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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백만인 연합 서명서
2008년 올림픽 이전에, 중공은 반드시 파룬궁박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나는 파룬궁[法輪功] 또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으
로부터 전해졌고 眞[쩐]，善[싼], 忍[런]의 실천을 통하여 인품과 덕성이 고상한 사람
이 되게 하며 아울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 수련법입니다. 현재 세계
80여개 나라로 널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선
(善)을 향하라고 가르치는 파룬궁 단체에 대하여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또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이 장쩌민[江澤民]을 위시한 소수의 중공지도자
와 함께 중국대륙에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하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수천수만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불법으로 혹형을 가하여 목숨까지 잃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중국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으로부터 기
본적 인권과 믿음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하여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아
울러 이들을 동정합니다.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듯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은 올림픽의 전통입니다. 믿
을 수 없는 것은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중공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파
룬궁을 박해하며 스스로 약속한 국제인권공약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참
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과 중국 국민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은 중국공
산당의 파룬궁 단체에 대한 인권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래 같이 성명합니다.
1. 중공은 2008년 올림픽 이전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2. 나는, 우리 정부와 의회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인권단체가 일체의 이성적이고 평
화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2008년 올림픽 이전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하도록 중국공산당에게 요구할 것을 희망합니다.
3. 나는 CIPFG가 나의 이 연합서명서 또는 복사본을 각국 정부, 의회, 국제올림픽위원
회, UN 및 기타 인권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며, 그들이 2008년 올림픽 이전
에 효과적인 실제 행동을 즉시 취하여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되찾
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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