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의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공익법센터 어필(APIL), 시민환경연구소(CIES), 환경정의재단(EJF), 환경운동연합(KFEM)이 연대한 한
국 IUU 연합(Korea IUU Coalition) 및 본 연합과 뜻을 함께하는 세계 여러 국가의 단체들은 아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롱싱 629호 사건 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

롱싱 629호 인도네시아 선원 4명 사망

-

롱싱 629호의 의도적 상어 포획 및 지느러미 채취, 고래 혼획 및 비보고 해상환적 행위
와 관련 WCPFC 보존관리조치 위반 혐의

-

WCPFC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 위반

롱싱 629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다음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

롱싱 629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어업) 어선 목록(IUU List) 등재 검토

-

어선원 노동기준에 관한 결의안(WCPFC Resolution 2018-01) 보존조치로 격상 검토

WCPFC의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참여 속령들(이하 CCM)이 기술이행위원회(TCC) 및 총회 회
의 개최 전과 개최 기간 중에 롱싱 629호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 관
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확고한 대응조치
실행을 CCM에 요청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시 부정적 선례로 남을
것과, IUU어업 및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저해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WCPFC 회기 중과 연례 회의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보고서를 CCM과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WCPFC 차원의
IUU 어업 및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기대합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부탁드리며 롱싱 629호 사건 관련 조사에도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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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참여 단체: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nimal Welfare Awareness,
Research and Education (AWARE)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CIES)

Companion-Lawyers for Public
Interests

Destructive Fishing Watch Indonesia
(DFW Indonesia)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aion
(EJF)

Friends of Earth Japan (FoE Japan)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Greenpeace Southeast Asia

Hot Pink Dolphins

Human Rights Now

International Pole and Line
Foundation (IPNLF)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R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Malaysian Inshore Fishermen
Association for Education and
Welfare (JARING)

Migration & Human Rights Institute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Pergerakan Pelaut Indonesia (PPI)

PRÓ-SQUALUS

Sahabat Alam Malaysia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Sea Shepherd Korea

Serikat Buruh Migran Indonesia
(SBMI)

Serikat Pekerja Perikanan Indonesia
(SPPI)

Serve the People Association (SPA)

Shark Allies

Shark Project International

Sharks Educational Institute (SEI)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TIWA)

The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 (IUF)

Yilan Migrant Fishermen Union
(YMF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