙 파룬궁 수련자의 증언90) (주:90)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관은 나를 중국 북서지방으로 보내겠다고 위

협했으며, 이름을 대지 않는다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내

에, 경찰은 백 명이 넘는 수련자들을 수감했다.

그날 3백 명 이상의 수련자들이 화이로우 수감센터에 수감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번호가

부여되었다. 내 번호는 196번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은 채 검사를 받았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그들은 우리의 사진을 찍고 지문을 수집했다.

부록 11.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의 중국 사형수 통계

표1: 중국의 한 해 사형 집행 건수 통계자료91) (자료: 국제사면위원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한 해 평균 사형집행건수는 1680.2건(=8401/5)이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 해 평균 사형집행 건수는 1616.3건(=9698/6)으로 앞 5년간에 비해

4% 줄어들었다.

이로부터, 사형수의 증가로 장기공급이 급증한 것이 아님을 추론해볼 수 있다.

90) 주 90 : 화이로우 수감센터의 감독관이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중국 북서지방으로 나

늘 보내겠다고 위협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5/27/73811p.html

91) 매년 보고서는 다음 주소에 등재되어있다.  http://www.amnesty.org/ailib/aireport/index.html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 2190 3500 1644 1067 1077 1000 2468 1060 726 3400 1770

http://www.amnesty.org/ailib/aireport/index.html


부록12 장기적출 시체 사례

사례: 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가 적출된 파룬궁 수련자들

(파룬궁수련자들 제공)

사례1: 왕빈

이름: 왕 빈

성별: 남

나이: 44

주소지: 헤이룽장성 다칭시

수감소: 다칭시 둥펑 신춘 노동교양소

사망일: 2000.10.4

2000년 5월말 왕빈은 파룬궁을 수련할 권리를 당국에 청원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다. 그곳에

서 그는 체포되어 둥펑 신춘 노동교양소92)로 이송되었다.

혹독한 구타로 목의 동맥과 주요혈관들이 파열된 그는, 편도선이 손상됐고 림프절들이 망가

졌으며 뼈가 골절됐다. 담배꽁초로 손등과 콧구멍을 지지는 고문을 당했고, 온몸은 멍투성이

가 돼 그의 몰골은 끔찍했다.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밤늦게까지 고문은 가해졌고,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다. 2000년 10월 4일 밤 왕빈은 상해로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후, 의사 두 명이 왕빈 가족의 동의 없이 그의 심장과 뇌를 적출했다. 위의 사

진에서 장기가 적출된 후 절개부위를 꿰맨 거친 봉합선을 볼 수 있다. 2000년 말까지도 왕

빈의 시신은 다칭 인민 병원의 시체보관소에 안치돼 있었으나, 심장과 뇌는 사라진 상태였

다.

사례2: 양중팡

이름: 양중팡

성별: 여

나이: 37

92) 관련 영문자료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0/12/4/4284.html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0/11/16/6164.html English,
관련 중문자료 http://minghui.cc/gb/0001/Nov/29/weituoshu_112900_law.html 

http://minghui.cc/gb/0001/Nov/13/wangbing_zhenxiang_111300_shishi.html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0/11/29/2494.html 



주소지: 스촨성 청두시

수감소: 옌지시 지엔궁 경찰서

사망일: 2002. 7. 1

2002년 7월 1일 오전 6시, 지엔궁 지방경찰서 경찰들이 37세의 여성 양중팡의 집을 포위하

고 그녀와 남편, 아들과 딸을 체포했다. 양중팡은 그날 밤 구타로 숨졌다.93)

가족과 친척들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양중팡의 시신은 장기가 적출된 채 화장터로 보내

진 상태였다. 마침내 부검결과가 나왔고, 경찰측은 그녀가 ‘십여 가지 심각한 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소 연례종합검진에서 양진팡은 건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사망에 연관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위밍환: 옌지시 지엔공 공안국 주임, 사무실: 86-433-2824004, 자택: 86-433-2754022, 핸드

폰: 86-13844335577

추이숭궈: 옌지시 지엔공 공안국장, 사무실: 86-433-2834145, 자택: 86-433-2857752, 핸드폰:

86-13904435380

리둥주: 옌지시 공안국 부국장. 파룬궁박해담당, 사무실: 86-433-2514600, 자택:

