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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연방선언 

서  언 

우리들은 <폭로혁명>( 정치스캔들을 적발하는 운동 )을 계기로 

모이게 되였으며 신중국의 법치(法治 ), 민주（民主）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히말라야감독기구(1)를 결성하였다. 지난 3 년간 

<폭로혁명>은 중국국민과 국제사회에 중국공산당(중공)(2)의 

비법적이고 사악한 본질과 사기행각을 적라라하게 폭로하였다. 

히말라야감독기구는 전우들이 자원적으로 결성한 정치적 

실체가 없는 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법치기금 <Rule of Law>, 

법치사회(3)<Rule of Law Society>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인정과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며 신중국연방(4)이 국제사회와의 합작, 

중국국민의 자유와  재산안전의 보장등에 있어서 적극 지지한다. 

또 세계 각국인사들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건립하여 공동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유대작용을 한다. 

중공의 소멸은 정의의 수요이다 

중공은 코민테른의 지원하에 합법적정부를 전복하는 

테러조직으로써 중국에서의 집권통치는 인권무시, 인성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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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린, 법치제도(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의 위반, 계약의 

일방적 파기등등과 동시에 홍콩을 피로 물들이고 티베트족을 

학살하며 부패를 세계에 퍼뜨리는등 철저한 반인간적 폭행으로 

발전하였다. 심지어 생물화학무기를 개발하여 전세계를 

습격함으로써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극악무도한 

통치는 천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다.  

중공의 소멸은  중국국민을 해방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신중국연방은 세계인민과 세계번영에 있어서 역시 

필수적이다. 

신중국연방의 전망 

신중국연방은 서방（西方）민주법치체계와 국제법을 참조하여 

국제기구와 히말라야감독기구의 공동감독하에 헌법을 제정하여 

3 권분립의 정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 일인일표선거제도 》 로 

새로운 정부(5)를 세울것을 건의한다. 또한 선거제도와 탄핵제도를 

병 존 시 켜  효 율 적 으 로  운 영 하 여  사 회 불 안 과  인 도 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新)헌법(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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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신: 법치주의 국가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신앙자유와 

언론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유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세계인민과의 영원한 평화공존, 공동번영,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3. 교육, 노후복지, 의료는 민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이므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근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서양의 과학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교직자들을 존중받는 직업으로 

만들며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한다.  

4. 대자연과 동물의 생태계를 보호하며 만물의 조화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홍콩, 마카오,  티베트등 지구에 대한 <특별자치조례>를 

반포하고 집행한다. 대만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경제무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발전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6. 중공절도집단(盗国贼集团)이 약탈한 재산(7)을 전부 몰수하여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7. 신( 新 )정부를 성립한 뒤  재소자 (중범죄 및 반인륜범죄 

제외)의 죄를 사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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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감독기구의 서약 

  신중국연방이 성립할제 히말라야감독기구는 아래와 같이 

선서한다: 

중공은 여전히 중국 국민들을 납치하여 독재정권으로 극단적인 

통 제 를  실 행 하 고  있 는  상 황 하 에   저 희  히 말 라 야

감독기구는  신정부의 건립을 돕기 위해 외교등 모든 사전준비를 

마칠것이다.  신정부의 준비를 지지하는 각 나라와 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등과의 교류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관계를 

협조한다. 동시에 신정부의 준비과정을 지도하고 순조롭고 

효율적인 진행을 확보한다. 

히말라야감독기구는 국제합법적감독기구와 함께  신정부의 

운행을  감독함과 동시에 국제법과 신정부의 법률을 준수하고 

국제합법적 감독기구의  감독을 엄격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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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석(注释)과 관련자료] 

  (1)히말라야감독기구 

히말라야감독기구의 취지는 국제사회와 함께 합법적으로 

중국국민의 안전, 재산, 자유, 존엄 및 그들의 미래를 지키고 

신중국연방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히말라야>는 신중국의 진정한 민주, 법치와 자유를 대표한다. 

