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참여하고있는비정부기구, 정

부및기타 IOM 협력기관들이필요로

하는 활동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

를제공하기위해 IOM 인신매매방지

교육 지침 시리즈를 개발하 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

은높아져가고있지만여전히이에대한잘못된정보가난무

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

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지원 제공자를 비롯

하여법집행기관, 대중매체와압력단체, 입법자및정부내

정책자문위원에이르기까지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한인식

제고, 맞춤형교육, 훈련및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고려해야하는핵심요소를소개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되었다. IOM의풍부한현장경험을기반으로하여실무자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

고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

제와관련된구체적인사례들을담고있으며, 인신매매방지

활동의성과지표개발및활용에대해설명하고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후원자는 IOM의 인

신매매방지활동을효과적으로이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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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전세계곳곳에서인신매매방지활동에참여하고있는

비정부기구, 정부및기타 IOM 협력기관들이필요로하는활동

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

지교육지침시리즈를개발하 다. 인신매매에대한문제의식

은높아져가고있지만여전히이에대한잘못된정보가난무하

고있다. 인신매매는매우복잡한문제이기때문에지원제공자

를비롯하여법집행기관, 대중매체와압력단체, 입법자및정

부내정책자문위원에이르기까지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실

질적이고 다각적인 인식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활동을진행해야한다. 본 지침서시리즈는종합적인인신매매

방지전략을구축할때반드시고려해야하는핵심요소를소개

한다. 

IOM의 사명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자의

인권을보호하며, 이주와관련된사안에관해정부와협력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과정으로, 이주뿐만

아니라 성별, 노동, 인권,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IOM은

인신매매를방지하고, 피해자보호를위해맞춤형지원을제공

하며, 보다 효과적으로인신매매에대응하기위해정부와기타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하여 통합

적으로접근하고다각적으로대응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

다. 또한 IOM의풍부한현장경험을기반으로한성공적인인

신매매방지사례들을담아내고있다. 본지침서는현장에서바

로활용이가능할뿐만아니라, 다양한언어와맥락에따라유

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각지침서는각각의주제와관련된구체적인사례들을담

고있으며, 인신매매방지활동의성과지표개발및활용에대

해 설명하고 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게도움이될수있는성공적인인신매매방지사례들

을담고있다.

각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IOM의 경

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에 따라 IOM의 관점을반 하고있다.

현장에서는본지침서에서설명하고있는활동과는다른방식이

지만, 효과적으로인신매매를방지하기위한노력에참여하고있

는활동가가있을수있다. 인신매매가복잡하고지속적으로변

화하는현상인만큼, 본지침서는광범위한사례를제시하고있

으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지는 않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미(美)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의도움으로제작되었다. 본지침서가도움이되기를바란다.

IOM 인신매매방지교육지침서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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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지난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ssion in Republic of Korea)는 IOM의인신매매피해자지원

관련경험을정리및체계화한<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 핸드북>

(이하‘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업무 담

당자들에게배포하여그내용을소개한바있습니다. 

본 <IOM 인신매매방지교육지침서>는핸드북의내용을기반으로, 실무자들이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안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신매매방지전략을보다효과적으로구축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본 지

침서시리즈는‘피해자식별과인터뷰기술’, ‘직접지원’, ‘귀환과재통합’, ‘아

동’, ‘역량강화’, ‘정보캠페인’, ‘협력과네트워킹’을주제로하여총 7권으로

구성되어있지만, 한국대표부는‘피해자식별및인터뷰기술’과‘직접지원’그

리고‘귀환과 재통합’을 먼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가부재한국내현실을고려해볼때, 우선적으로다뤄져야할주제라

고여겨졌기때문입니다.

모쪼록본지침서가현장에서피해자관련업무를담당하는실무자들은물론, 보

다효율적인인신매매피해자지원체계를만들고자노력하는정부및시민사회

관계자분들께도다양한시사점을제시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본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의 홍수연, 김혜경, 이숙현,

이지언, 유미리, 윤보은, 방정원님이번역에서출판준비까지의전과정에헌신

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의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책을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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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각기

다른대상들을교육하기위한도구로개발되었다. 각지침서는인신매매와관련

된기본개념과정의를설명하고여러인신매매방지활동을소개한다. 본지침

서시리즈의각부분은구체적인필요와교육목적에부합하도록그적용범위

가확대되거나축소될수있다. 중요한용어는용어해설에추가로설명하 고,

출판물과웹사이트는더많은정보를원하는참여자를위해출처와참고문헌으

로정리하 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과인터뷰기술에관한본지침서는교육참여자에게인신

매매피해자를식별하는방법, 피해자중심의인터뷰기술그리고인신매매피

해자여부를판단하는데도움이되는기본적인정보를제공한다. 인신매매피

해자는긴급하고즉각적인지원을필요로하기때문에피해자를정확히식별하

는것이중요하다. 무엇보다도적절한조치를통해피해자에게지원을제공하는

것이필요하다. 본지침서의주요내용은피해자식별, 인터뷰가이드라인과유

의사항, 행동 계획개발과 체계상의문제 극복에관한 것이다. 본 지침서가인

신매매피해자를확인하고지원하는데필요하며인권에기반을둔과정을지속

적으로개선시킬수있는하나의안내서가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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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인신매매피해자1라고가정해보자.

더많은급여를받을수있는직업이나더나은삶에대한정보등다른지역에

서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신뢰하는

가족구성원이나 이웃, 지인이나 친구들이 그곳으로 가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면? 그곳에 도착했는데 출입국 서류를 모두 압수당하고, 모든 행동이 통제되고

감시당한다고생각해보자. 착취적인조건에서거의무보수로일하도록강요받는

다면? 교통, 음식, 주거비용이매일빚으로늘어나절대갚지못할수준이되고

있음을깨닫게되는상황을상상해보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당한다면 어떠할

까? 도움을요청하기에는두렵고어디로가야할지조차모르며, 말도통하지않

고아는사람도없는나라에서여권이나신분증명서류와돈이없다면어떠할까?

상품처럼취급되어사고팔린다면어떠할까? 

자기삶에대한통제를상실한다는것은상상조차하기힘들다. 그렇지만당신이

이 을읽는동안에도착취를통해돈을버는인신매매자들은세계곳곳에서사

람을모집하고사고팔며, 실어나르고있다.  

인신매매는전세계적으로매년빠르게확산되고있는현상으로그 향과피해

가막대하다. 정부와비정부기구들이인신매매문제에대응해나가고있지만여

전히많은숙제를안고있다. 인신매매방지에대한해결방법을구축하는첫단

계는인신매매에관한기본개념을이해하는것이다.  

인신매매란무엇인가?

인신매매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에 국제사회가 인신매매

의 정의를 상정하 지만, 인신매매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지혼란스러울수있고잘못된통념도널리퍼져있다. 

인신매매에대한정의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전에, 인신매매는어떻게발생하

며인신매매된사람은어떠한경험을하게되는지알아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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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강제로 끌려가지만, 실제로 많은 경
우 목적지에서 얻게 될 기회에 대한 거짓 약
속에 속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도한다.

모든인신매매피해자는납치당한다. 

잘못된상식



하기도하고, 때로는각경유과정에서매매혹은재(再)매매의대상이되기도한

다. 운송방식이나지리적맥락에따라경유과정은없을수도있다. 즉, 피해자

는단순하게동일한국가내의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송되거나아예다른

국가로 바로 이송되기도 한다. (예, 항공을 통해 남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바로

이송되는경우)

운송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다른 국가로 입국시킬 수

있는데, 이때피해자는신분증을소지하지않고있거나혹은인신매매자가건네주

거나훔치거나또는위조한신분증을사용할수도있다. 그러나많은피해자가정

식비자승인을받은공인된신분증을사용하여입국하기도한다.

이동은공공혹은개인교통수단을이용하여육로, 해로, 또는항로를통해서이

루어진다. 피해자는다른피해자와함께이동하거나, 다른국가로 입국하는비

정규이주자가포함된집단에속해서이동할수도있다. 피해자는선박이나차량

의비 공간에은닉될수도있고, 단순히트럭이나자동차의뒤칸에숨을수도

있다. 피해자는 보통 국경 검문소나 공항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일원과동행하게된다. 신분증은각국경검문소에제시해야할때를제

외하면항상인신매매자가소지하고있다.    

인신매매는흔히저개발국에서부유한목적국으로이동하는것을의미하기도한

다. 예를 들어 발칸국가에서 유럽연합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국가로, 중남

부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빈국으로 이동하는 경

우도있는데, 이러한경우에는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수요가있는관광지나경

제성장중인도시와같은곳으로경로가형성되기도한다. 발칸국가의경우와같

이 대규모의 국제 평화유지군이나 민간 계약자civil contractor가 주둔한 곳에 특정한

노선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역사적·언어적 요인이 반 되어 경로가 형성되

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서유럽으로가는브라질인피해자는종종포르투갈을

거쳐 가는데, 이는 사용언어가 같아 인신매매 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및카리브해연안국가와그들의전유럽식민통치국가들의사례에서

처럼, 과거의 식민지 관계가 비자 조건에 향을 미쳐 인신매매 경로가 달라진

경우도있다.

대부분의피해자가이미기만된상태로고향을떠나게되지만, 때때로차후에사

기를 당하기도 한다.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입국자가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자

에게잡혀피해자가되는경우도있다. 인신매매는매우복잡해서그과정을일

반화시켜서설명하는것은불가능하다. 현지상황과구체적인정황을알아야가

장 인신매매에 취약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자에게 유인되

어착취되는지를알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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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는어떻게일어나는가? 

인신매매는다양한방식으로일어나지만조직범죄의수준, 법체계및지역적맥

락에따라다음과같은세가지양상을나타낸다. 

수단 - 협박, 무력, 강압, 납치, 사기, 기만

행위 -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

착취 - 성매매에서의착취등기타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이나서비스, 노

예제또는그와유사한관행, 예속행위, 장기적출

수단
인신매매는 흔히 기회에 대한 거짓된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자신이어떤일에고용될지는알고있으나고용조건은알지못한다. 특정

산업에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예, 농장 근로자나 외국 무용수 등)

어떤조건에서일을하게되는지에대해서는속기도한다.

그밖의경우, 피해자는합법적인일에고용될것으로기대하지만목적지에도착

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바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이

때, 피해자들은고용과재정적이득에대한약속에현혹되어대개식당에서일하

거나사무직, 가사에종사하는것과같이합법적인일을할것이라고믿는다. 

또한무력으로피해자를납치하는인신매매자도있다.

수단과관계없이위에서제시된모든경우에비추어볼때, 피해자는육체적, 정신

적으로힘들고착취적인조건에서거의보수를받지못한채장시간의노동을강

요받게될것이라는사실을미리알지못한다. 또한피해자는자신의신분증이나

출입국서류를압수당하여자유롭게이동하거나떠날수없을것이라는점, 폭력

으로위협당하거나폭력의희생자가될수도있다는점도알지못한다.

행위
인신매매에 대한 국내법과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피해자

가한장소에서다른장소로이송된다는인신매매범죄의특성은널리알려져있

다. 이때, 국경을넘는것만이인신매매범죄의구성요건은아니다. 인신매매는

동일한국가내에서이동이발생하는경우에도성립된다.

국경을넘는피해자에게인신매매는출신국, 경유국, 목적국과연관되어단계별

로 일어난다. 피해자는 출신국 내에서 이송, 인수되어 국외로 매매되기 전까지

은닉처에기거하며, 최종목적지에도착하기전까지수많은경유국을거치는과

정을반복해서경험하게된다. 경유국에서피해자가머무는기간은상황에따라

다양하다. 피해자는최종목적지로가는도중에신체적·성적학대및착취를당

2

대개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
나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국내인신매매라고한다. 

모든인신매매피해자는국경을넘는다.

잘못된상식
기억하세요

인신매매의경로는한가지요소를일관
되게 반 하여 형성된다. 피해자들이 제
공하게되는 서비스에대한수요가있고
그들을 착취해서 얻는 이익이 가장 큰
곳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이다. 

기억하세요

모든 인신매매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
나는것은아니다.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법으로 입국하기
도 하지만, 법적 서류를 이용하거나 유효한
취업비자를받아들어오는피해자도있다.  

