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ACTION
UA: 24/18 INDEX: ASA 29/7838/2018

ABDULLA SAEED,
ALI HAMEED,
MAUMOON ABDUL GAYOOM,
MOHAMED NADHEEM,
HASSAN SAEED

압둘라 사이드 외 4명
국가비상사태에 이은 자의적 구금을 멈춰라!
D AT E
2017.12.03

TO
몰디브군 소장
Major General Ahmed Shiyam
Chief of Defence Force
Maldives National Defence Force
Ameeruahumadhu magu, Malé
Republic of Maldives
Fax: +960 3325525
Email: admin@defence.gov.mv
Twitter: @MVDefence
Salutation: Dear Major General
몰디브 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
Uz Mohamed Anil
H. Velaanaage, 6th Floor
Ameer Ahmed Magu, Malé 20096,
Republic of Maldives
Fax: +960 3314109
Email: bureau@agoffice.gov.mv
Salutation: Dear Attorney General

몰디브 외무부장관
Foreign Secretary
Ali Naseer Mohame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é 20077,
Republic of Maldives
Tel: +960 3304120
Email: ali.mohamed@foreign.gov.mv

몰디브 대법원이 야당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
을 결정한 데 이어, 몰디브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 2월 5일 이후, 총 다섯 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야당을 침묵시키기 위한
몰디브 정부의 탄압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6일 이른 시각, 군인들의 대법원 건물 강제 진입과 동시에 압둘라 사이드(Abdulla Saeed)
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Ali Hameed) 대법관이 체포되었다. 두 재판관은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아홉 명의 야당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했던 재판관 네 명 중 일부이다.
같은 날 아침, 하산 사이드 (Hassan Saeed) 법원행정처장 역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마우문 압둘 가윰(Maumoon Abdul Gayoom) 전 대통령 또한 5일 자정께 말레의 자택에서 그의
사위인 모하메드 나드힘(Mohamed Nadheem)과 함께 체포되었다. 가윰 전 대통령의 딸은 무장한
군인들이 집안에 침입해 그를 체포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가윰 전 대통령은 현재 말레 섬 인근
교도소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80세 노인인 그는 2008년 선거가 있기 전까지 30년 동안 대통령직에
임했다.
최근의 정치적 위기는 지난 1일 대법원이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선고를 뒤집고 야당
인사들의 석방과 재심을 결정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압둘라 야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대신, 야당 인사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5일, 야민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의 자유 보호를 포함해 여러 헌법 조항들을
중지시켰다. 경찰 권한에 의한 체포, 구금, 점유, 수색으로부터의 기본적인 안전장치 역시 중지시켰다.
야민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거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영어나 디베히어로 다음과 같이 몰디브 정부에 촉구해주세요.

(몰디브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인식 가능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구금된 다섯 명의 즉각 석방을 명령하십시오.
●● 야당 인사들을 석방하고 재심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십시오.

2018년 3월 21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 운동가, 인권옹호자, 언론인, 학자, 야당 인사들이 처벌과 보복, 그리고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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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몰디브는 가차없는 탄압의 풍랑을 겪어왔다. 가장
두드러지는 피해자는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으로, 2015년 3월 ‘테러’ 혐의로 15년의 징역선고를
받았다. 판결은 정치적인 동기가 뚜렷하고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재판을 통해 내려졌다. 나시드 전
대통령은 현재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망명 중이지만, 다른 야당 인사들은 아직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안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TO
몰디브군 소장
Major General Ahmed Shiyam
Chief of Defence Force
Maldives National Defence Force
Ameeruahumadhu magu, Malé
Republic of Maldives
Fax: +960 3325525
Email: admin@defence.gov.mv
Twitter: @MVDefence
Salutation: Dear Major General
몰디브 법무부장관
Attorney General
Uz Mohamed Anil
H. Velaanaage, 6th Floor
Ameer Ahmed Magu, Malé 20096,
Republic of Maldives
Fax: +960 3314109
Email: bureau@agoffice.gov.mv
Salutation: Dear Attorney General

몰디브의 정치적 탄압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몰디브 정부는 정치적 탄압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의의제기를 묵살하고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통해 야당 인사들에게 유죄선고를 내림으로써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2016년 10월, 몰디브 정부는 영국연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후, 2017년 3월, 몰디브 정부는 살만 빈압둘아지즈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의
몰디브 방문 관련 시위를 강력히 탄압했다. 다음달인 4월에는 언론인들과 운동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인기 블로거 야민 라시드가 참혹하게 살해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이후, 몰디브는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의 사형 집행을 예고하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재개할 계획을 거듭 발표해왔다. 이 세 명에 대한 재판 역시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에는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든 법원에서의 변호 활동을
정지당했다. 이는 변호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려 한 데에 따른
처벌적 조치로 보인다. 전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절반과 모든 인권 변호사를 포함해, 전체 변호사 중
3분의 1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정직당했다.

편지예시
Dear Attorney General,

몰디브 외무부장관
Foreign Secretary
Ali Naseer Mohame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é 20077,
Republic of Maldives
Tel: +960 3304120
Email: ali.mohamed@foreign.gov.mv

2018년 3월 21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I urge you to order the immediate release of Chief Justice Abdulla Saeed, Justice
Ali Hameed, Maumoon Abdul Gayoom, Mohamed Nadheem, and Hassan Saeed
unless they are to be charged with a recognizable criminal offence and uphold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 release and re-try members of the political opposition.
These five individuals have all been arbitrarily arrested since the Government of
Maldive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on 5 February 2018 in what appears to be
an act of repression to silence political opposition.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journalists, academics and members of the
political opposition must be ab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human rights without
of punishment, reprisal or intimidation.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