본 기구는 법치기금 <Rule of Law>, 법치사회<Rule of Law 

Society>를 토대로 건립되였고  정규인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민간단체이다. 본 기구는 제 3 자의 입장에서 중공이 

없는 신중국연방과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고 투명공개, 

합법적, 및 개방적인 합작관계를 유지하는데 다리를 놓아준다. 

 또한 각 나라와 밀접한 합작을 이루는 법률, 뉴스(언론), 문화와 

금융생태계등을 발전시키고 선진적인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민주체제( 民 主 体 制 )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와 경제캐피탈을 

줄이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한다. 

본 기구는 해외의 공익단체를 기반으로 중국국민이 선거한 

신중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공동으로 달성한 처벌제도를 포함한 

엄격한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제 3 자입장인 민간단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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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중 국 의  민 주 ,  자 유 와  법 치 제 도 에  지 속 적 이 고

유효적이며  투명공정한 감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8964 사태”가 중국현대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와 최고 영향력을 

차지하는 “민주항의운동”이라는것을 감안하여  본( 本 ) 기구는 

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특별한 날에 전 세계에 향하여 

“신중국연방선언”을 선포한다.   

  (2)중공의 사악한 본성 

중국공산당은 1949 년 집권 이래 수 차례의 반 인륜적인 

정치운동을 일으키고 토지개혁, 반혁명운동의 진압, 대약진, 

문화대혁명,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 등의 잔인한 악행으로 

수억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게다가 중국의 수천년 동안 전승되여 

온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중국의 엘리트계층을 박해했으며 

엘리트를 육성할 사회적의 기초를 무너뜨렸다. 

1989 년 6 월 4 일 중국 공산당은 톈위안 광장에서 시위한 학생과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운동을 진압했다. 그 후 중공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속이고  세계무역기구(WTO）

에 가입했다. 중공절도집단은 자국민의 노동력을 값 싸게 

착취하고 환경오염, 자원파괴를 대가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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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막대한 재산을 국민에게 나눠주기는커녕 재산을 훔쳐 

해외에 있는 수많은  혼인외자녀, 내연녀 혹은 내연남 및 

대리인의 주머니로 빼돌린다. 

중국공산당은 법률과 정의를 무시하고 횡령과 거짓 ,폭력과 

경찰의 권력남용등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민간기업자들의 

재산을 무단몰수하였다. 홍콩의 일국양제 50 년불변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자유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홍콩시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군대 및 군비를 확장하여 이웃나라를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수단과 방식을 가리지 않는 전쟁으로 전 세계 

인류를 타깃으로 생물무기를 개발했다. 그렇게 개발된 바이러스를 

전 세계 180 개국 및 지역에 퍼뜨리고 수백만 명을 감염시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3) 법치기금(Rule Of Law),법치사회(Rule 

of Law Society) 

법치기금(Rule Of Law),법치사회(Rule of Law Society)는 미국 

국세청의 국내 조세법규 제 501(c)(3)항과 501(c)(4)항에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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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비영리 기구이다. 본 기구는 미국 뉴욕주에서 등기 및 

설립되었으며,뉴욕주 법무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망: 중국인들이 법치제도하의 신중국연방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이 법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사명: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의 정치, 법률, 상업, 금융시스템의 

부패와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다. 신중국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폭로한다. 

핵심가치: 높은 도덕수준의 청렴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신중국연방의 국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공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사람들, 특히 불의에 맞서싸운 

정의로운 사람들을 돕는다.  여론, 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를  권장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이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감독하는 것을 촉진한다. 

 

(4)  신중국 연방(5) 정부(6) 헌법 

히말라야 감독기구의 제창과 감독하에 국민들은 중공이 

없는  중국에서 “1인 1 표”로 새로운 정부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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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부는 모든 중국국민이 “1 인 1 표”로  선출한다.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정당을 자유롭게 창당할수 있고 모든 

정당이 반드시 3 분의 1 이상의 합법적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선거 자격을 얻을 수 있다.신헌법과 법률의 제정은 영국 

<보통법>(Common law )'과 미국 <판례법>(Case law)을 포함한 

서방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여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헌법과 법률은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신정부는 국민, 히말라야 

감독기구와 국제  합법적 기구의 공동 감독을 수용한다. 