합법적 이주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잘못된상식



한인적구속’을사전에계획하여이후에피해자를강제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

한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자의 실지출액과는 비교도 안

될만큼높은, 수천달러에달하는고액이다. 인신매매자는대개보다강력한인

적구속을위해이동경비에자신의중개수수료까지더해부채를높인다. 극도로

높은부채는인신매매자에게이득을창출해주는동시에피해자를통제하는기제

로작용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매될 때 지불된 금액이 피해자 본인의 빚이 되

면서부채로인한인적구속을당할수도있다. 설사 피해자가강압적으로납치

되어운송되었다할지라도, 인신매매자가납치자에게지불한구매비용을상환하

기위해피해자본인의의사에관계없이강제로착취되기도한다.

격리 : 신분증이나출입국서류의압수
인신매매자는 대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신분증과 출입국 서류

를 압수한다. 이는 피해자의 공식적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비정규 이주자 신분이 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찰이 억압적인 권력집단으로 인식되는 국가

출신으로, 경찰에도움을청하는것을꺼리기도한다. 인신매매자는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가는 즉시 송환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는피해자가기존에경찰에대해가지는선입견을더욱공고히한다. 불행히도

인신매매자의이러한주장이종종들어맞곤하는데, 이는목적국에서경찰이발

견하는대부분의인신매매피해자들을중범죄의피해자로인정하기보다는즉각

국외로 출국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은 부패했고

자신으로부터뇌물을받았기때문에경찰이나다른공권력에도움을요청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도주하거

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미소지와

경찰에대한공포심을협박수단으로이용한다.

언어적·사회적격리
피해자는 모국어로 소통하거나 자신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금지되는환경에서감금당하기도한다. 이는인신매매자가격리를통해피

해자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수법으로, 피해자는종종인신매매외부환경과의

소통을일체차단당한다. (예, 서신교환이나전화통화를할수없다.)

폭력과공포심의사용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심을 사용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 구타, 강간, 감금하고, 오랜 기간 고립

시키면서음식과물을주지않을뿐만아니라약물을투여하고심지어고문하기

도한다. 이러한학대는처벌로가해지기도하고, 명령을위반할시에일어날결

과를 피해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신매매자

PART ONE
BASIC CONCEPTS

5

1장
기본 개념

착취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이다. 인신매매자는 오직 피해자를 착취하여 이익을 얻

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송시킨다. 일부 인신매매자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무

급노동이나서비스와같은이득만을취하기도한다. 착취는보통최종목적지에

도착한직후에시작된다. 

인신매매자는어떻게피해자를통제하는가?

인신매매자는피해자를통제하기위해다양한강압기제를사용한다. 인신매매자

의근본목적은피해자를착취해서이득을취하는것이기때문에인신매매자입

장에서는피해자가자신이시키는대로일하면서동시에도주하지않도록잘관

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자는 다양한 기제를 사용한다. 착취 유형에 따

라통제방법은단독으로혹은복합적으로사용된다.

채무로인한인적구속
대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여행서류와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 인신매매자는

이러한사실을악용하여목적국에서벌게될돈으로부채를상환할것을조건으

로하여피해자에게자금을미리빌려준다. 이와같이, 인신매매자는‘채무로인

4

일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하
지만 강제노동이나(예, 공장이나 농장 등) 가
사노동또는무장전투등과같은목적으로매
매되기도한다.

인신매매의목적은성적착취이다.

잘못된상식

~
을
수
단
으
로

행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

수단

위협이나무력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예속행위

장기적출

성매매나다른
형태의성적착취

노예제또는
그와유사한관행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남용

상대방의
취약성이용

피해자에대한통제
력을가진사람의
동의를얻기위해
돈이나혜택을제공

또는수령

착취

~
을
목
적
으
로
하
여

많은인신매매연구에서대다수의피해자들이
여성과아동임이밝혀졌지만, 이러한연구대
부분은 성적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
라서 남성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높은노동착취에관한연구가더많이이
루어질필요가있다.

여성과아동만인신매매피해자가된다. 

잘못된상식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과 학대
를통해서이루어진다.



인신매매
2000년국제사회는「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한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의정서를 통해

인신매매행위에대한정의를내렸다.2 2000년 12월이탈리아시칠리아팔레르

모에서「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가 조인되었다.

이의정서의3조는인신매매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에 발효되어 현재 117개국이 서명국

으로, 107개국이당사국으로가입되어있다. 본의정서는인신매매방지와관련

된용어를정의하고표준화하는중요한국제문서이다.3

본의정서는가입국가들에게다음의사항을요구한다. 

인신매매의범죄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의피해자지원과보호제공

피해자귀환지원

인신매매를방지하고탐지할수있는이주관리(예, 국경통제, 출입국서류)

인신매매의방지와근절을위한훈련, 연구, 정보제공

(서명이나비준과관련된) 기술적조항의준수

이와같은인신매매에대한정의를이해하는데있어서의핵심은인신매매가발

생하기까지수단, 행위, 착취의세가지상호의존적인요소가누적되어존재하고

있음을인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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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때때로피해자한명을다른피해자들앞에서본보기로학대하거나심지어살

해하기도한다. 성적착취의경우수치심이강력한통제기제가된다. 예를들어

피해자가성을판매하는것을가족에게폭로하겠다고협박하는경우가있다. 이

때, 인신매매자는피해자가강간당하는장면을사진으로찍고, 자신의명령에불

복할경우가족에게사진을보내겠다고협박하여피해자를복종시킨다. 특정문

화권출신의피해자에게는특유의심리적강압이효과적이다. 특정문화집단에

서의의례, 의식이나여타상징적행위(예, 부두교의식)는해당문화권출신피해

자에게엄청난공포심을일으킬수있어인신매매자의통제권을강화시킨다. 

피해자가족에대한보복과협박
피해자를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문제시되는 협박의 유형은(출신 국

가나 출신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협

박이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애칭이나 주소 등과

같이가족에관한구체적인정보까지상세히파악하고있음을피해자에게각인

시킨다. 이러한 협박은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하거나 도

주함으로써지인들이위험해지는것을원치않기때문이다. 

왜인신매매사업에범죄자들이몰리는가?

인신매매는전세계적으로가장이윤이높은범죄에속하며, 금전적이득은인신

매매자와관련된범죄조직망의주요한목표이다. 그러나인신매매관련법안이

제정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

능성은낮다. 설사 방지법안이있다하더라도사법기관이이를잘이행할수있

을만큼훈련되어있지않아인신매매자에대한처벌가능성은더낮아진다. 또

한 인신매매자가한사람을매매하는데투입하는초기비용은높지않은반면,

일단피해자를모집한후반복적으로착취하여얻는이익은매우높다는점도알

아둘필요가있다.

인신매매에대한정의

지금까지인신매매가일어나는방식과범죄자가사람을매매하는이유에대하여

기술하 다. 앞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아래에서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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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신매매는착취를목적으로위협이나무력또는다른형태의강압, 유

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제공또는수령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

제노동이나서비스, 노예제또는그와유사한관행, 예속행위또는장

기적출등이포함된다.

(b) (a)항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효력을갖지못한다.

(c) (a)항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것은인신매매로간주한다.

(d) 아동은18세미만인모든사람을의미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모두존재하면서이들이서로연
결되어있어야한다.



다음의그림은인신매매와 입국중개의차이점과유사점을보여준다. 이두가

지모두사람과관련된수익사업이고범죄조직과연관되어있지만, 실제성격은

상당히다르다. 입국중개는불법입국과관련이있다. 이때, 매매는불법적인

국가간이주를용이하게하기위해발생한다. 따라서 입국중개는인신매매에

내재된착취목적과수단을포함하지않는다.

인신매매에서매매되는대상은사람이고, 이는이들의노동을통해얻을수있는

착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개인에 대한 범죄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체로 통제와 강압을 경험하고 이동을 제한받으며 서류를 압수당한

다. 이들은국가간혹은한국가내에서이주를한다.  

이두범죄를구분할때에는, 범죄자의관점에서생각해보면이해하기쉽다. 

입국중개자는국경을불법으로넘게해주고그에대한대가로비용을받으려한

다. 인신매매자는기만이나강압적인방법을통해개인을착취적인상황으로몰

아넣어금전적혹은다른이익을얻고자한다.

인신매매의근본원인

인신매매는기회의부족과빈곤에기인한다. 경제체제전환의실패, 약한통치구

조, 부정부패, 뿌리깊은가부장제로인한성차별또한인신매매문제를악화시킨

다. 사람들은다양한이유로이주한다. 더 나은기회를찾아가거나전쟁,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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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말하면, 인신매매행위는앞서언급된수단을통해서발생하며행위와수단

모두착취적목적을이루는것과관련이깊다.

이주자 입국중개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인신매매를 이주자 입국 중개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유엔은「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입국 중개

방지에 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에조인하 다. 입국방지의정서 3항은

입국중개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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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입국은 조직적이고 비합법적
으로국경을넘는것이다.

특수한사례로서아동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세부규정 (c)항목에서아동의특수한상황을인정한

다. 이 항목에서는 인신매매의 성립 요건 중 수단의 필요성을 제외한다.

달리 말하면, 아동 인신매매는“위협이나 무력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

압, 납치, 사기, 기만”이없어도성립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부모

가다른사람에게부탁해서자녀를노상구걸과같은강제노동을해야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설령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일정한 기간 이

후에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아

동노동에대한각국의법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이의정서의기준에맞

지않을수도있음을인지하는것이중요하다.

행위

착취

모집

강제노동혹은서비스

노예제혹은
그와유사한관행

예속행위

장기적출

성매매나다른형태의
성적착취

운송

이전

은닉

인수

다
음
과
같
은
착
취
를
목
적
으
로
하
여

입국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인신매매 피해
자가되기도한다. 인신매매자는비정규입국
자를포함해갓도착한이주자를희생물로삼
는다. 모든인신매매피해자는피해자로확인
되는 순간부터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특별한
지원과관심을받아야한다.

비정규(불법) 이주를 선택한 사람은 인신매
매피해자가될수없다.

잘못된상식

(a) 이주자 입국중개란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금전적또는다른물질

적이득을얻기위해해당국가의국민또는 주권자가아닌사람의불

법입국을알선하는행위를의미한다. 

(b) 불법 입국이란 입국하는 국가의 법적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국경을넘는것을의미한다.

인신매매와 입국：유사점과차이점

인신매매

비정규(불법) 국가간이주
불법(위조나도난) 서류
자발성
상품：서비스, 이동
국가에대한범죄

사람과관계된
수익사업
범죄조직망

입국

합법적·비정규(불법) 
국가간이주, 국가내이주
합법·불법적서류
서류압수
강압과반복적착취
이동의제한과통제
상품：사람개인에대한범죄



1. 방지

2. 보호

3. 기소

인신매매는매우복잡한문제이기때문에통합적으로대응해야한다. 대응은다

양한수준에서문제를해결할수있을만큼폭넓은동시에, 지역적인맥락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신매매자는 이주 동향을

파악하여잠재적으로착취가가능한이주집단을물색한다. 그러므로전략적대

응방안을계획하는데있어한국가에서벌어지고있는인신매매의특수한기제

와지역적맥락을파악하는것이필수적이다. 

방지활동은인신매매근절에있어매우중요하다. 출신국은인신매매에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유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합법

또는불법으로국가를거쳐가는다양한이주집단들중에인신매매집단을식별

해낼수있도록공무원을교육할수있다. 목적국은국경내에서일어나는착취

상황을검토하고, 이주자의노동권강화에힘쓰며, 비정규이주자에대한수요를

줄이기위해이주노동자의합법적이동을용이하게할수있다.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는 인신매매 근절에 필수적인 부분이

다. 피해자보호는피해자로확인된사람의안전을보장하는동시에기본적필요

(예, 쉼터,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음식과 의복)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사

건을다루면서기 을철저하게보장하는것또한피해자의안전확보에필수적

이다. 즉, 피해자의신분은반드시보호되어야한다. 이는인신매매피해자와지

원 제공자를 인신매매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

회의낙인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또한보호는인신매매피해자의안전을강화하는사회적·정치적·법적환경구

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국 출신 피해자가(특별한 경우 당국과의 협조를 위

해) 국내에합법적으로체류할수있도록특별비자를마련할수도있다. 적절한

법률제정은인신매매자기소뿐만아니라피해자보호를위해서도사용될수있

다. 피해자가사법체계를활용할수있다면피해자는정의를실현하고보상을받

을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보호는피해자의지역사회혹은출신국으로의귀

환을돕는것, 즉안전하고자발적인귀환과재통합을포함한다. 

