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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GULIGEINA TASHIMAIMAITI는 2017년 12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고향인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로 돌아간 이후 실종됐다. 가족들은 그녀가 재교육 수
용소에 구금되어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다음의 주소 중 하나 또는 전부에
2018년 8월 2일까지 탄원편지를 보내세요.
또한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외교관
(대사관)에 사본을 보내세요.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2017년 12
월 26일 말레이시아 세나이 국제공항에서 친구 새미(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과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 굴리게이나는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WeChat)의 프로필
사진을 매주 변경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로 새미와 사전에 합의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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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고향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일리 지역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이 지난 후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수 주가 지나도록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경 사진이 변경됐다. 교도소의 감방처럼 보이는 어둡고 음울한 흑백 사진이었다.

천취안궈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
Party Secretary of the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Chen Quanguo
479 Zhongshan Lu
Wulumuqi Shi, Xinjia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작성시 호칭: Dear Secretary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
Minister of Public Security
Zhao Kezhi
14 Dongchang’anjie
Dongchengqu
Beijing Shi 100741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86 10 6626 2114 (Chinese only)
작성시 호칭: Dear Minister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굴리게이나의 언니인 굴지레와 새미는 그녀가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굴리게이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했다. 지난 2017년 2월 일리를 방문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 전혀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는 2018년 2월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지 수 개월이 흘렀고, 굴지레와 새미는 말레이시아 대학교와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중국어, 영어,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즉시 탄원해주세요.
시진핑 대통령
President
Xi Jinping
Zhongnanhai
Xichangan’jie
Xichengqu, Beijing Shi 100017
People’s Republic of China
Fax: +86 10 6238 1025
작성시 호칭: Your Excellency

●●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를 석방하고, 그녀가 국제적으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입증할 만큼 법적으로 인정되었거나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십시오.
●●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및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제한
없이 접견할 수 있고, 고문 또는 부당대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해외에 사는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십시오.

URGENT ACTION
UA: 122/18 INDEX: ASA 17/8644/2018 CHINA

GULIGEINA TASHIMAIMAITI

굴리게이나를 석방하라
위구르인 대학원생 실종으로 우려 깊어져
D AT E

배경 정보

2018.06.21

천취안궈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가 취임한 이후 해당 구역에는 구금시설이 수도 없이 들어섰다. “반극단주의센터”,
“정치교육센터” 또는 “교육변화센터”로 불리는 이 구금시설에서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임의로 구금되어
중국의 법과 정책을 강제로 교육받고 있다. 유명한 종교인이거나, “외국 연락책”과 관련이 있거나, 사회 안정 운동에

다음의 주소 중 하나 또는 전부에
2018년 8월 2일까지 탄원편지를 보내세요.
또한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외교관
(대사관)에 사본을 보내세요.

휘말린 적이 있거나 친척이 그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인 및 이슬람계 소수민족은 종교와 결사의 자유 등의 인권을 오래 전부터 침해당해 왔지만,
지난 수년 간 정부의 전례 없는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포괄적인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임의 구금과 기술적
감시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중무장 상태로 거리를 순찰하게 하거나, 보안 검문소를 설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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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다수 시행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탄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중국법상 형사피고인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할 절차상의 보호조치를 사실상 회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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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위구르인 구금자 다수가 법적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도 쏟아졌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를 비롯해 자유아시아방송(RFA), 버즈피드(Buzzfeed),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the
Globe and Mail), AP통신 등의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정부는 2017년 봄부터 위구르인을
행정구금시설에 보내거나 이들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구금하기 시작했다. 위구르뿐만 아니라
카자흐, 키르기스 등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역시 이러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편지예시

Dear

,

I am concerned for Guligeina Tashimaimaiti, who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26 December 2017, when she returned from Malaysia to Yili,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Her family fear that she has been detained at a re-education
camp.
I ask you to release Guligeina Tashimaimaiti and drop any charges against her
unless there is sufficient credible and admissible evidence that she has committe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offence. I also ask you to ensure that Guligeina
Tashimaimaiti has regular, unrestricted access to a lawyer of her choice and her
family, and is not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