2. 권력간 균형적(分权制衡)인 현대 정부를 건립한다. 행정, 입법, 

사법의 3 권분립하여 서로 제어한다. 정부는 1 인 1 표 선거제도를 

성립되며 정당지도자 등 이익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 및 정책에 대해 투명성을 갖고 정보를 공개하여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은 재산공시제도를 실시한다. 

3. 법에 의해 과거 “문화대혁명”,“6.4 사태”와“횡령으로 

횡령잡기”등 정치운동과정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불법으로 압수당한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법에 의해 반환한다. 국제법에 따라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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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및 반인륜범죄 제외)와  중국공산당의 모든 당원들의 죄를 

사면한다. 나라를 훔친 중공절도집단에 대해 심판을 한다. 중공 

역대의  지도자와  대리인들이  착복하고  이전된  재산들을

추적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 

4. 미국정치체제를 참고로 연방정부는 국가주권을 대표하고 각 

성（省） [주]( 州 )마다 충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홍콩, 마카오, 

티베트등 지역은 연방제제도하의 특별독립자치제도를 실행하여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정부관할권을 행사한다. 대만은 

현상태를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기초하에 미래의 신정부와 양안(两

岸 ) 국민이 공동으로 투표하여 결정한다. 홍콩, 대만 마카오, 

티베트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로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港人治港、

台人治台、澳人治澳和藏人治藏 )를 실현한다. 특별독립자치구는 

시 정 ( 施 政 ) 과 정 에 서  국 민 과  신 연 방 정 부  및

히말라야와  국제합법감독기구의 공동감독과 제약을 받으며 

지방분렬세력과 군벌할거세력（军阀割据）의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 

5. 신정부는 계약평등의 원칙, 호혜(互惠)원칙, 영구성（永久性）

및 점검가능의 원칙에 따라 세계 각 나라와 <천년평화법안(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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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平 法 案 )>을 체결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문명국가와 

<영구적평화공존국가협력법률위원회(永久和平共处国际合作法律委

员 会 )>를 성립해야 한다. 본 위원회의 법적효력은 각 나라별 

헌법으로 확인하며 신정부에 대해 감독권과 처벌권이 

주어진다.  위 법안은 경제, 금융, 과학기술, 문화, 교육, 

지적재산권, 시장의 호혜주의 및 인구의 유동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6. 신정부는 개방적, 다원적 및 포용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대협력을 이룰것을 격려한다. 국가안전문제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영역이외에 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리부문, 세관부문, 

교육부문, 인문과학부문, 체육 및 언론매체부문에서의 인재채용은 

전 세계를 향해 평등하게 개방한다. 인종, 성별, 연령, 국적, 및 

신앙을 막론하고 우수한 인재채용과  인재들의 자유이동이 

가능하여 전 세계와 평등호혜한 발전을 실현한다. 

7. 절지방어성( 绝 地 防 御 性 )국방정책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등 

극비내용외 신중국연방은 국방내용을 전 세계에 투명공개하여 

신중국과 세계가 영구적 평화공존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군사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 국가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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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불가침（互不侵犯）  상호존중, 상호신뢰 및 상호감독하는 

영구적평화국방시스템을 구축한다. 군대는 정당, 정치와 별개로 

독립적이며 헌법 및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군대의 

국가화( 国 家 化 )를 실현한다. 현행 의무병역제도를 페지하고 

직업군인제도를 실행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대는 계엄령, 

폭동진압등 이유로 정치활동, 군벌할거( 军 阀 割 据 ) 혹은 

민중운동진압등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군사쿠데타 

혹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참여자들의 모든 경제, 정치 및 

사회권익을  박탈한다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별도로

대리권수여가 없이 쿠데타장교에 대해 군사적으로 응징할수 있다. 

