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ACTION
UA: 105/18 INDEX: MDE 23/8478/2018 SAUDI ARABIA

AZIZA AL-YOUSEF,
IMAN AL-NAFJAN,
LOUJAIN AL-HATHLOUL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권 활동가 체포되다
유명 여성인권옹호자들은 임의 체포되어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
D AT E
2018.05.25

TO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겸 수상
King and Prime Minister
His Majesty King Salman bin Abdul Aziz Al
Saud
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Office of His Majesty the King
Royal Court, Riyadh
Kingdom of Saudi Arabia
Fax: (via Ministry of the Interior)
+966 11 403 3125 (please keep trying)
Twitter: @KingSalman
Salutation: Dear Mr. Pitts

유명 여성인권옹호자인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잔(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가 임의 체포되어 5월 중순부터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5월 중순부터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를 체포한 후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독방에 구금하고 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권과 여성차별 종식,
가부장제 철폐를 요구하는 데 앞장선 주요 활동가다. 이들 이외에도 인권활동가 2명이
같은 기간에 구금되었다.
5월 19일, 사우디 통신은 “외국 단체와의 의심스러운 접촉” 및 “정부 요직 인물을
포섭”하고 “왕국의 안보와 안녕을 위협하고 사회 구조를 뒤흔들려는 목적으로 해외의
적대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여성
인권옹호자 3인과 활동가 2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활동가들을 구금한 것이 이들의 평화적인 인권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기소되면 불공정하기로 악명 높은 사우디 특별형사재판소(SCC)의 심리를 받게
되는데, 특별형사재판소는 인권옹호자에게 매우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 왔던 만큼
이들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장관
Minister of Justice
His Excellency Dr Walid bin
Mohammed Saleh Al-Samaani
Minister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University Street, PO Box 7775
Riyadh 11137
Kingdom of Saudi Arabia
Fax: +966 11 401 1741 / 402 031
Salutation: Your Excellency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Dr Bandar Mohammed Abdullah al-Aiban
North Ring Road, Exit 2
PO Box 58889
Riyadh 11515
Kingdom of Saudi Arabia
Fax: +966 11 4185101
Email: info@hrc.gov.sa
Twitter: @HRCSaudi
2018년 7월 6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영어와 아랍어 또는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인권활동가 3인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 석방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이들 인권활동가의 행방을 공개할 것과,
이들이 직접 지정한 변호사 및 가족을 지체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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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으로 자신의 차를 타고 운전해 온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주간 구금되었다. 루자인은 직접 운전한 것 외에도 평소 온라인에서 여성의 운전권 요구
캠페인 지지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일련의 혐의를 받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형사재판소
(SCC)에 기소되었다. 그녀는 2015년 2월 12일 결국 석방되었으나, 법적 신분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루자인은 2017년 6월 4일, 담맘의 킹 파하드 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체포되었다. 루자인은 그녀가 벌인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고, 4일 후 석방되었다. 석방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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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알 나프잔은 헌신적인 인권옹호자이자 블로거로, 여성 운전권 요구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활동가였다. 아지자
알 유세프 역시 여성 운전권 활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부장제 철폐 활동에 앞장선 동료 활동가다.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그녀는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여성을 돕는 활동에도 두루 참여했다. 두 여성 모두 2013년 여성 운전
금지에 저항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이 꾸준히 인권 활동을 벌이면서 정부 역시 이들에게 취조를 거듭하고
괴롭힘을 가했다.
이들 외에도 함께 체포된 인권활동가 2인은 이브라힘 알 모데이미흐 박사와 모하마드 알 라베아다. 이브라힘 알
모데이미흐 박사는 변호사이자 여성인권활동가이며, 모하마드 알 라베아는 청년 활동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청년들을 위해 문학 클럽을 개설했다.
최근 연이어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은 인권옹호자를 탄압하며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수개월 사이 수많은 인권옹호자가 특별형사재판소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반테러법과 관련 칙령 및 반사이버범죄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용과 여행이
금지되었다. (링크: <사우디아라비아: ‘개혁가’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집권 하에 처음으로 유죄 선고된 인권옹호자>)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2014년 2월 반테러법의 후속으로 칙령 44/A가 선포되었으며,
2018년 2월 처음으로 인권옹호자들이 이 칙령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2018년 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개혁과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 에삼 코샤크와 인권활동가
이사 알 누케이피는 각각 징역 4년형과 4년간의 여행금지조치 및 징역 6년 형과 6년간의 여행금지조치를
당했다. 검찰은 이사 알 누케이피와 에삼 코샤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에서도 “종교 및 사상적
극단주의 집단 또는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 단체로 분류되는 집단에 소속”된 혐의로
칙령 44/A에서 정한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편지예시
Your Majesty/Dear Sir,
I am aware that women’s rights activists
Loujain al-Hathloul, Iman al-Nafjan and Aziza al-Yousef have been detained
incommunicado and in an unknown location since mid-May.
I call on you to release the three human rights activists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I also urge you, pending their release, to reveal their whereabouts
and ensure they are given access to their family and a lawyer of their choosing
without delay, and that they are protected from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