인신매매자의기소는인신매매근절을위한종합적전략의또다른중요한부분

이다.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안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인신매매자에게 향

력을행사하는데있어필수적이다. 어떤국가는인신매매자의자산을몰수하여

피해자지원프로그램기금을마련하는데사용하기도한다. 인신매매범죄의초

국가적인특성을고려했을때, 국제협력은매우중요하다. 목적국의문제에만대

처하는것은부분적인해결일뿐이다.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모두가긴 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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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의안전을위해이주하는사람도있다. 그러나동시에몇몇국가는

국경통제와입국요건을강화하 다. 따라서세계적으로합법적이주의가능성

은 줄어들고 있지만, 목적국에는 여전히 공식적·비공식적 역에서 다양한 범

주의노동에대한꾸준한수요가있다. 이러한요인이서로결합되어비정규이

주와인신매매의발생률을급격히증가시켰다. 

인신매매가피해자에게미치는 향

인신매매과정에서피해자의기본인권은지속적으로유린당한다. 인신매매된사

람들은위협, 구타, 강간을당하고혹은죽는경우도있다. 인신매매자의통제아

래에있는피해자는대개어디서도움을받을수있을지모를뿐만아니라두려움

으로인해도움을청하지도못한다. 탈출에성공한다해도피해자는보호를받지

못하고 비정규적인 이주 지위로 인하여 당국에서 추방당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된

다. 또한인신매매상황에서벗어난후에도피해자가겪었던학대와관련된신체

적·심리적결과및외상은그들의삶에지속적으로 향을미친다. 피해자는인

신매매로인한사회적낙인을두려워한다. 피해자는자신이강요당했던일에대해

수치심을느끼며자신의경험이지역사회에공개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의 귀환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재편입하는 것을

막거나곤란하게하는경우도있다.

인신매매가지역사회에미치는 향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에게 악 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어떤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범죄 집단이 사람

을속이고, 모집하고, 운송하고, 착취하기위해해당경로를이용하고있음을의

미한다. 이러한조직들은종종무기와마약 매, 돈세탁과관련된범죄활동과도

연결되어있다. 결과적으로이는인신매매자의불법행위를눈감아줄만큼공무

원이부정부패하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부정부패로인한경제및공공부문

의불안정은국가에심각한 향을끼칠수있다. 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또한

타격을받을수도있다.  

난제에대한대응

인신매매는매년수십만명에게 향을끼치는전지구적인문제이다.4 인신매매

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입안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어려운 임

무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인신매매 근절 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10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에 노출된 피해자도 있
지만, 사실다양한사람이매매된다. 일부지
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마땅한 일
자리가없어취업기회를찾는과정에서인신
매매위험에처하기도한다. 

교육을 못 받은 가난한 사람들만 인신매매
의대상이된다.

잘못된상식

동유럽의 착취적 인신매매와 동남아의 아동
인신매매가 자주 보도되지만, 인신매매는 특
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 세계
화와함께전지구의상호연결성이점점증가
하면서 초국가적 범죄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문제이다. 

잘못된상식

기억하세요

모든 나라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인
지 또는복합적 성격의국가인지를막론
하고인신매매문제에취약하다.



주 /

1 (역자주)‘피해자’라는 단어의 사용이 취약성과 무력함을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때때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된 상태에서 당국뿐 아니라 인신매매자에게 좌지
우지 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현실을 기술하기 위해 본 지침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
하 다. 그러나인신매매피해자가계속취약하다던가보호받아야한다거나경멸당해야
한다고말하는것은아니다. 본지침서의목적에맞게,‘인신매매피해자’라는말은인신
매매된모든사람이라는의미로해석되어야한다. 

2 협약과의정서의공식문건은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
ntion_eng.pdf에서다운받을수있다. 

3 가장최근의정보는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TOC/signatures.html을참조

4 인신매매의정확한수치를파악하는것은어려우며추산도다양하다. 미국정부는전세
계적으로600,000명에서 800,000명가량의사람이인신매매되고있다고추정하고있
다. 유니세프(UNICEF)에따르면연간백만명의아동이인신매매된다. 유엔마약및범
죄사무소(UNODC)는인신매매를통해얻는연간수익은80억달러에달하며, 이는마
약 매수치와맞먹는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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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인신매매기제를확인하고, 피해자를제대로식별하고지원하며, 인신매

매자를기소하고처벌해야한다.  

마지막으로인신매매방지활동에서반복적으로언급되는다음의주제를염두에

두는것이중요하다. 

피해자중심관점

성인지적대응

협동과협력관계

가장성공적인전략은인신매매의근본원인을해결하고, 법적인틀을강화하여

인신매매자를 기소하며, 나아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중심은 피해자라는 사실

을관련자가인식하도록하는것이다. 인신매매에대응하는것은어려운임무이

지만, 이는 전지구공동체가인신매매방지대책을발전시키고보다긴 한협

력관계를구축하며함께해결해야할과제이다. 

12

사람에게는값을매길수없다

이사진은 IOM루마니아의협력으로템포광고기획사(Tempo Advertising)에서제작한것입니다. 



피해자식별이왜중요한가? 

피해자 식별 과정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정의에 따라 한 개인이 인신매매 피

해자인지를판단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인신매매는극악한범죄이고최악의인

권유린 행위 중 하나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욕, 일상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 기아, 강간등의비하행위와같이상상하기조차힘든방법으로착취당한

다. 따라서 피해자는 긴급한 신체적·정신적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식별의 최종 목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착취 현

장에서분리시켜더이상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지않도록하는것이최우선

이다. 이때, 피해자가추가적인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특별한안전대책이필

요할수도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할때, 이들이범죄자가아닌범죄의피해자라는것을염

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국가가 인신매매를 범죄화하는 반(反)인신매매 법을 갖

춘것은아니지만인신매매관련범죄를조사, 기소하는데적용할수있는법률

은사실상마련되어있다. 

피해자식별의기본원칙

인신매매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인신매매자는 결혼이나

입양, 성노예, 구걸, 포르노를위해서또는계약노예노동자, 가사도우미, 공장

노동자, 용병, 낙타기수1 등으로피해자를착취하기위해서인신매매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할때다음의원칙을기억하라.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을 모집하거나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로, 실

질적인착취로귀결될수있는일련의사건이나과정을지칭한다. 

한 국가 내에서(국내 인신매매) 또는 국경을 넘어(국제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이루어질수있다.  

성인과아동에게는각기다른기준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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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인신매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
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피해자
는 갇혀 있거나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
한 보복이두려울수도있고수치스럽거
나 당황스럽거나 자신이 착취당한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어느정도책임이있다
고느낄수도있다.



실제인신매매피해자여부를판단하는피해자식별과정은두단계로구성된다. 

1. 개인인터뷰를진행하기전에측정할수있는일련의식별지표를통한사정

2. 행위, 수단, 착취의세요소에중점을둔질문들로구성된피해자식별인터뷰

피해자확인과식별과정은인신매매에관한구체적인질문을던지기에앞서각

사례와연관된상황을고려하는것에서부터시작된다. 

1단계：인신매매피해자식별지표에대한사정
인신매매는음지에서성행하는범죄로, 피해자를식별하는것이어려울수있다.

대개피해자는감시자없이이동할수없으며, 가족이나친구에게연락할수없

다. 그러나피해자를구별할수있는일반적인식별지표가있다.  

아래에 열거된 지표들은 전반적인 사정 과정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일반화된

지표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지의 환경과

경험을반 하여지표를추가하거나조정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확인하

는 실무자는 상황에 맞게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의 지표가 해답을 제공할

수는없기때문에, 모든지표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 공통지표 ]

새로운장소로이동하거나직업을그만두는것이불가능하다. 

급여를스스로관리하지않는다. 

여권, 신분증같은신분증명서류를소지하고있지않다. 

노동의대가로돈을거의받지못한다. 

불결한환경에서많은사람들과함께살거나고용인과함께산다. 

혼자있는시간이거의없고, 늘감시를받는것처럼보인다.

절상, 화상, 멍과같은가시적인신체적상처가있는것으로보인다. 

매일일정액을벌어야하거나일정수의고객을접대한다.

복종적인행동을보인다.  

우울증, 불안, 자해, 자살행위와같은감정적인고통과심리적인문제를보인다. 

상업시설(성매매업소, 가라오케, 클럽, 마사지업소 등)에 창살이 설치된 창문,

잠긴문, 고립된장소, 전자감시와같은강력한보안장치가설치되어있다.

고객이나성행위의내용또는콘돔의사용여부에대한선택권이없다. 

채무로인해인신이구속되어있다.

[ 다른평가지표 ]

연령：일반적으로나이가많을수록인신매매에연루될확률이낮아진다. 인신매

매피해자의연령대를보면, 아동과젊은성인에대한인신매매가눈에띄게증

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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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인신매매는다르다.  

인신매매의피해자는남성, 여성, 아동을포함한누구나될수있다. 

누가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할수있는가? 

피해자는 현지 상황과 법에 따라 이주국, 경찰 또는 기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

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관련 시민이나 다른 피해자 등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긴급 상담전화hotline를 통해 피해자가 확인되고, 구출 지원이 이루어

지기도한다. 인신매매피해자는착취와연관되어있는다양한장소에서발견될

수도있다. 예를들면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공장, 성매매업소, 성매매알선

업체, 노동착취공장sweatshop, 마사지업소, 광산, 농장, 사택 등이 있다. 피해자에

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 식별은 비정부기구나 국제기구가 수

행해야한다. 인신매매에관한국내법이나국가정책의지원을받는것이이상적

이지만, 대개국가법률체제내에이러한지원체계가없는경우가많다. 

피해자식별과정

피해자식별의목적2

적절한 식별 과정을 통해 인신매매의 잠재적인 피해자를 입국자나 비정규 이

주자 또는 인신매매와는 달리 착취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처하여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구별함으로써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다.  

16

주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비정규 이주나 착취
와관련된다른범죄로체포되어구금시
설에서발견되는경우가있다.(잠재적인)
피해자가 구금시설에서 발견될 경우, 시
설에서 나오게 한 후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된환경으로이동시켜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올바로식별하는것이중요한이유
많은국가에서인신매매피해자는비정규이주자로간주되어제대로식별

되지않은채즉시추방되거나구금시설에보내지기도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는 그 밖의 취약한 사람들이 필

요로하는지원과보호와는다를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는 입국자나기타비정규이주자들에게서나타나지않

는긴급하고즉각적인신체적·성적·심리적의료지원이필요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는심각한범죄의피해자이므로지원단체의실무자도관

련된위협에노출될수있다. 따라서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경우, 보

안과안전에대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자신들에대해증언하려고하거나도주한피해자의위치를파악하기위해

범죄조직들이정부간기구나비정부기구의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침입

하려고하는경우가있다.  



수단 - 입국중개자는일반적으로3조에열거된수단에해당하는요소를사

용하지않는다. 즉, 강압, 기만, 권력의남용으로사람의자유의지를제한하는

요소가없다. 따라서인신매매범죄의필수구성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는점

에서 입국은 인신매매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입국 이주자는 국경을 넘어

제3국에 입국하려는자신의목적달성을위하여 입국중개자와접촉한다.  

착취 - 입국중개자도이주자의취약한지위를이용할수있다는주장도있

지만, 의정서상에명시된방식으로이주자착취를위해 입국을알선하는것

은아니다. 입국중개자와 입국이주자의관계는오직금전적대가에따라

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이동할때에만유지되며, 양자의관계는불법입국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종결된다. 인신매매자와 달리 입국 중개자는 이주자가

입국한후에는관여하지않는다. 

결정내리기：이사람은인신매매피해자인가?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행위, 수단, 착취의 세 가지 관련 요소에 대한 일련의 질

문을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예로첨부자료에제시된피해자식별을위한

인터뷰서식을참고하라.)