8. 사회주의제도와 경제공유제도를 영원히 페지한다. 

<소유권절대의 원칙>하에 토지와 가옥의 절대점유권과 

절대소유권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며 

침해받지 아니한다. 

9. 법으로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보호한다. 종교단체는 법에 

의해 종교신앙활동 및 선교해야 하며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신앙을 정치활동이나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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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으로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등 자유를 보장한다. 빠른 

시일내에 호적( 户 籍 )제도를 페지하고 네트워크파이어월(Great 

Firewall ㆍ인터넷 감시 및 검열 시스템)을 무너트려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갖도록 한다. 

11.언론매체자유감독법을 제정한다. 언론매체는 정치심사제도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입법( 立 法 ), 행정 및 사법과 별개로 

독립적인 “제4의권력”으로 간주한다. 법으로 언론매체의 진실을 

규명하는 자유와 정부에 대한 감독권력( 监督权力 )을 수호하는 

동시에 언론매체가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입법해서 막도록 

한다. 

12. 대자연과 동물의 생태계를 보호하며 만물의 조화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보호법안을 즉시 제정하여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대자연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한다. 종교와 

민족전통풍습외에 국가보호동물 및 인간과 친밀한 고양이, 개, 

원숭이등 동물의 식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13. 교육의 봉행( 奉 行 )은 국민을 계몽하고 사회를 개조하며 

문명수준을 높이는 일 이고 입국의 근본이다(立国之本 ). 교육을 

중시하고 존중 받는 교직자를 양성하며 전통을 계승하여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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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한다. 교육은 정치와 별개로 독립적이며 교육발전의 

메커니즘을 존중한다. 서방의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참고로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에 대한 다원적투자, 평등한 기회, 

실천과 개성의 중시 및 무료공립교육을 실현한다. 문화지식계의 

독립적인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14. 거국체제(举国体制 )인 정치성체육제도를 페지한다. 동시에 

인간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체격과 독립적인 인격을 갖춘 

현대적체육제도를 발전시킨다. 학생들이 충분한 체육운동시간을 

확보하게끔 하여 학생들이 다중지능의 개발, 의지와 품성의 단련 

및 전면적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튼튼한 기초가 된다, 

15. 국제협력기구가 인정하는 법안을 참고로 아동, 여성의 

신 변 안 전 과  생 활 을  보 장 하 는  등 을  비 롯 한

사회취약계층보호시스템을 설립한다. 계획생육정책( 计 划 生 育 政

策 )을 철저히 폐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을 

엄벌한다. 노인, 장애인 퇴역군인과 가족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 의료와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16. 연방메디컬베네피트펀드제도 【 Medical Benefit Fund 】 를 

건립하여 전 국민이 기초의료보험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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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자발적  및  개인사비로  기초의료보험외의  추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수 있다 

17. 위조품단속을 강화하며 각 영역에서의 허위적인 사기행위에 

대한 엄단을 신헌법 및 관련법률의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어떠한 

위조품제조행위든지  마땅히 엄벌하여 중공이 여태껏 실시한 

<거짓으로 국가를 통치한다>일명 이가치국(以假治国 )의 여독(余

毒 )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방송뉴스, 학술, 제조업 및 

이데올로기영역에서의 허위선전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18. 과학기술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개인, 기업, 대학교와 

연구원등 각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진행한다. 전매특허 및 

지적재산권보호법을 제정하여 각종 불법복제품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7)중공이 약탈한 재산을 추징한다 

연합국<반부패공약> 제 5 장에서는  “재산의 반환”을 공약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 중 재산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부패활동을 

통해 약탈한 재산을 추종, 동결, 몰수 및 반환하는데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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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체결국은 공약을 법률근거로 할수 있다. 대다수 

상황에서 청원국( 请 求 国 )은 소유권만 증명하면 즉시 추징한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직접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1. 본 선언의 최종해석권은 히말라야감독기구에 있다. 