86-433-2525232, 핸드폰: 86-13804487858

사례3: 장옌차오

이름: 장옌차오

성별: 남

나이: 미상

주소지: 헤이룽장성 우창시 라린구

수감소: 하얼빈시 공안국 제7구역

사망일: 2002. 4. 30

2002년 4월초, 헤이룽장성 우한시 라린구 파룬궁수련생인 장옌차오는 훙치지역 파출소 공안

들에게 붙잡혀 수감됐다. 며칠 후, 하얼빈시 공안국 관리들이 그를 데리고 갔다.94)

2002년 4월30일, 장옌차오의 가족은 그가 수감 중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공안은 유족에

게 시신과 관련한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하얼빈시 황상주이즈 화장장에서 그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의 몸은 극

심한 구타로 인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다리 하나는 부러져있었고,

93) 영문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3/1/45627p.html 
중문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26/68544.html

94) 영문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4/23/72125.html 
중문 http://minghui.ca/mh/articles/2006/3/24/123374.html



안구도 한 쪽도 손실된 채로 눈이 움푹 패여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몸 전체의 피부가 벗

겨져있었고, 으스러진 아래턱에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입고 있던 옷 또한 없어

졌고, 온몸은 타박상과 상처투성이였다. 그의 가슴팍에는 긴 절개자국이 있었는데, 이후에

봉합한 흔적이 뚜렷이 있었다. 가슴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머리 부위도 꺼져있었는데, 두개

골이 절개된 채 뇌가 적출된 상태였다. 기타 장기들 또한 없었다.

장옌차오의 가족들이 화장터를 방문했을 당시, 60명 이상의 무장공안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누구든지 장옌차오의 죽음에 대해 청원하는 사람은 ‘반혁명자’ 혐의로 즉각 체포될 것이라고

공포했다.

내부자의 진술에 따르면, 장옌차오는 하얼빈시 공안국 제7지구의 고문실에 같혀 있었는데,

이곳에는 40가지가 넘는 고문도구들이 있다고 했다. 장얜차오는 수감된지 만 하루가 지나

사망했다.

사례4: 런펑우

이름: 런펑우

성별: 남

나이: 33

주소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수감소: 후란자치주 제2 수감소

사망일: 2001. 2. 21

2001년 2월 16일, 런펑우는 후란 공안에 불법적으로 체포됐다. 파룬궁 분신자살사건에 대한

조작의혹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체포된 후 후란 제2수감소에 수감된 그

는, 2월 21일 동이 트기 전 고문으로 사망했다.95) 당국은 런펑우가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은 공안이 그를 장기간 심하게 폭행했으며 여러 차례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다고 진술했다. 혹독하고 무절제한 구타로 인해, 사망시점인 2001년 2월 21일 전에 이

미 그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은 방에 수감되어있었던 동료 수감자

는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는 이를 즉각 공안에 알렸다. 그러나 공안은 보고를 받

은 후 4시간이 지나서야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결국 숨졌다.

공안은 유족들이 그의 손상된 시신을 사진으로 찍지 못하게 했으며, 가족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당국의 명령만으로 인두와 후두, 음경에 이르기까지 그의 장기를 모두 적출해갔다. 그

후 그의 시신은 재빨리 소각되었다.

사례5: 주시앙허

95) 영문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1/4/21/6812.html English and
중문 http://minghui.cc/mh/articles/2001/4/19/10084.html



이름: 주시앙허

성별: 남

나이: 63

주소지: 장수성 수이닝 자치주 우무툰 마을

수감소: 수이닝 자치주 수탕 세뇌시설

사망일: 2005. 4. 20

2005년 4월 1일, 주시앙허이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을의 파출소에서 출동한 공안들이 그

를 불법적으로 체포해 수이닝 자치주의 수탕 세뇌시설로 보냈다. 이곳에서 그는 구타로 인

해 숨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주노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완전히 검게 변했다고 한다. 가족

들은 그의 안구와 내장이 적출된 것을 발견했다. 유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자치주의 ‘610

사무실’과 지역공안국은 이들에게 장례비로 15000위안을 건네고 주시앙허의 아내에게는 매

달 150위안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610사무실과 공안은 사체를 화장했다.96)

수이주 610사무실 주임: 장슈준, 자택 전화번호: 86-516-8323943

양슈광: 86-5116-8381755, 86-516-8382317

수조우시 파출소: 86-516-3745000 (수이닝 자치주는 수조우시 산하에 있다.)

수이닝 자치주 공안국: 86-516-8331804

96) 영문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5/11/17/66955.html 
중문 http://minghui.ca/mh/articles/2005/10/27/11323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