행위：첫째, 개인이 모집, 운반, 이송, 은닉, 혹은 인수되었는가? 위의 행위 중

최소한하나라도‘그렇다’는답변이나오면, 관련된수단을검토하라. 위의질문

에대한답변이‘아니다’면인신매매피해자가아니다. 

다음은행위요소를검토하기위한몇가지예시질문이다. 

어떻게접촉이시작되었나? 

접촉은인신매매자가피해자본인또는가족연락망을통해시작하거나해외취업

광고를보고피해자가연락을취함으로써시작된다. 인신매매에앞서인신매매자

가시간과노력을투자하여피해여성의애인이된후그여성을인신매매하는경

우도흔히발생한다. 이것은 입국사례와대비되는데, 입국의경우일반적으

로당사자는한국가를떠나다른곳으로가기위해 입국자에게자발적으로도

움을요청한다. 국내인신매매의경우, 특히강제노역을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

는당사자나가족과의직접접촉으로간단하게모집이이루어진다. 아동의경우는

가난한부모에의해매매되거나, 자녀에게더나은미래가될것이라고믿는부모

가모집인에게아이를보내기도한다. 

당사자가 착취를 목적으로 강제로 출신국에서 이동하게 되거나 또는 해당 국

가내의다른지역으로이송되었는가?  

인신매매피해자는유괴되기도한다. 유괴는인신매매가개입되었음을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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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적 착취나 강제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는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

다. 인신매매자와그와관련된자들은젊고건강한사람이노예제나다름없는환

경에서발생하는육체노동에보다적합하다는것을알기때문이다. 성적착취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객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

은 사람을선호하므로수익성이높기 때문이다. 장기 매의경우에도, 인신매매

자와구매자는어리고건강한사람을선호한다. 그러나나이가많은사람도인신

매매될수있다. 예를 들어동남아시아에서는길거리구걸을강요하기위해노

인을대상으로한인신매매가발생한다. 또한가사노예를위한인신매매의경우,

연령은크게중요하지않다.  

성별：인신매매와 성별의 연관성은 착취의 장소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적착취를위한인신매매는여성과여아를대상으로한사례가지배적이다. 그

러나 성적 착취를 위한 남성 인신매매, 특히 남자 청소년과 아동의 인신매매도

증가하고있으므로이를간과해서는안된다. 

국적：피해자 공급 사슬은 빈곤, 차별, 기회의 부족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

에의한착취에의존한다. 그러나피해자가선진국출신인경우를배제해서는안

된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면, 선진국

출신의피해자가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지식과 경험：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사람은 앞서 나열한 모든 요소를 고

려해야하며, 확인된정보가인신매매방지활동에대한자신의경험, 지식그리

고현지의일반적인운 방식과일치하는지자문해야한다. 

2단계：인신매매의정의에대한탐색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기위해서는인신매매의정의에대한근본적인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식별과정을지원하기위하여,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제3조에

포함된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표준 정의를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신매매의

정의에기초하여, 잠재적인피해자가성인인지아동인지를먼저판단해야한다.

아동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입증하기 위한 기준에서 수단과 관련된 요소는 제외

된다는점을기억하라. 

성인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행위, 수단, 착취(또는 착취의 의도)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충족시킬 때 성립된다.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행위와 착취

(또는착취의의도) 두가지요소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다음은 입국과인신매매를구별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항이다. 

행위 - 인신매매자와 입국 중개자 모두 사람을 운반, 이송한다. 그러므로

양자모두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의거하여범죄의‘행위’를저지른다.

18

중요

각지표는하나이상의방식으로해석될
수 있다. 판단을 내릴 때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이중요하다. 



는자신이하게될일의종류에대해서는알지만자세한근로조건이나급여수

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과 여아는 자신이 음식점 종업원이나

무용수로 일하게 될 것은 알더라도, 실제로는‘접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신매매자가 일의 성격을 미리 알려주더라도 근로 조건, 즉 거의 무급

으로노예와같은조건에서일하게될것은알려주지않는다. 

선금을주고받았는가? 

인신매매범죄는일반적으로금전적이득을위해발생되기때문에자금처리방식

이핵심이다. 그러나단지금전적이익뿐만아니라, 군사적이용이나가사노동의

목적을위해서도인신매매행위가이루어진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인신매

매는대개인신매매자가피해자와일종의채무관계를형성하여피해자의수입을

몰수하고그빚을갚을것을강요하는형태의채무구속과관련이있다.

피해자의신분증명서류는누가보관하는가?

일반적으로인신매매자는인신매매피해자의도주를우려해피해자가자신의서

류를소지하지못하게한다. 서류갈취는인신매매자가피해자를위협하고강압

하기위해사용하는전형적인통제수단이다. 그러나서류미소지는망명과 입

국의경우에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성임을기억하자. 

착취：행위와 수단 두 요소의 조건이 충족되면, 착취 여부 또는 착취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예, 강제징병), 예속 행위, 장기적출이

포함된다. 이런착취의형태중하나라도해당된다면이사람은인신매매피해자

이다.

다음은착취요소를검토하기위한몇가지예시질문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학대당했는가? 

수입을스스로관리할수있었는가? 

일을그만둘수있었는가? 새로운장소로이동할수있었는가?

음식을제공받지못하거나적절한의료처치를받지못했는가?  

가족과계속연락을취할수있었는가? 

성적학대나희롱을당했는가? 

PART TWO
VICTIM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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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강력한지표이다. 

국경을 넘었는가? 그렇다면 입국하 는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들어왔는가?

만일 공식적으로 입국했다면 입국을 위한 서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본인의 신

분증명서류인가, 아니면위조된서류인가? 혹은허위비자가사용되었는가? 

대부분의인신매매피해자는도보로또는차량에숨어비 리에국경을건너게된

다. 그러나상당수는실제서류를사용하여공식적으로이동하기도한다. 이때, 허

위비자또는도난당하거나위조된서류를사용하기도한다.

이동은행위가발생하는맥락과위치에따라크게달라질것이다. 인접국으로의

입국이나지역내이동은비 리에이루어지기쉬운반면에거리가있는국가로

의 이동이나 입국은 공식적인 이동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서류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항공, 철도, 선박을통한원거리이동은출입국심사를포

함하기때문이다. 게다가사기로피해자를모집한경우, 인신매매자는피해자나

사법당국으로부터의심받지않고합법적인이동처럼위장하기위해피해자본인

의서류를사용하기도한다. 

수단：이동요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가 강요, 위협, 강압,

유괴, 사기, 기만을 당했는지, 혹은 권력의 남용에 종속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

다. 만일이들중최소하나이상의수단이사용된경우, 착취(또는착취의도)요

소를검토해야한다. 이러한수단이사용되지않았을지라도피해자가아동일경

우착취요소를검토한다. 피해자가성인이고어떤수단도사용되지않았다면, 인

신매매피해자로볼수없다. 

다음은수단요소를검토하기위한몇가지예시질문이다.

출신국내타지역이나해외의최종목적지에도착했을때어떤일을할것이

라고약속받았거나기대하 는가? 

인신매매 피해자는 판매원과 같이 특정 직업을 약속받지만 가사노동과 같은 다

른종류의일을하도록강요받기도한다. 

최종목적지에서제안받거나약속받은급여나근로조건은어떠한가? 

인신매매는 넓은 범주의 착취적인 상황을 포함하며, 인신매매 환경과 인신매매

자의작업방식에따라일의구체적인성격이나근로조건에대한피해자의사전

고지여부가결정된다. 분명한것은피해자가일의성격또는근로조건에관해

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만당한다는 점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완전하게, 또

는 부분적으로자신이하게될일이나활동에대해서기만당할수있다. 피해자

20

기억하세요

아동이 인신매매 피해자인지를 식별할
때에는수단요소를고려할필요가없다.

주 /

1 (역자주) 낙타 경주는 아라비아 반도의 전통스포츠
로 낙타의 몸에 기수를 묶어 달리게 한다. 기수로
는 주로 몸이 가벼운 6~7세 미만의 어린 소년이
선호되며, 이들은경기중에다치거나심하면사망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수의 인권문제 뿐만 아
니라 저개발국가에서 인신매매된 아동이 기수로
동원되는심각한국제문제가야기되고있다.

2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핸드북』, 2010, p.25~65



인터뷰기술의원리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할때, 윤리적인문제와피해자와인터뷰진행자의안

전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인신매매된상황에처해있는피해자를인터뷰할때에는각별히주의해야한다.

인터뷰로인해피해자가더욱위험한상황에처하게되지않도록극히조심해야

한다. 인신매매된상황에있는사람들은대개자신이갇혀있다고느낀다. 이들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이들은

대개심리적·신체적학대경험을가지고있으며, 자신의권리에대해알지못한

다.1 인신매매상황을벗어난피해자는갚아야할빚이있거나, 피해자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은 피해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피해자를돕기위해필요한정보를얻는것을어렵게만든다. 

적절한안전절차와윤리적원칙을적용하는것은피해자와인터뷰진행자양측

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다. 피해자의안전을보장하고윤리적책임을다하기위

해서는취약한상황에놓인사람들과소통하는법, 즉 그들의말을경청하고세

심하게반응하는방법을배우려는자세가필요하다.  

신중하고능숙한태도로안전절차를따르고윤리적원칙을지키는것은인터뷰

진행자로서의책임을다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 피해자의신속한회복을돕는

데에도필수적이다. 사실상지원제공자와의모든만남은피해자가회복하는데

기여할수있다. 긍정적인만남은타인에대한신뢰를형성하고, 미래에대한희

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경험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비난

받는다는 느낌, 무기력함, 절망을 느끼게 한다. 냉정한 태도는 인터뷰 진행자의

목표달성과인신매매피해자의안위모두에역효과를초래할수있다. 

모든 경우에 개별 사례의 현실적인 압박, 장애물, 복잡성,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후안전과윤리에대한원칙을이행해야한다. 본 장에서는인신매매피

해자를 윤리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도

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 상황에 처한 개인의 최선의

이익이무엇인지를고려하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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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진행하는동안, 피해자가마음의준비가된상태에서말하려는것을인정하

고존중하라. 만일피해자가말하는것을꺼려하면다음으로대화를연기하도록

하라. 

첫 만남은잘준비되어야한다. 방해받지않고인터뷰를진행할수있는충분한

시간(대략 한 시간 정도)을 확보해야 한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일대일로인터뷰를진행하도록한다. 인터뷰진행자와통역사를정할때

나이, 성별, 종교, 문화를고려해야한다. 

첫만남의목표는다음과같다.

피해자와의라포형성및신뢰구축

안전한환경을조성하여피해자를안심시키는것

초기정보제공

피해자의사전동의확보

인터뷰대상자의인신매매피해자여부최종식별

만일당사자가여전히인신매매상황에처해있다면, 인터뷰를하는것이피해자

뿐만아니라인터뷰진행자까지도위험에빠뜨릴수있다. 인터뷰는안전하고보

안이잘된장소에서진행되어야한다. 다음은인터뷰를위한장소준비에있어서

주의해야할사항이다.

가능하다면 타인이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

하도록한다. 

인터뷰에동석할수있는사람을제한한다. 피해자와인터뷰진행자, 필요하다면

통역사와아동의보호자, 법률·심리상담가와같은전문가가참석할수있다.

인터뷰 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력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

우에는가능한모든노력을동원해통역사를확보하도록한다. 

휴대전화는반드시꺼놓아야한다.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 문 앞에“방해하지 마

시오.”와같은표시를해두어야한다. 

독립된공간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 인터뷰진행자는가급적인터뷰내용이

밖에서들리지않는장소를찾아야한다. 

단정적이거나심판하는듯한태도로인터뷰를진행하지않도록한다. 

2단계：인터뷰소개하기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단체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느끼는지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화장실에가고싶어한다거나마실것이필요한지확인한다.

PART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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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18세 미만)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예, 정신장애나 심각한 심리

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이 책에 제시된 지침과 함께 관련된 다른 특수

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예,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후견인이나 법적 대리

인이필요한개인등)

인터뷰기술2

인신매매피해자는매우위험한상황에서생존한사람이다. 따라서모든사람들

에대해신중하면서도의심이많으며정보를제공하는데있어매우조심스러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별 인터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인

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터뷰 진행자에게 정신적 외상과 적

대감을드러내고, 의심하고, 공격적이거나방어적인모습을보이거나, 이러한모

습이혼재된태도로반응하는일은흔히일어난다. 따라서최초인터뷰만으로는

인터뷰대상자가실제로인신매매피해자라고판단할만한충분한증거를확보하

는것이매우어려울수있다. 

