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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이민세관단속국 현장사무국장
ICE Field Office Director
Michael J. Pitts
San Antonio Field Office
8940 Fourwinds Drive
San Antonio, TX 78239 USA
Email: michael.j.pitts@ice.dhs.gov
Salutation: Dear Mr. Pitts

이민세관단속국장
(Acting) ICE Director
Thomas Homan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500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36 USA
Email: Thomas.Homan@ice.dhs.gov
Salutation: Dear Mr. Homan

국토안보부 감찰관
(Acting) DHS Inspector General
John Kelly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MAIL STOP 030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45 Murray Lane SW
Washington, DC 20528-0305 USA
Fax: +1 202-254-4297
Email: dhs-oig.officepublicaffairs@oig.
dhs.gov
Salutation: Dear Mr. Kelly

사다트 I. (SADAT I.)는 가나 범죄조직의 동성애 혐오 공격을 피해 미국으로 떠났고,
2016년 1월 비호를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미
국 정부는 사다트를 가나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다. 사다트가 가나로 돌아가면 그가
피하려 했던 경찰과 범죄조직의 인권침해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다트는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즉시 가석방되어야 하며, 가나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된다.
가나의 게이 남성인 사다트 I. (31)는 지난 2016년 1월 17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억류되었으며, 현재는 텍사스주 펄솔에 구금되어 있다. 사다트는
지난 2015년 11월 가나를 떠났다. 자경단 ‘안전제국(Safety Empire)’의 단원들이 그를 폭행하고, 그의
집을 불태웠으며, 사다트가 삼촌의 집에서 숨어 지내자 3일 후 그의 삼촌까지 폭행했기 때문이었다.
자경단원들은 사다트의 게이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사람을 폭행하고 심문한 후,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경단 단장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서 사다트 역시 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경단은
이 동영상을 2017년 4월에 다시 한 번 게재했고, 53,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다트의 게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켰다. 단장은 여전히 가나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이곳의
게이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가나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가 공격을 받아도 그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다트가 가나로
송환된다면 기소와 구금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그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송환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사다트가 가나에서 여전히 위험에 처할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다트의 가족들은 그를 향한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영상을 보냈지만,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은 사다트에게 도착한 소포에서 해당 자료를 아무런
통보 없이 제거했다. 2017년 이민법원은 이민세관집행국이 해당 증거를 은폐했다 하더라도 사다트가
가족들에게 그 영상을 실제로 보냈는지 직접 연락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다트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2월, 사다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항의하며
두 차례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다트의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사다트의 단식 투쟁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이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금 대상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 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 지향성과 같이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구금이나 고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사다트는
이 모든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가나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영어 또는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즉시 탄원해주세요.
●● 미국 정부에 사다트 I. 에 대한 모든 강제 송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사다트 I. (사건 A# 208-920-376)를
가석방하고, 그의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4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감찰국(OIG)에 사다트의 비호 신청 처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과, 구금 중 부당대우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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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민자와 난민의 인권이 존중, 보호받고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당사국인 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준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의 구금을 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내포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는 누구나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금은 각 개인의 사례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점,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점, 또한
요구사항 보고, 보석 및 금융 예치 등의 대체안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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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2017년 7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그룹은 이민자, 특히 망명 신청자를 의무적으로 구금하는 조치가 인권 및 난민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위반된다고 본다. (…) 본 그룹의 조사 결과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현 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체안이 있음에도 다수의 경우 가혹하고,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불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또한 구금 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개인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지 않았고, 대상을 굴욕적인
환경에 구금하며, 합법적인 망명 신청을 가로막고 있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농르풀망 원칙, 즉 ‘고문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 처할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떠난 난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조사관은 2018년 2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금하는 것은 “임의 구금”에 해당하고, 이는 즉시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당대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으며, 특히 여러 취약집단 가운데 LGBTI 인 난민들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법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강제 송환 절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금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은 안전상의 위험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급한 인도적 이유” 가 있거나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고 미국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 정책에 따르면, 사례별로
분석했을 때 이와 동일한 사유를 비롯해 구금을 연장하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믿을 만한
우려가 있다면 현장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해당 개인을 가석방할 수 있다. 또한 구금을 지속할 경우 해당 개인이
건강상 응급 상황을 겪는 경우에도 같은 재량을 부여한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누구를 구금할 것인지, 또는 보석,
보호관찰, 출석 서약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편지예시
Dear Mr. Pitts,
I call on you to halt any deportation proceedings against Sadat I. immediately,
and release him on parole (case file A# 208-920-376), pending the resolution of his
asylum claim.
He fled homophobic attacks from a criminal group in Ghana and has been held
in US immigration detention since requesting asylum there in January 2016. US
authorities are seeking to forcibly return Sadat to Ghana, where he faces human
rights violations by police and the groups he fled.
No asylum seeker should ever be forcibly returned to a situation in which they
would be at risk of human rights abuse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