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다큐멘터리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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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대량 적출한 중공의 
국가범죄 조사 보고서 (조사 기간: 2006~2015)

‘철의 증거’ 제1부

이 다큐멘터리는 의사 등의 증언을 통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출이라는 
유례없는 악행을 폭로합니다.

‘강제 장기적출 –10년 조사’

이 다큐멘터리는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장기 를 적출한 중공의 집단학살 
국가범죄를 체계적으로 폭로 했습니다. 

‘철의 증거’ 다큐 시리즈 각국 입법 및 결의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008년

‘장기이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페인
2010년에 형법을 개정해

장기밀매 범죄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상원은 2015년

중국에서의 장기적출을 규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만
대만은 2015년

‘인체장기이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2016년 6월 13일, 미 하원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장기적출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 343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중국에서 발생한 장기적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OIPEG는 전 세계 정부와 단체, 정의로운 분들에게 
공산주의의 사악한 시도를 인식하고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한
중국공산당의 집단학살 국가범죄

1999년부터 장쩌민 전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중공) 범죄집단은 당, 정부, 군대, 

무장경찰, 사법계, 의료기관 등 국가기구 전체를 

장악해, 중국 전역에서 살아 있는 파룬궁수련자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집단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장쩌민이 발동하고 중공이 

결론 �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은
 장쩌민이 명령하고 중공이 주도한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결론 � 대량의 증거들은 중국에
 거대한 ‘살아있는 장기 은행’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결론 � 1999년 파룬궁 탄압 이후
 중국의 장기이식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결론 � ‘살아있는 장기 은행’의 최초 주요 
대상은
 파룬궁을 수련할 자유와 권리를 위해
 청원하러 갔다가 무고하게 체포된
 수백만 파룬궁수련자들로 추정됩니다.

결론 �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엄청난 수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사악한 중국공산당을 
종식시킵시다.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은 ‘생체 장기적출’ 등 비인간적인 

방식 으로 선량한 파룬궁 수련자들과 자국민을 

살육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이런 만행이 20년 넘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중공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마이고 가장 사악한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범죄에 대해 침묵하도록 중공이 협박과 유혹, 

세뇌와 속임수 등 수단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적출하는 것이고, 도덕의 

최저선을 근본적으로 파괴해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비인간적인 중공의 범죄를 폭로하고, 산 

코드 스캔

지금 이 청원서에 서명해 우리 함께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장기적출 만행을 종식시키고 무고한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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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한 중국공산당의 범죄에 대한 
10여 년 조사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EG)는 2003년 

1월 20일 설립됐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파룬궁 

박해와 관련된 모든 기관과 조직, 개인의 범죄를 

추적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멀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 조사해 

인간세상의 정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이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에게서 

장기를 적출 했다는 첫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2006년 3월 9일, WOIPEG는 중국 본토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했 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끊임없이 추적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891개 장기이식 병원에 대해 수만 

차례 전화 조사를 했으며, 수십만 건의 언론 보도와 

의학 논문, 병원 홈페이지, 9519명이 넘는 이식 

전문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WOIPEG의 조사는 중국공산당 최고위층까지 

이뤄졌습니다.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5명을 

포함해 여러 명의 고위 관리, 예를 들면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정치국 위원, 국방부 장관 및 전 

생체 장기적출 의혹 병원 분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