피해자는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인터뷰를 할 의향이 없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무기력하거나 말을

삼가는데는다양한이유가있다. 자신이나가족에게닥칠수있는위험에대하

여두려움과불안을느끼거나정신적외상으로인한기억상실을겪고있기때문

일수도있다. 기억할수없거나기억하고싶지않은구체적인상황을말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피해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정보를 기억해 내는 것을 방해할

수있다. 

인터뷰 진행자는 먼저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인터뷰의

목적이지원과보호를제공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을찾아내기위함이며이는인

터뷰대상자본인으로부터정보를얻어야만가능하다는점을설명해야한다. 최초

인터뷰진행방식은인터뷰진행자가인터뷰대상자의상태와반응및다른요소

를고려하여내린판단에따라결정된다. 질문지를사용하는것은인터뷰대상자

를불편하게만들수있기때문에, 가능하면피하는것이좋다. 인터뷰진행자는

각사례별로어떤질문이적절한지결정하고그에따라인터뷰를진행해야한다. 

아래의정보는식별과정을지원하기위한것이며모든사례에똑같이적용할필

요는없다. 인터뷰의형식은인터뷰대상자의상황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1단계：인터뷰장소준비
인신매매의잠재적인피해자를처음으로만나는작업은중요하다. 첫 만남이지

원과정을설계하는기반이되기때문이다. 이시간동안피해자는지치고, 혼동

되고, 혼란에 빠지거나 두려워서 자기 경험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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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인터뷰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만약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
뷰의 맥락이나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것
을 어려워한다면 통역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은매우중요하다. 인터뷰나조사및절차를진행하는것이피해자의상태를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중단해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이 되

기전까지, 인터뷰진행자는해를입힐수도있다는가능성을염두에두고인터

뷰대상자가처한상황을신중하게다루어야한다. 

안전, 보안과편안함을보장한다.

인터뷰 대상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안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어떠

한실질적인대화를해서는안된다. 동시에의료지원의필요여부를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인터뷰를해도괜찮은상태라고말하더라도인터뷰하는동안상

태가나빠지는것이포착되는경우(예, 극도의불안, 소진, 심리적·신체적문제

등)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뷰를 즉각 중지하고, 피해자를 의료

전문가에게연계해야한다. 

비 을보장한다.

비 보장은 인터뷰 진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 중 하나이다. 비 보장은

인신매매피해자의안전과안위를위해서중요할뿐만아니라진실한정보와감

정을 공유하려는 피해자의 의지에도 직접적인 향을 준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정보는신중하게다루어야한다. 피해자에관한정보는사건과직접적으로

관련된사람들간‘구체적인필요’에의해서만공유되어야한다. 

정보를제공한다.

인신매매피해자의가장중요한권리중하나는정보에대한권리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 복지,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지원 제공자에 대한 현

실적인기대를가질수있도록피해자가내릴수있는선택에관련된모든정보

를제공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충분한정보를제공받는것도자신의신체

와선택에관한일종의통제권을회복하는역량강화의한과정이다. 

충분한정보제공을기반으로한사전동의를요청한다.

자신에게요구되고있는것이무엇인지완전히이해하고, 이에동의하거나거부

할권리는인신매매피해자의기본권이다. 피해자가인터뷰내용과목적, 정보의

사용용도에대해알권리, 인터뷰를중단할수있는권리, 그리고질문에답하지

않을권리를명확하게이해하고있는지확인해야한다. 충분한정보제공을바탕

으로 사전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언어적·문화적·사회적

차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존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종해야한다는생각, 상대방을만족시키고자하는마음, 이해하지못한다는것

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 질문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 그리고불편하고스트레스받는만남을속히끝내려는마음등은실질적

인사전동의를이끌어내기위해극복해야할장벽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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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상자가고통이나불편을호소하거나응급진료가필요한지를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긴급한의료문제를호소한다면의료전문가가이를검진하기

전에는인터뷰를진행하지않는다. 

두통과같은경미한증상을보일경우처방이필요없는아스피린이나이부프

로펜(소염제)과같은약물을제공한다.

앞으로일어날절차나활동을설명해야한다. 일정, 기간, 장소와관련하여가

능한범위내에서자세한정보를제공한다. 

3단계：인터뷰설명하기
인터뷰대상자가존중받고있고자신의견해를믿어주고있다고느낄수있게

라포를형성하도록노력한다. 

인터뷰대상자에게앞으로진행될인터뷰의목적에대해간략히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에게인터뷰중불쾌하거나고통스러웠던사건을회상하게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힘든 기억을 되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

한다. 

인터뷰대상자에게충분한시간을가지고질문에답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

언제든지쉬는시간을가질수있다고알려준다. 

더많은정보를제공할수록단체는보다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다고설명한다.

또한단체가제공할수있는지원에한계가있을수도있다는점을덧붙인다.

만일단체의한계로인하여인터뷰대상자가해당단체의지원을받을수없다

면, 적합한기관이나지원제공자를찾을수있도록도울것이라는점을설명

한다. 

모든인터뷰내용은엄격하게비 이보장될것임을알려준다. 

인터뷰대상자에게언제든지질문을할수있고, 설명된내용을명확히해달라고

요청하거나반복해서설명또는진술해달라고요구할수있다는것을설명한다. 

인터뷰 대상자가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

인한다. 

현단계에서질문이있는지물어본다.

인터뷰진행과참여에동의하는지물어본다.

4단계：인터뷰시지켜야할원칙3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할때, 윤리적인문제와함께피해자와인터뷰진행자

의안전에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는사실을기억하도록한다. 윤리적인문제를

이해하고인터뷰를적절하게진행한다면, 피해자가겪을수있는위험을최소화

시키고피해자가중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도울수있다. 피해자를인터뷰할때

지켜야할다음의원칙들을명심하자.

해를끼치지않는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취약한상태이며외상이더욱심해질수있다는점을고려했을때이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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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유지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피해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

한다. 관리자의위치(즉, 정보, 서비스또는상품을통제하는위치)에 있는전문

가는흔히가부장적인어조를취하거나심지어는지적·작업적우월감을풍기는

태도를 보여 지원받는 사람을 무력하고 복종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인해강제로복종했던사람에게특히해롭다. 정신적외상을겪은사람은자신의

열등감과의존성을수용하면서스스로를약하다고생각하고자기자신을비하하

기가쉽다. 전문가로서피해자와일정한거리와품행을유지하면서동시에공감

하고위로해야한다. 지원받는사람은자신과자신의결정이존중받는평등한관

계라고 느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으며, 지원 제공자가 자신의

최선의이익을위해일하고있다고느낄수있어야한다. 

피해자가자신의신체와의사소통에대한통제권을가지고있음을확인시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 과정에서 한 사람이 지휘와 안내를 맡을 필요가 있

다. 그러나지원대상자가현재상황에대한통제권이있고미래에대한자기결정

권이있다고느끼는것이중요하다. 인터뷰대상자또는지원대상자가어떠한만

남도강제당한다는느낌을받지않고, 상황을이해하며진행절차에자발적으로

동의하고있다는것을확인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피해자가지

원을받는과정에서통제권을행사할수있도록장려한다. 따라서인내심을가지

고선택사항에대하여분명히설명하고, 모든결정은오직피해자스스로내리는

것이며 아무도 대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선택

사항을고려할충분한시간적여유를주고피해자가내린결정을지지해야한다. 

피해자의책임이아니라고재확인시킨다.  

자책은 인신매매 경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피해자에게 일

어났던 일이 피해자 탓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

많은사람들에게막대한피해를입히는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기만당하거나

혹은 강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것이도움이된다. 이러한작업을통해지원대상자는죄책감을덜어내고

자기용서와치유를할수있게하며, 지원제공자가피해자를판단하거나탓하고

있지않다는것을전달할수있다.   

개인의안전

다음의사항을주의해야한다. 

완벽한보안이란없다. 

개인 보안은 위험사정 및 관리 그리고 개인 보안에 대한 책임을 통해 확보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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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고분별력있게질문한다.

질문의구성과표현방식, 어조등은대상자로부터지원에필요한정보를얻고대

상자를괴롭히거나불쾌하게할수있는위험요소를줄이는데있어중요하다. 

능동적으로반응하면서경청한다. 

능동적으로경청한다는것은화자에게완전히집중하고무엇을말하는지이해하

고있다는반응을보이는것을뜻한다. 능동적인듣기기법에는다음과같은사

항들이포함된다. 

- 말하기보다는듣는다. 

- 질문을하고불확실한부분은명확히한다.

- 대답할시간을준다. 

- 주의를기울이고집중한다. 

- 통찰력을가지고세심하게살핀다. 

- 피해자가말한바를인정한다. 

- 피해자가휴식을필요로하는지살핀다.

지원제공자자신이가지고있는편견이나선입견에대해점검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일하는(또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사람은 인종, 국적, 사회경

제적 지위, 나이, 피해자가 착취당했던 업종, 종교, 성별, 문화 및 기타 요소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자신의생각을인지하고지원대상자에게열등감을불러일으킬수

있는행동을하지않도록항시주의해야한다. 

믿고, 함부로판단하지않는다. 

지원을주고받는관계는신뢰에기초한다. 지원제공자는지원대상자가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인

신매매피해자가진술의진실성이의심받고있지않다고느끼도록해주고, 지원

을제공하는것이피해자에게서정보를얻기위한대가가아니라오로지피해자

를돕기위한목적임을확인시킨다. 이러한확인을통해피해자는자신감을회복

하고, 신뢰를구축하고지원을받아들일수있다. 

이와유사하게, 인신매매피해자가타인을신뢰하지못하고속이거나자신이이

전에설명한것을숨기고바꾸는데에는실질적인이유가있다는것을염두에두

어야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특정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잊어버리거나이야기의일부를바꾸는경우가있다. 하지만이것이피

해자가제공하는다른정보에대해서도의혹을품거나, 그가믿을만하지못하다

고판단하는근거가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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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식별과정의한계

인신매매피해자식별절차는완벽하지도않고완벽할수도없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추정된개인에대한확인절차의무오류를보장할수없다.   

본 지침서에제시된절차는인신매매에대한일반적인접근과피해자식별방

법에기초하고있다.  

국내적·지역적·국제적맥락에따라본지침서에제시된많은사항들이모순

되거나예외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지원단체들은현지상황과조건에맞

추어기본개념들을조정할필요가있다. 

본 식별과정은일반적인틀을제안하는것으로, 현지 지원단체는그들의전

문성과경험을토대로식별과정을활용해야한다.

본 식별 과정은 이상적인 조건 하에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환경은 드물다. 많은 경우에 사전

인터뷰지표를선정하기위한자료가충분치않으며, 대상자가질문에응답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 또한 추가 입증 자료가 불충분할

수도있다.

결국인신매매피해자의식별과확인은현지지원단체실무자의경험과판단

에달려있으며이는접근가능한모든정보에대한누적된사정결과를기반

으로하여이루어진다.

PART THREE
GETTING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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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위험수준을재차강조하는것이실무자들의불안을가중시킬수있다하

더라도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하는 모든 실무자는 이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와 안전에 관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야한다. 

개인의안전을위해항상주변환경과상황에대해경계를늦춰서는안된다. 인

신매매와관련이되지않은제3의장소에서인신매매피해자와의만남이이루어

질때특히유념해야한다. 

