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ACTION
UA: 108/18 INDEX: AMR 51/8514/2018 USA

ALEJANDRA FLED

알레한드라를 석방하라
미국: 구금된 트랜스젠더 난민 석방하라
D AT E
2018.06.08

TO
미국 이민관세국(ICE) 현장사무소 부국장대행
ICE Acting Deputy Field Office Director
Mr. Joe Ren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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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utation: Dear Mr. Renteria

알레한드라(ALEJANDRA)는 엘살바도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공격과 갈취
를 당했고, 이러한 박해를 피해 2017년 11월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녀는 그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뉴멕시코의 시볼라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알레한드
라를 비롯한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도 충분하지 않거나 묵묵부
답인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미국 이민국은 알레한드라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알레한드라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미용사이자 인권옹호자로
활동하던 그녀는 자신의 트랜스젠더 정체성 때문에 다국적 범죄조직의 조직원과 군인에게 공격과
성폭행을 당한 이후 몸을 피했다. 알레한드라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범죄 조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구타를 당했으며, 이 때문에 두피와 얼굴, 다리에 상처가 남았다. 2018년 4월, 알레한드라는
그녀가 구금되어 있던 시볼라 구금시설에서 이민법원 심리에 참석해 망명자로서의 강점을 피력하고,
가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세관국(ICE)은 그녀의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다. 알레한드라가 미국에서 함께 살기로 한 트랜스젠더 조카는 이미 망명이
허용되어 미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주할 위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일이다.
5월 8일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알레한드라는 시볼라 구금시설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 검진과
고통완화 치료를 정식으로 요청해도 실제로 제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6월 8일, 알레한드라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11일간 극심한 두통과 구토 및 코피를 흘리는 등의 증상이있다고 알렸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여섯 차례나 치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의무실에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다. 5월 25일,
트랜스젠더 망명 신청자인 록사나 헤르난데스는 시볼라 구금시설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폐렴과 탈수
증세를 보였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러한 증상은 미국 국경지대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레한드라는 ICE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도 그와 비슷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이다.
이민국이 난민을 구금하는 것은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대상자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는 인도적인 사유의 가석방은 허가되어야 한다.

영어 또는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즉시 탄원해주세요.
●● 알레한드라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즉시 허용하십시오.
●● 미국 이민관세국이 비밀리에 운영 중인 시볼라 구금시설의 의료 지원 제공 실태를 개선하십시오.
●●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사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는 누구나 가능한 경우 인도적 가석방이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LGBTI나 증세가 심각한 환자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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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2018년 5월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시볼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거나 이전에 구금된 적이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총 1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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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절반은 시볼라 수용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에 새로 들어온 구금자에게 HIV 치료제를 지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호르몬 및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TO

(ARV) 등의 의약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간호사에게 검진이나
치료를 요청해도 무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면 3일이나 2주가 지난 뒤에야 의료진의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고,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볼라 수용소에서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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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각한 질환을 앓는 트랜스젠더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해당자와 관련해 그 외의 비구금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렇게 증명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난민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망명 신청자 또는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상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이렇게 망명 신청자를 임의로
구금하는 유형은 특히 여성, 노인, 환자 또는 LGBTI와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이 포함되어 취약성이 증가할 경우 “즉시, 또는
매우 빠르게” 개인에 대한 부당대우가 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이 존중, 보호,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임의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각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금은 각 사례별로 법으로 규정된 근거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또한 보고 요건, 보석 또는 금융예금과 같은 대체안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적합하다. 임의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은 2017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민자,
특히 망명 신청자를 의무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국제인권 및 난민권 기준에 위배된다. […] 실무그룹은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현 제도가 다수의 경우 처벌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고, 불필요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대체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 구금의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지 않고,
굴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하게 망명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봤다.”
ICCPR과 고문방지협약 및 국제관습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고문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는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폭력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법에 따르면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강제송환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미국법상 이렇게 구금된 개인들은 안보상 위협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또는 “
상당한 공익”이 있는 경우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 ICE 정책상 대상자의 지속적인 구금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등,
사례별로 분석했을 때 같은 이유로 신뢰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응급한 의료상황에 처한 개인의 구금이 지속되는 경우
현장사무소 국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보석, 출석 서약 등 다른 조건을 바탕으로 누구를 구금하고 석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것이다.

편지예시
Dear Mr. Renteria,
There is no reason that people like Alejandra should be denied their freedom
simply for seeking safety in the United States.

2018년 7월 20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I urge you to immediately grant humanitarian parole to Alejandra. Humanitarian
parole must be granted to all asylum seekers whenever possible, especially when
they are LGBTI or have acute medical needs.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