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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활동가
우크라이나: 경찰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을 보호하라
D AT E
2018.03.16

TO
자카르파티야 경찰서장
Head of Zakarpattya Region
Roman Stefanyshyn
Vul. F. Rakotsi, 13
Uzhgorod wil, Zakarpatska oblast,
Ukraine, 88000
Email: gunp@zk.npu.gov.ua
Salutation: Dear Mr. Stefanyshyn

자카르파티야 지방검찰청장
Head of Zakarpattya Prosecutor’s Office
Volodymyr Havrilyuk
vul. Kotsyubinskoho 2A, Uzhgorod
Zakarpatska oblast, Ukraine, 88000
Fax: +38 (0312) 61-23-91
Email: zvern@zak.gp.gov.ua
Salutation: Dear Mr. Havrilyuk

자카르파티야 주 주지사
Governor of Zakarpattya Region
Hennadiy Moskal
Pl. Narodna, 4 Uzhgorod
Zakarpatska oblast, Ukraine, 88008
Fax: +38 (0312) 69 60 78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진이 열렸
지만, 극우단체가 평화적인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르며 엉망이 되었다. 극우단체
소속 회원들은 행사에 참여한 여성인권활동가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가했고, 더
심한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며 이들을 위협했다. 지역 경찰은 극우단체로부터 활
동가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우주고로트에서 10여 명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행사가 진행되던 중, 극우단체 카르파츠카 지히 소속의 여성 4명과 남성 2명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참가자들을 향해 빨간 페인트를 쏟아 부었다. 여성인권 및 LGBTI 활동가이자 이날
행사 주최자이기도 한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역시 이러한 공격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페인트를 뒤집어쓴 탓에 안구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격을 가한
극우단체 회원들을 구금하고 그 중 3명은 난동 및 혐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자
전원 석방했다.
3월 12일, 카르파츠카 지히 소속 회원들은 한 카페에서 활동가이자 여성의날 행진 참여자였던
알렉산드르 페레솔리약(Aleksandr Peresolyak)을 둘러싸고는 폭력으로 위협했다. 이 사건 이후,
카르파츠카 지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검은 옷을 입은 차림으로 얼굴에 흐림 효과가 적용된 남성 18명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 중 몇 명은 나치식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에는 “(이들은)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 애국단체다. 정부 또는 범죄자의 돈을 먹고, 윤리와 법의 준엄함, 도덕적 양심을 잊은
채 명령을 이행하기만 하는 자들에게 응징을 가한다”는 캡션이 붙어 있었다. 3월 13일, 지역 활동가인
이반 다나츠코(Ivan Danatsko)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3월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우익성향의
시위를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법상 금지하고 있는 나치의 상징을 이날 시위에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반 다나츠코는 고발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는데, 그로부터 3시간 후
우주고로트 시가지에서 카르파츠카 지히 회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같은 날, 마찬가지로 3월 8일 행진에
참여했던 이반 듈레이(Ivan Dyulay) 역시 우주고로트 시내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습격을 받아 폭행을
당했다.
3월 17일, 우크라이나 건국 79주년을 기념하며 우주고로트에서 열리는 집회에 수많은 극우성향
참가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찰은 3월 8일 행진 현장에서 우익단체의 공격으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LGBTIQ 및 지역 활동가들은 3월 17일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활동가들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지역경찰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어, 영어 또는 모국어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작성하십시오.
●●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된 기념 행진이 위협과 폭력으로
얼룩져버린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활동가를 노렸던 모든 공격에 대해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이면서도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한다.
2018년 4월 27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 우주고로트의 활동가, 특히 여성인권 및 LGBTIQ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습격
또는 위협에 대비해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에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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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우익단체가 연루된 폭력적인 습격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7년, 키예프, 리비우, 자포리즈즈야 등 다수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여성인권 및
LGBTIQ 인권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그때마다 우익단체 회원들이 행사에 난입해 방해했고,
일부의 경우에는 행사 참여자들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러한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았고, 폭력 가해자를 구금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해자가
체포되더라도 사소한 난동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석방되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개최했다. 키예프, 리비우, 우주고로트에서는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리비우에서는 활동가들이 전차를 타고 행진 현장을 떠나려 하자 전차를 향해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 증거도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날, 또 다른 시위 참가자 1명은 두개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 참가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극우 활동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예프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행진이 극우단체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엉망이 되었다.
습격자들은 행진 참가자들에게 페인트를 끼얹는 등의 폭거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페인트를 끼얹은
가해자를 체포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진 주최자 중 한 명인 올레나 셰브첸코(Olena Shevchenko)를
“공개시위 진행 규칙 위반” 혐의로 구금했다. 3월 12일 키예프의 한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남성 20여 명이 법원 건물에 난입해 셰브첸코와 그녀의 변호사인 옥사나 구즈를 폭력으로
위협하면서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사설 경호업체를 호출한 후에야 겨우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편지예시
Dear Mr. Stefanyshyn,
Following the attack on a group of women’s rights activists in Uzhgorod, Western
Ukraine during a peaceful march on 8 March to mark International Women’s Day,
I urge you to conduct a prompt, effective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I also call on you to ensure a safe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activists in
Uzhgorod to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by issuing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to safeguard activists, particularly women’s rights
and LGBTIQ activists, from further attack or intimidation.

2018년 4월 27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탄원편지를 작성하세요.

Your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