아동인터뷰를위한가이드라인4

아동인터뷰는성인인터뷰와매우다르다. 아동이인터뷰과정에서편안함을느

끼고자신의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만드는것은인터뷰진행자의재량에달려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불안해하고 화를 내거나 슬퍼한다면, 인터뷰 전에 갖고

놀장난감이나동물인형을줄수있다. 전문 인력이있다면해당아동의또래와

함께인터뷰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인터뷰의 모든 과정에 있어 아동의 대략적인 나이, 성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야 한다. 이는 특히 질문 유형과 질문 방식, 인터뷰 진행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

다. 앞에서설명하 듯이남자아동과여자아동의필요가다를수있다. 이들은

다른방식의접근을필요로할수있으며인터뷰진행자는개별사례에따라이

를결정해야한다. 인터뷰진행자는질문하는동안아동의반응, 비언어적행동,

독특한버릇, 진술 내용등에주의를기울이면서상황에따라융통성있게결정

을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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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아동은 가난한 부모에 의해 매매되거나,
자녀에게더나은미래가될것이라고믿
는 부모의 허락 하에 모집인(친척 혹은
먼 인척관계의 사람을 포함)에게 보내지
기도 한다. 대개 부모는 아동이 돈을 벌
거나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 돌아올 것이
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인터뷰 진행자는
아동의 부모를 탓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자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다
른선택의여지가없었을수도있기때문
이다.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시

각자료를사용한다.) 질문은해당아동의연령과지적능력에맞게조정

되어야한다. 

아동이스스로설명을할수있도록개방형질문으로시작한다. “그사람

이 너를 학대했니?”와 같은 유도 질문을 피하고“그 사람이 무엇을 했

니?”와같은개방형질문을한다. 

아동이자신이알고있는모든정보를이야기한것같은기미를보일때에

는 상세한 내용을 추궁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된질문을받지않았을경우, 관련정보를이야기하지않거나인터뷰진행

자가듣고싶어한다고생각하는대답을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한다. 

아동에 대한 인터뷰는 가능하면 부모의 동석하에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전 교육을 받은 후견인, 심리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동석해야한다.

인터뷰를 마칠 때에는 잘했다고 말해주며 해당 아동을 안심시키고 다시

이야기 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며 마

무리하도록한다.6

아동을인터뷰할때다음의지침에따를것을권장한다.5

아동의 특별한 필요와 권리에 관해 교육을 받은 실무자들만이 피해 아동

을담당하고인터뷰해야한다. 가능하면피해아동과동일한성별의실무

자가인터뷰를담당한다. 

대화를하는데안전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공간을만든다. (라포형

성을돕기위해장난감과책또는게임도구등을그공간에배치한다.)

인신매매 경험과 관련 없는 놀이를 하거나 아이에게 친숙한 주제로 이야

기를함으로써라포를형성한다. 

꾸밈없고격의없는분위기를유지하도록한다. (심문하거나대답을강요

하는태도를취하지않는다.) 아동과놀때함께바닥에앉는것을고려해

본다. 아동의눈높이에서소통한다. 

아동에게 적절하고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특별히 아이들이

사용하는단어를선택해서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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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개발

인신매매는 미비한 법과 정책상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회주의적 범죄이다. 법과

정책을통한규제가약할수록인신매매의발생가능성은더높아진다. 그러므로

국가는인신매매에대한자국의취약성을감소시키는한편, 피해자의필요에부

응할수있는구조와체제를마련하고강화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해야

한다. 

앞장에서는 피해자 확인의 주요 요소와 인신매매의 잠재적인 피해자 또는 실제

피해자를인터뷰할때적용되어야할윤리지침에대하여개괄하 다. 이는인신

매매 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혹은 복합적

성격의국가의경험과그로인해학습된교훈에기초하고있다.  

어떻게인신매매피해자식별과정을진행하고인터뷰지침을제대로따를수있

을까? 이는효율적인실행계획을통해이룰수있다. 잠재적인피해자에게효과

적으로다가가기위해서가장우선시되어야할것은적절한기술, 철저한계획과

준비이다. 

실행계획1

피해자식별과인터뷰지침에관한실행계획은실행에대한길잡이인동시에명

시된목표와목적에비추어진전상황을측정할수있는척도로활용가능하다.

실행계획이평가및모니터링도구의기능을수행할수있기위해서는, 계획을

세울때업무와시간모두를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담당하거나 피해자, 취약 집단, 또는 위기 상황에 있

는사람과함께일하는주요기관과의모임을소집하도록한다. 이러한태스크

포스task force 또는 활동그룹에는경찰, 이주국, 비정부기구, 종교단체, 여러 다

른시민사회구성원이포함될수있다. 모임의목적중하나는피해자확인과

인터뷰기술에대한의견서를작성하고논의하는것이다. 논의해야할쟁점은

다음과같다.
○인신매매의정의
○국가의이주상황과인신매매가능성
○이주자(특히인신매매피해자인이주자)에대한국가적책임
○ (연구논문이나사례분석에나타난) 국가의인신매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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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관간에의견차가있을수있지만, 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화가모든절차의

기반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 인신매매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권한을가

진여러기관의개입이불가피하다. 따라서특정사법권한이있는법집행기관

은 이주국이나 세관과 같은 법 집행지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외교부와

도긴 히협력해야한다. 정부기관과비정부기구간의협조, 국제기구와기타시

민단체간의협조또한필요하다. 

정해진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투명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지원이제공되는동안특

정기관이전과정을독점하지않는것도이에못지않게중요하다. 전체가권한

을공유하는것이운 목표가되어야한다. 따라서위원회혹은태스크포스결

성을통한대화절차의공식화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화 절차는개방적이고지속적인과정이다. 아무리노력한다해도

인신매매사례를처리하고다루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운 상공조

가 결렬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방법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정치적

환경이변하는복잡한상황이올수도있다. 견해와입장이아무리다르다해도,

대화와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

을수있게하기위한가장실용적인방법이다.

각모임의회의록은반드시보존되어야한다. 회의록은논의사항을제도화하는데

도움이되고추가적인기준과진행상황에대한책임을보고하는역할을한다.

피해자식별의장애물

인신매매피해자식별에어려움을줄수있는장애물에대하여앞에서대략적으

로설명하 다. 두가지중요한장애물, 즉이주범죄자와인신매매피해자를구

분하지않는기존이주법이나기타법제도그리고인신매매문제에대한국가적

정책부재가피해자식별을방해할수있다. 국내 법률에인신매매피해자에대

한보호조항이없다면법집행기관, 지원 제공기관및기타기관은지원과보

호제공능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한다. 실제로이기관들은법적의무를방기

해야하는처지에놓일지도모른다. 예를들어인신매매된이주자가이주법에위

배되는행위를한사실이밝혀진다면, 이주자를구금상태에서구출하여정부혹

은비정부기구의쉼터로옮기는것이비정규이주자를돕고선동하는것으로보

일수있기때문에법적조사를받아야할수도있다. 

PART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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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확인과정의주요행위자
○피해자확인을위해제안된실행계획
○허용사항과금지사항을포함한적절한인터뷰기술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기준으로한실태조사를통해관련된사람들의지식수

준을파악하고이를기초로앞으로피해자식별을수행할수있는최선의방법

을결정한다.  

인신매매기준과인터뷰지침을제시한다. 이미존재하는기준과지침은재검

토와개정을거칠필요가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

여어떤의식함양방안이필요할지개괄한다. 이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관련국내법제를주제로정보브리핑실시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된 이주자와 입국한 이주자 간의 차이점에

대한교육
○구금시설에 있는 이주자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
○피해자식별과인터뷰기술에대한특별교육실시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부적인 일정

표에맞추어설정한다.

주기적인검토및조정에대한계획을포함한다. 

모든관련지원기관의역할및책임과절차를명시적으로규정한문서를작성하고

각 기관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표준운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수있다. 

모든 관련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와 같은 협력 계약을 통해 공식화할 수 있다. 양해각서

는둘이상의당사자간의법적구속력이있는계약으로, 협력의기본원칙과개

별지원기관의역할과책임을서면으로명시한것이다. 이는어떠한행동을취하

기에 앞서 체결되어야 한다. 만약 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현지의 상황에

따라조속한시일내에양해각서를최종적으로체결해야한다.

일단실행계획이정해지면, 이에따른변화를수행하기위하여점진적으로절차

를밟아나갈수있다. 인권에기초한피해자중심의환경을구축하기위해서피

해자식별과지원과정은앞서설명된원칙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 피해자의필

요와상황에대한지속적인사후관리와평가가중요하다. 실행은환경의변화에

맞추어유연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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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지역사회나 국가에 따라 인신매매에 대
한대책과피해자에대한지원이충분하
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지역사회가 구체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단계라
고하더라도이미자원을확보하고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약계층
을보호하기위한자원을보유하고있는
안정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살펴도록
한다.

주 /

1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협력과 네트워크』,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ooperation and Networking, IOM, Geneva,
2006  



앞서언급했듯이, 피해자식별및인터뷰과정에서수행된활동을평가하고감독

하는일은성공적인인신매매방지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 본 장은지표에대

하여간략하게논의한후피해자식별과정을평가하기위한몇가지지표의예

를설명한다. 

지표(Indicators)

지표란무엇인가?
지표는양적또는질적기준으로서성취, 변화, 성과를평가할수있는간단하고믿

을만한기준을제시한다. 이는운 , 서비스및과정의특성과실행결과를분석,

평가하는수단이다. 또한성과를측정, 감독, 평가, 개선하는데에도사용된다.

성과지표는특히개입의결과를검증하거나계획한바와비교할때사용하는변

수들이다.

성인지지표는주어진맥락속에서특정기간동안여성과남성의지위가얼마

만큼변했는지를보여준다. 이를측정함으로써성평등이어느정도이루어졌는

가를평가한다.    

지표가왜중요한가? 
성과지표는목적및목표달성을위한개입의성과를보여준다. 이를통해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수단이나 방법을 정정할 수 있다. 지표는 개입 종료

시에도매우중요한데, 설정한목적과목표에비해성과가어느정도인지를보여

주는도구이자, 경우에따라 향을측정하기위한상세한초기데이터로이용되

기때문이다.

또한개입을통해이미진행하고있는피해자지원서비스를더욱장려하는등의

옹호활동을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 예컨대서비스제공이증가하고있음

을보여주는지표는점점늘어가는수요에맞추기위해서역량과자원을추가적

으로보충해야한다는주장을뒷받침할수있다. 동시에지표를검증하는데사

용되는양적·질적정보는약점을파악하고이에따라개입계획과지원제공을

향상시키기위한방법을고안하는데도움을준다. 그러므로지표는기관으로하

여금스스로실행결과를측정해보고책임을다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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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변화시키고향상시켜피해자의필요에대응하고, 궁극적으로인신매매된

이주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인신매매 방지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

이라면(이를장기적인목적으로설정해야한다.), 성공여부는다음의두가지주

요기준으로평가될수있다.  

1) 제도적구조평가- 투명한국가정책및기준의확립, 지원제공역량의향상

2) 피해자 식별 결과 평가 - 성공은 피해자 식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운 화

함으로써이루어질수있다.

이것이성취되었는가? 목표달성여부를측정할수있는기준혹은지표는다음

을포함한다.

제도적구조평가
국가위원회, 혹은유사한공조집단의설립

국가적실행계획의초안잡기

피해자지원대책의주요윤곽을명확하게표현한인신매매국내법의초안작

성또는개정사항이행, 예를들어
○피해자확인을위한가이드라인
○피해자를범죄자가아닌피해자로인지하는피해자친화적인절차
○이주자가운데피해자를식별하기위한국가별인신매매에대한정의와대책
○피해자를 구치소, 감옥, 구금시설 및 기타 유사 환경에서 구출하여 보호

시설로옮길수있게하는절차상협약
○인신매매피해자인터뷰에대한가이드라인

사법기관, 사회복지부, 기타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대략적으로명시하는

국가정책의초안잡기
○인신매매피해자확인담당자를위한피해자식별가이드라인의개발
○인터뷰가이드라인의개발
○피해자의식별, 보호(쉼터제공), 귀환과재통합을촉진시키는기관사이의

협조증진을위해표준운 절차(SOP)의초안을작성하고이를실행하기
○피해자확인을위한절차체계에대해국가와양자간합의혹은양해각서

를채택한다. 이러한규약이대략적으로명시하는것은다음과같다. 

- 인신매매의정의

- 관련부서와기관

- 절차기준과지원기준

- 사후관리와모니터링을포함한정보교환프로토콜

- 보호, 인신매매방지를위한협력

피해자식별결과평가
피해자확인을위한지원체계가목적국내형성되었는가? 

