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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트랜스젠더
인도네시아: 12명의 트랜스젠더 공개적으로 고문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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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 of National Police Commission
Mr. Wiranto
National Police Comiss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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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rta Selatan 12160 Indonesia
Twitter: @kompolnas_ri
Fax: +62 (0)21 73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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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의장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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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Ahmad Taufan Damanik
Komnas HAM Office
Jl. Latuharhary No. 4B Mentengigh
Jakarta Pusat 10310 Indonesia
Twitter: @komnasham
Fax: +62 (0) 21 3925227
Email: pengaduan@komnasham.go.id

지난 1월 27일, 북부 아체 경찰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추정하는 개인들이 자
의적으로 구금되어 모욕과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다음 날 아무 혐의 없이 풀려났
지만,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다. 일부는 직업을 잃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도피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북부 아체 경찰이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미용실 다섯 곳을 급습해 12명을 체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미용실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흔히 일하는 일터이다. 경찰서장은 그날 밤 체포된 12
명을 사무실로 데려와 밤 11시에 인근 공원에서 오리걸음을 하라고 명령했다.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명령을 거부하자, 경찰서장은 공포탄을 쏴 위협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공원에서 구르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게 함으로써 “처벌”
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동안, 경찰은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등을 발로 찼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도록 강제해 반나체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북부 아체 경찰서장은 피해자들에게 ‘남자답게’를
외치도록 명령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의 얼굴을 샌들로 때렸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두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모욕한 후, 경찰은 그들을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젖은 셔츠를 입은 채로 매트리스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서 자도록 했다.
1월 28일 오후 피해자들이 아무 혐의 없이 풀려나기 전, 경찰은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초대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교하도록 했다. 이슬람 지도자는 피해자들에게 “트랜스젠더의 본성 때문에” “
트랜스젠더나 다른 LGBTI들을 죽이는 것”이 좋으며, “그들이 카피르(이교도)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12명 모두에게 읽지도 못하게 한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 이 문서는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과 경찰의 어느 위법행위에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집행인들이 그들의 젠더 표현과 성 정체성을 공격하며 행한 공개적 모욕 때문에 12명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학대와 협박, 그리고 트라우마의 영향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이 겪은 학대가
고문에 이른다고 확신한다.
북부 아체 경찰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아체 지방 경찰서가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다. 사건
이후,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으며 일부는 직업을 잃고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 가족과 이웃에 의한 위협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발에 채이거나 돌을 맞는
수모를 당하며 인도네시아의 다른 안전한 곳을 찾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내부 조사 이외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 가해자가 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고 지역 경찰과 주민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십시오.

2018년 4월 4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 인도네시아의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젠더 표현, 성적 정체성과 지향에 따른 젠더
폭력 및 차별, 범죄화, 그리고 트랜스젠더 혐오에 관한 예방과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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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4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지난 1월 27의 급습은 아체주에서 반LGBTI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르완디 유수프 주지사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신, 그가 경찰의 트랜스젠더 여성 급습을 지지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2월 2일, 반
LGBTI 대회에서도 주지사는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개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 아체 경찰서장의 트랜스젠더 여성 학대에 대해 아체 지방 경찰청이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방경찰의 대변인은 반LGBTI 대회에서 급습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아체주에서는 LGBTI 개인들과 그룹들을 표적화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2017년 12월 17일에는 지역
주민과 대중조직이 한 호텔을 습격해 트랜스젠더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것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샤리아 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이슬람
형법에 따라 두 남성이 합의에 따른 성적 관계를 이유로 83번이나 공개적으로 매를 맞았다. 아체주는 2001년
특별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슬람 법원에서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체주에서 게이 남성이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2014년 9월 27일 아체 의회를 통과한
아체 이슬람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뿐 아니라 혼전 및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00대의 매질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체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형법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LGBTI에 대해 이미 적대적인 환경에 더하여, 지난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의원들은 형법 개정안 초안에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에서 LGBTI 그룹들 또한 기소의 위험에 처해있다. 2017년 5월, 북자카르타에서는 141
명의 남성들이 지역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들이 “게이 섹스 파티”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126명은
풀려났으나 10명에게는 포르노에 관한 법 44/2008에 의해 “포르노 서비스”라는 혐의가 씌워졌다.

편지예시
Dear General,
I urge you to ensure that an independent, impartial and efficient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on 27 January 2018 in which 12 transgender women were arbitrary
arrested and publicly humiliated by the North Aceh Police Force is carried out, its
report made public and the perpetrators brought to justice.
As the victims remain deeply traumatized and concerned for their safety following
the incident, I urge you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from threats to their lives
and safety, both from members of the local police and local people.
I also call on you to respect Indonesi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prevent, investigate and eliminate transphobia, gender based violence and
criminalisation of individuals due to their gender expression,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