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벌어지는
“강제장기적출”이란?

그들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다

이식용 장기를 적출해서 팔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장기적출 과정
중국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그들의 신념이나 민족성을이유
로 수감한다

그들은 당신의
장기를 빼앗는다
세계 시민으로서 강제장기적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는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싸워 주길 바라시나요?
희생자는 수감병원, 구치소
등에서 흉부 X선, 초음파, 혈액
검사를 받는다

• QR코드를 스캔해서:
영상을 보고 청원서에
서명하세요

장기 구매자가 (*역주: 이식
수술비로) 장기 매매대금을
지불한다

• 소셜미디어에서 응원하기

@EndTransplantAbuse

구매자용으로 가장 적합한 장기를
가진 희생자는 살해되고 이식을
위해 장기들이 적출된다

@ETAC_Global

endtransplantabuse.org

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수 조원 규모의
‘장기약탈 살인’ 산업

중국 재판소
“강제장기적출이 중국
전역에 걸쳐 여러 해
동안 상당한 규모로
자행되었다.”

제프리 나이스 경을 재판장으로 한, 중국 재판소는 12개월여에 걸쳐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하나의 – 분명 주된 –
장기 공급원이다.”

“취약집단인 위구르족들이
장기은행으로 이용된 것
또한 명백하다.”

:
들
증거
의
여러 방면

장기를 공급받기까지 대기시간이
때로는 2-4주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짧고,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도 이용
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중국 이식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정책 및 실무에 관한
공산당 공식문서

사망한 희생자의
친인척들과 동료
수감자들의 직접 증언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장
이식을 포함한 이식
서비스를 광고하는
웹사이트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외국인 대상
이식수술 규모보다 매년
더 많은 심장이식 및 다른
이식수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중국 내
이식수술 자료들

중국의 공식 장기기증
데이터가 조작돼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통계 분석
결과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CT 촬영, X선 검사, 초음파
등의 강제 의학검사

chinatribunal.com

희생자들은 누구인가?
파룬궁 수련자들

위구르족

파룬궁은 중국의 전통적인 불가수련법으로, 진실
(真, truthfulness), 선량(善, compassion), 관용(
忍, tolerance)을 지도 원칙으로 삼는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개시한 1999년부터 강제장기적출의
희생자가 되었다.

중국 북서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동 투르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투르크 계통 민족이다.
대다수가 온건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주로 세속의
삶을 영위한다. 2017년 대규모 투옥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에서 강제로 장기 스캔 검사를 받는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증거는 티베트인들과 가정교회 기독교인들도 피해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