구금시설에서분리된피해자수가증가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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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적이든질적이든, 지표는개입에관련된실행자, 수혜자, 기부자의의견이

아닌객관적인사실에초점을맞출수있게돕는다.

종종 지표를 결과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표는 개입의 결과가 아니다. 결과

는프로젝트활동으로생산된, 측정가능한직접적결과물이다. 반면, 지표는사

업의목표가어떻게달성되었는지를보여주는도구이다.

어떻게지표를개발하는가?
개입의목적과예상결과그리고개입수준에따라다양한지표가선택될수있다.

이때, 지표는너무많을필요는없으나구체적이고서로독립적이며, 검증가능해

야한다. 또한지표는취할수있는정보, 역량과자원, 적절한검증수단을통해

측정이가능해야한다. 지표를설정할때에는관계자들과의상담이매우중요하

다. 관계자들은직접기준설정을지원할수있고, 취약점이나외부방해요인에

대해조언할수있으며, 변화가필요한 역을명확히표현하거나대안을제시할

수있다.  

스마트(SMART)지표는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해야한다.

구체적일것(Specific)：규모와시간면에서

측정가능할것(Measurable)：목표실행결과에따른변화를구체화하고목표

달성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

달성가능할것(Attainable)：지표에대한정보의출처가믿을만하고접근가

능할것

관련성이 있을 것(Relevant)：외부 요소의 향보다는 개입의 향을 반 하

고측정할수있도록

추적 가능할 것(Trackable)：지표는 현재 사용 가능하거나 사업 관리의 일부

로수집될자료들을이용할것

마지막으로 성 인지적인 지표를 위해 최소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지표를분류하도록규정해야한다.

피해자식별과정평가하기

평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 과정의 원래

목표는 무엇인가?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혹은 피해자 인터뷰

기준을 포함한 피해자 식별을 위한 운 상의 지침을 확립하는 것인가? 만일 식

별 과정이 고립된 몇몇 인신매매 피해자의 즉각적인 귀환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면, 해당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식별하는 것만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수있을것이다. 반면에식별과정의목적이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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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평가할수있는가?

평가는다음과같은사람들이내부또는외부에서실시할수있다.

수혜자：피해자는 지원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도록 개발된 평가양식을 사용하

여지원을평가할수있다. 특히쉼터를떠나거나지원과정을종결할때(목적

국 또는 출신국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피드백(예, 일대일대화나대표집단을통해)을요구할수도있다. 어

떤 지원이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는피해자의피드백을검토하고논의해야한다. 

지원 제공기관：모든 지원 제공기관은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와의교류와지원내용을매일검토하고, 이에맞추어대응방식을조정

하는것이중요하다. 자체 평가를통해얻은교훈은전체적인기관차원의평

가에통합돼야한다. 직접지원을담당하는기관은반드시주기적인평가를시

행하여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우수한 실전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만일

여러 기관이 지원 제공에 참여한다면, 다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하여평가해야한다.

외부 평가자：관련 분야의 전문가(예, 사회복지사, 보건 전문가, 인신매매 전

문가), 조사기관, 평가전문가등이외부평가를담당할수있다. 외부평가자

는보통지원과정및구조와관련해보다중립적인통찰력을제공할수있다.

외부평가를실시하기위해서는재정적지원이필요할수도있다.

언제평가할것인가?

평가는 주요 지원 단계가 마무리될 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쉼터를 떠날 때, 일

정 기간의재통합지원이이루어진후, 혹은 주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데이

는 보통 평가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단체에서 실시하는 내부 평가는

매달있을수있지만외부평가는일년에한번실시될수있다.

평가는지원과정(한가지지원사례와전체지원체계를지칭) 종료시에도이루

어져야한다. 지원과정을통해성취된것이무엇인지를전체적인시각에서바라

보고지원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이다. 뿐만아니라평가는개선된사항을확

인하고 지원체계의 구성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도도움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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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회복, 재통합사후점검프로그램을통하여연계된피해자수가증가하 는가? 

적절한지원자로부터상담을받은피해자수가증가하 는가? 

인터뷰과정중피해를입은인터뷰대상자수가감소하 는가?

인터뷰중피해자가표준수준의지원을받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적절

한사후점검이이루어졌는가? 

성공여부판단하기

이와같은기준확립을넘어서, 의도한목표가실제로달성되었는지의여부를최

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데 실제적인 발

전이이루어졌는지를재점검하는것과같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과정을구축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게 피해자 중심의 인도주의적

귀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된인신매매피해자의수가증가하 는지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이는인

신매매된 이주자를 범죄자가 아닌 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여, 비정규 이주자에

게일반적으로적용되는추방절차기준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예외로하는작

업이다. 원칙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구금시설로부터구출

안전한장소로이동시키고특별한지원을제공함

이송(국제 인신매매의 경우)이나 강제추방 또는 강제송환에 대한 대안으로 적

시에본국이나본지역사회로의자발적귀환과재통합을용이하게함

이와관련해, 다음과같은질문을할수있다.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재통합 이전과 이후에, 인도주의적 원칙, 국내 법률 및

정부정책에부합하는모든종류의보호와지원을받았는가?

인신매매된이주자는자신의권리와선택사항에대해안내를받았는가? 

전과정에걸쳐사례비 보장과이주자보호가이루어졌는가?

자발성의원칙이지켜졌는가?

인터뷰하는동안피해자가다시외상을입었는가? 

만일이기본원칙이장기적인대응과정에서지속적으로지켜졌다면, 전반적인

목표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끊임없는검토와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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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부 역시 지역적·전국적 차원에서 외
부평가에참여할수있다.



5장
돌아보기

결론

피해자 식별과 인터뷰 기술은 전반적인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지침서의목적은인신매매피해자를적절하게식별, 인터뷰하고지

원체계를구축하는데도움이될만한몇가지기본개념을제공하는것이다. 본

지침서가인신매매피해자의기본인권과존엄성보호에기반을둔피해자식별

과, 인터뷰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될만한상세하고도폭넓은정보를제공하 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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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IOM 개인 ID:
성명： 국적：

성별：(남/여) 출생국：

생일：(일-월-년)   나이： 출생지：

사례정보
연계의유형：(비정부기구 / 국제기구 / 대사관 / IOM / 본인 / 기타 / 해당사항없음)

상세정보- 기관명：

위치：

피해자식별날짜：(일-월-년) 

피해자식별장소：

IOM 인터뷰진행자의성명：

인터뷰대상자의언어：

통역사참석여부 (네 / 아니오)

통역사의성명：

수단
피해자와모집인이어떻게처음만나게되었는가?
(개인적만남 / 신문광고 / 라디오광고 / 인터넷광고 / TV광고 / 가족에의해팔림 / 유괴 / 기타)

기타인경우, 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최종목적지에도착했을때어떤일을할것이라고생각했는가? 
(숙식가사도우미 / 보모 / 농장일 / 가사일 / 공장노동 / 판매 / 구걸 / 경범죄에해당하는일 / 강제징용 / 무용수 / 성매매 / 서빙
/ 기타 / 해당사항없음)

최종목적지에도착했을때급여는얼마나된다고들었는가? (1개월기준)

사전에모집인에게돈을지불하 는가? (네 / 아니오)

돈을지급했다면얼마인가? 

만일모집된것이아니라면인신매매자에게납치되었는가? (네 / 아니오)

납치된후출신국내다른장소로강제이동되었는가? (네 / 아니오)

납치된후출신국밖으로강제이동되었는가? (네 / 아니오)

피해자식별을위한인터뷰서식
IOM                         사무소 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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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피해자 식별을 위한 인터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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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출발전에이동비용이필요했다면그비용은누가지불했는가? 

이용한운송수단을자세히기록하시오. 
(도보 / 차량 / 선박 / 기차 / 항공 / 기타 / 해당사항없음)

국경을넘었는가? (네 / 아니오)

만약그렇다면, 공식검문소를통해서들어갔는가?

입국시본인의신분증을사용했는가? 아니면위조된서류 는가?
(본인신분증 / 위조서류 / 해당사항없음)

출입국시비자가요구되었는가? 

만약그렇다면, 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신분증은현재누가소지하고있는가?
(본인소지 / 고용인소지 / 경찰소지 / 인신매매자소지 / 해당사항없음)

해당국가에서특정활동에참여하 는가? (네 / 아니오)

경유국에서체류하 는가? (네 / 아니오)

만약그렇다면, 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경유국에서어떤일에종사하 는가?
(숙식가사도우미 / 보모 / 농장일 / 가사일 / 공장노동 / 판매 / 구걸 / 경범죄에해당하는일 / 강제징용 / 무용수 / 성매매 / 서빙
/ 기타 / 해당사항없음)

착취
최종목적지에도착한이후어떤일에종사하 는가?
(숙식가사도우미 / 보모 / 농장일 / 가사일 / 공장노동 / 판매 / 구걸 / 경범죄에해당하는일 / 강제징용 / 무용수 / 성매매 / 서빙
/ 기타 / 해당사항없음)

기타인경우, 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최종목적지에도착한이후얼마만에위와같은일을시작하 나?
(도착한주부터 / 도착일주일후부터)

특정한일에종사하도록강요받았는가? (네 / 아니오)

만약그렇다면, 어떤방법이었는가? (협박 / 신체적폭력)

이러한일을통해번급여는얼마 는가? (1개월기준)

수익을가질수있었는가? (네 / 아니오 / 일부)

모집책 / 운반책 / 착취자에게빚을갚아야했는가? (네 / 아니오)
만약그렇다면, 그금액이얼마 는지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개월수)

어떤명목의빚이었는가?

이동의자유가어느정도허용되었는가? 
(절대금지 / 동행인이있을경우에만허용 / 금지되지않았음 / 해당사항없음)

착취의조건과통제수단은어떠했는가?
- 장시간의노동
- 자유박탈 / 제한적허용
- 신체적학대 / 폭력
- 서류갈취
- 사회적격리
- 추방의위협
- 개인적인협박
- 가족이나가까운지인들에게폭력을가하겠다는위협
- 기타

입증자료
추가적인입증자료
- 경찰기록이나출입국기록
- 출입국서류또는여행티켓
- 출입국신고서
- 인신매매기간중겪은학대와연관된의료기록
- 사기고용계약서사본또는원고용광고사본
- 피해자의일기또는서신

결정
인터뷰대상자는인신매매의피해자인가? (네 / 아니오)

만약아니라면：
( 입국이주자 / 다른종류의범죄피해자 / 불법이주자 / 의심받는침입자)

대상자는기꺼이귀환하고자하는가? (네 / 아니오)

대상자는 IOM의지원프로그램에적합한가? (네 / 아니오)

적합하지않다면, 이유는무엇인가? (지원거절 / 출국명령을받음 / 침입자로의심됨 / 기타)

기타인경우, 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IOM의지원을거절했다면, 이유는무엇인가?
(두려워서 / 현지에남아있고싶어서 / IOM이나비정부기구를신뢰하지않아서 / 기타)

기타인경우, 구체적으로서술하시오.

참고사항



가사노예 (Domestic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란 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취적인 노동

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가사노예는이러한노예상태중에서도특히가사에상주

하며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착취적인 노동 환경

을의미한다.1

관련용어：착취, 강제노동, 채무노예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아동의 매매나 인신매매,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농노제, 강

제노동과 같은 노예제나 그와 유사한 모든 형태의 관행으로서

환경적으로나그성격적인측면에서아동의건강, 안전, 도덕에

해를끼칠수있는노동을의미한다. 이는 무력분쟁을위한강

제징병, 포르노나 포르노적 행위를 통한 생산 활동, 성매매에

아동을 이용, 알선, 제공하는 불법 활동, 특히 관련 국제 협약

에서 정의한 마약의 생산과 매와 같은 활동에 아동을 이용,

알선, 제공하는행위등을포함한다.”(1999년「가혹한형태의

아동노동의철폐를위한금지및즉각적조치에관한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제3조) 

전문참조：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

7/com-chic.htm

관련용어：아동, 아동노동, 소년병, 착취

강압 (Coercion) 
물리적힘을가하거나위협및강요하는것2

관련용어：통제, 채무로인한인적구속, 격리

강제결혼 (Forced Marriage)
비자발적 결혼을 지칭한다. 1962년「결혼, 결혼의 최소연령

및 결혼신고 동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에 의하면, “결혼은 배우자가 자유의지를 가지

고 완전히 승낙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다.”강제결혼이 노예제

와 비슷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인

여성의의사와는상관없이부모나보호자, 가족을비롯한어떤

개인이나집단이돈이나그에상당하는대가를받고여성을결

혼시키거나결혼을약속하는경우, 2) 남편이나그의가족혹은

친척이여성을다른사람에게매매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경

우, 3) 남편 사망시여성이사유물로간주되어타인에게상속

될처지에놓이는경우(「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유사한제

도와관행철폐에관한보충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제1조). 또

한 강제결혼은 1979년「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의해서도금지

된다.