2. 본 선언은 중국어버전을 위주로 하고 영어버전은 참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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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연방국기 

 

  별 칭 1:  49 우주별기 

  별 칭 2:  히말라야별기 

  비 율:  3:2 

  색 깔:  오션블루, 태양 골드  

탄생날짜:  2020 년 5 월 26 일 

기동날짜:  2020 년 6 월 4 일 

  형 식:  49 개의 골든 히말라야별이 쌍타원으로 중(中)자를 

그리며 원을 이루어 만든 파란색 직사각형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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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소: 

 

    글자 (中)           우주별바다          히말라야 

 

   신앙의 별           스타체인         신중국연방 국기 

의미: <하늘이 주신 사명> 

1. 칠칠사십구개의 우주의 별이 한자“中”자를 구성하여 내외로 

서로 연결하고 종횡무진하며 서로를 눈 부시게 비춰주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천지상통（天地互通）의 기세를 빌어 음과 

양의 조화를 그리며 대칭되고 안정적인 우주 에너지 공간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하나하나의 별마다 모두 생명의 상징이며 

모든 생명과 중생의 평등 및 인권은 천부한다. 각개의 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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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은 연합과 단합 및  하늘이 내린 신성한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지킨다는것을 의미한다. 

2. 마음 속의 별 영원한 행운을 빈다. 신중국연방의 국민들은 

천지의 모든 신들을 존경한다. 마음속의 공동의 신앙을 중심으로 

자유와 민주법치, 노인에 대한 존경, 어린이에 대한 사랑, 여성에 

대한 존중등을 실현한다. 민심을 모아 바른길을 지켜나가고 세상 

만물을 하나로 모아  평화와 우정에 기여하는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과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문명을 만들것이다. 

우주의 모든 신들이 우리의 [신주(神州)를) 빛낼것이다. 

3. 태양의 골드는 재부, 평화, 민심, 권력, 희귀 및 희열을 

의미하고 바다의 블루와 생명의 기원은 영원함, 넓음, 자연, 신비, 

로맨틱 및 몽환함을 의미한다. 물과 햇빛이 생명을 구성하고 

[금(金)수(水)상생(相生）]하며 [(수(水)금金)상용(相溶）한다. 블루는 

음, 골드는 양으로 음양의 조화로 만물을 만들며 만물이 곧 

세계를 구성해 히말라야의  성결한 빛을 끝까지 빛낼것이다. 

축복사 

Mr.Miles Guo 께서 신중국연방 국기의 탄생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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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억 중화민족 동포들을 위해 기원한다. 하늘이 주신 무기를 

감사히 여겨 꼭 이 힘을 빌어서 중국공산주의 강도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중화민족 자녀들의 용기를 회복해 중화민족의 

진정한 지혜를 되찾고 우주별바다 아래 49 우주별의 매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모든 허위와 거짓을 소멸할 것이다. 중화민족의 

자녀들은 욕화중생 (浴火重生)을 맞이할것이다. 

   Mr.Miles Guo   

2020 년 5 월 26 일 뉴욕시간 2 시 46 분  

뉴욕 자택에서 

 

주창인원: 

크리에이티브 총책임자 컨설턴트, 총 코칭: Mr.Miles Guo 

계획 총책임자:WEI ZI SUN AI QI GE WEN XI( 폭로혁명 전우) 

디자인 총책임자: CC GE ER P( 폭로혁명 전우) 

디자인 부책임자: WEN FANG SI BAO( 폭로혁명 전우) 

협조 총책임자:TING GUO XIAO MEI( 폭로혁명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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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협조 :XMEN. MING YUE QING FENG . WEN SHU . WEN XI. 

CUN ZAI ZHU YI KA FEI GUAN. WEN SI BU DONG. WEN CHENG CHENG. 

YUN J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