전문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convention.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trade.htm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cedaw.htm

관련용어：착취, 성적착취

강제노동 (Forced Labor)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1930년「강제노동협약

(ILO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Labour)」제2조) 1957

년「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Abolition of Forced Labor)」에국가의책임이명시되어있다.

동의어：강제노동(Compulsory Labor)

전문참조：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05

관련용어：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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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Prevention) 
기존의또는발생할문제를억제하기위한방지행위를가리킨

다.7 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종합적인전략의일부로서방지

는정보와의식증진활동, 연구, 세미나, 교육, 협력과(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이에한정된것만은아니다.

관련용어：기소, 보호

보호 (Protection)
보호는 위험에 처한 개인이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지

원을누릴수있도록하는실제적인조치를모두포괄한개념이

다.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이 권리를 지니며,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당국에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다. 이는 신체적·법적주체로서의권리를보호하는것을의미

한다.8 보호는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종합적인전략의일부

로서 피해자 보호에는 쉼터 제공, 의료적·심리적 지원, 비자

획득 지원,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안전 보장, 국내외 협

력이포함될수있다. 그러나이에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관련용어：방지, 기소

보호자비동반아동 (Unaccompanied Child) 
“준거법이아동의연령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는한아동은

일반적으로18세미만인자를지칭하며, 보호자비동반아동은

부모와분리된상태에서법이나관습에의하여아동을돌볼의

무가 있는 성인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1997년「보호를청하는보호자비동반아동에관한정책과절

차 안내(Guidelines on Policies and Procedures in Dealing

with Unaccompanied Children Seeking Asylum)」3.1,

UNHCR)

전문참조：

http://www.unhcr.org/publ/PUBL/3d4f91cf4.pdf

비정규이주 (Irregular Migration)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자, 강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환

경이주자, 불법이주노동자를비롯하여입국검사를받지않았

거나위조된문서로입국하 거나비자기한을초과한사람”을

말한다. (World Migration, 2003; Skeldon, 2000; Irregular

Migration, 1999)9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규제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이동이다.10 비정규 이주에 대해 명확하거나 전 세

계적으로통용되는정의는없다. 수용국의시각에서비정규이

주의정의는자국으로의불법입국, 자국내불법체류또는불

법노동으로서, 이는해당국의출입국규정에따라입국, 거주,

또는 노동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증이나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자를 의미한다. 송출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주는 유효한

여권이나출입국서류가없이국경을지나거나정부의출국요

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11

동의어：불법이주, 입국(Clandestine Migration)

반의어：정규이주, 합법적이주

관련용어：이주자 입국중개

성인지지표 (Gender-Sensitive Indicators)
특정환경에서일정기간동안나타난성평등에관련된변화를

나타내는지표이다. 여성과남성의지위변화를나타내주어성

평등정도를평가하는데사용된다. 

관련용어：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개입의결과로생긴변화를또는계획한바와차이를보여주는

변수/지표

관련용어：성인지지표, 지표

성매매 (Prostitution) 
성적 행위를 전제로 배우자나 파트너 외의 타인에게 현금이나

다른형태의대가를지불하는것12

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매매의 맥락에서 성적 착취는 성매매, 포르노, 선정적인 춤,

섹스관광, 강제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피해

자들은남성, 여성, 아동 모두가될수있다. 성적 착취는「제

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93년「여성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의하

여금지된다.

전문참조：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

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

3c5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symbol)/

a.res.48.104.en

관련용어：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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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병 (Forced Military Conscription)  
전시 상황의 민간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제4차 제네바

협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에 의하면“점령군은

피보호자에게자국의전투또는비전투군대에복무할것을강

요해서는 안 된다.”(「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전문참조：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

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

3c5

관련용어：소년병, 착취

격리 (Isolation) 
격리는 인신매매자가 통제와 강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분증이나출입국서류제거및언어적·사회적고립

을포함할수있다. 그러나이에한정된것은아니다.

관련용어：통제, 강압, 신분증명서류, 출입국서류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이주자가 거쳐 가는 국가, 이주 흐름이 통과하는 국가(합법/불

법적이주에상관없이해당)

관련용어：출신국, 목적국

국내인신매매 (Internal Trafficking)
한국가내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

귀환 (Return)
귀환은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광범위

하게지칭한다. 이것은한국가의국경안에서이동하거나수용

국/경유국/목적국으로부터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

다. 귀환의방식에따라자발적귀환, 강제적귀환, 지원귀환,

즉각적귀환으로나눌수있다. 혹은난민이나인신매매피해자

의송환과같이귀환하는대상을기준으로구분하기도한다.3

기소 (Prosecution) 
피고인을심리하기위한형사소송절차를의미한다.4 인신매매

를근절하기위한종합적인전략의일부이다. 기소는법률과정

책강화, 범죄처벌강화, 역량강화, 국내및국가간협력(예,

비정부기구와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이에한정된것은아니다.

관련용어：방지, 보호

납치 (Kidnapping)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유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감금하는 것

으로, 보통 납치된 피해 당사자나 그 외 제3자에게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납치

사건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각국가의형사법처벌조항에의

거하지만, 해적행위와같은특수한납치사건은국제법을따른

다.5

관련용어：유괴, 모집(강제적인경우)

노예제 (Slavery) 
“한사람의소유권에관한일부혹은 모든권력이다른누군가

에 의해 행사되는 상태나 조건”(1953년 의정서로 개정된

1926년「노예제조약(Slavery Convention)」제1조) 노예제는

타인의생명에대한소유권을행사하거나, 강압과통제를가하

거나, 자유롭게 일터를 옮기고 그만 두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의미한다. (예, 전통적인노예제, 채무노동, 농노제, 강제

노동, 의식이나종교적목적을위한노예제등)

전문참조：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ry.htm

관련용어：채무로인한인적구속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이주자가이동하여도착하는국가, 이주 흐름의목적지가되는

국가(합법/불법적이주에상관없이해당)

동의어：수용국(Receiving Country)

관련용어：출신국, 경유국

미성년자 (Minor) 
자국법에의거한성인연령보다연령이낮으며, 시민권과정치

적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자를칭한다.6

관련용어：아동

입국중개자 (Smuggler (of Migrants))
계약을통해국제적으로인지된국경너머로사람들을불법이

송시키는중개자

관련용어：이주자 입국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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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 (Child Labor)
“아동노동은 아동의 교육적·신체적·정신적· 적·도덕적·

사회적발달에손상을입히는유해한노동이다.”(1989년「아동

의권리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제32조) 국가는취업연령을제한하고근로시간및조

건을규제해야한다. 아동은“경제적착취및위험가능성이있

는노동으로부터보호받아야하며교육에저해되거나신체적·

정신적· 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해서

는 안된다.”(1989년「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제32조) 국가는취업연

령을제한하고근로시간및조건을규제할의무가있다.

전문참조：http://www.unicef.org/crc/

관련용어：아동, 착취,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역량강화 (Empowerment)
법적권한이나공식적인권위를부여하는것, 자기실현을돕고

향력을증진시키는것13

연계체계 (Referral System)
모든 지원 단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원조, 지원, 보호를조정하는시스템

외상 (Trauma)
외부행위자에의해가해진신체적손상, 심각한정신적·감정

적 스트레스 또는 신체적 상처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나 행동의

혼란상태, 감정적인동요14

유괴 (Abduction)
무력이나기만적인방법을이용하여사람을꾀어내는행위15

관련용어：납치, 수단(강제적인경우)

육로, 해로, 항로를통한 입국중개
방지에관한유엔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보

충하는 의정서이다. 이주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만

범죄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주자 입국 중개를

주도하는조직범죄집단의문제를다룬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

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용어：이주자 입국중개, 「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

한유엔협약」

이주 (Migration) 
국경을넘거나국내에서발생하는이동을지칭한다. 이동기간이

나 내용,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한다.

그예로는난민, 유민, 실향민, 경제적이주민의이주가있다.16

관련용어：비정규이주, 정규이주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출신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

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 온 사람”을 지칭한다. (1990년「모

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igrant Workers’Convention, MWC)」제2조)

전문참조：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관련용어：이주

이주자 입국중개 (Smuggling of Migrants) 
“직간접적으로금전적또는기타물질적인이득을얻기위해해

당 국가에 국민이나 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 입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제3조)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관련 용어：비정규 이주,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입국 중

개방지에관한유엔의정서」

인권 (Human Rights)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48년「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수용되는 가치에

의거하여그들이살아가는사회에서‘권리로서’주장할수있는

자유와 이익을 가리킨다.17 이러한 권리는 1948년「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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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병 (Child Soldier)
다수의국제협약은아동이무력분쟁에이용되는것을금지하고

있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1977년 부

속의정서와「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에따르면, 무력분쟁에모집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15세이다. 1999년「가혹한

형태의아동노동철폐를위한금지및즉각적조치에관한협약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제3조에 의해 아동은 무력분쟁 지

역에“강제혹은의무적으로모집”되어이용당하지않도록보호

받는다. 나아가2000년「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선택의정서는무력분쟁

지역에 아동을 관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전문참조：

http://www.icrc.org/eng/war-and-law/treaties-

customary-law/geneva-conventions/index.jsp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

7/com-chic.htm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

7/com-chic.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crc-conflict.htm

관련용어：아동, 착취,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수단 (Means)
인신매매를 성립시키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전적으로 기만적

인 수단,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수단 그리고 강제적 수단(유괴)

으로구분할수있다. 

관련용어：인신매매, 행위, 착취

수단, 강제적인경우 (Means, Forcible)  
강제로인신매매피해자를끌고간다.

동의어：유괴

관련용어：유괴, 납치

수단, 부분적으로기만적인경우
(Means, Partially Deceptive) 
인신매매피해자가어떤분야의일을하게될지는알고있으나

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모르고있다. 

수단, 전적으로기만적인경우
(Means, Fu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는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

고, 인신매매자의본래의도를알아차리지못한채완전히속게

된다.  

식별 (Identification)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나타난정의에따라한개인이인신

매매피해를입었는지여부를결정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Identity Document)
개인의신원을확인하기위한문서

관련용어：여권, 출입국서류

아동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다음

과같이정의하고있다. “해당아동법규에의하여18세미만의

모든사람을아동이라한다.”(1989년「아동의권리에관한협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제1조)

국제법상아동은인신매매로부터보호받아야하는특별대상으

로서,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운송, 은닉 또는 인수하

는행위를인신매매로간주한다.”(2000년「인신매매, 특히여

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전문참조：http://www.unicef.org/crc/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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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여러단체)을의미하기도한다.21

정규이주 (Regular Migration)
법적으로인정된경로를통해발생하는이주

동의어：합법적이주, 준법이주(Orderly Migration)

반의어：비정규이주

관련용어：이주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중앙조직을통해계획되고통제되는광범위한범죄활동22

관련용어：이주자 입국중개, 인신매매

지표 (Indicator)
지표는 성과, 변화, 또는 실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단하면

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양적 또는 질적 기준이

다. 시행, 서비스, 절차의특성과이행정도를분석하고모니터

링하는 방법이다. 지표는 실행을 측정, 감시, 평가, 개선하는

데도사용할수있다. 

관련용어：성인지지표, 성과지표

직접지원 (Direct Assistance)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범주의 활동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을

재정립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목적이다. 직접지원의목표

는피해자가상처를회복하고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도와주

는것이다.

착취 (Exploitation)
사물이나사람을이용하는행위를말한다. 특히 자신만의이익

을 위해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23 인신매

매의 핵심 요소로서,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

적착취, 강제노동이나서비스, 노예제또는그와유사한관행,

예속행위또는장기적출등이포함된다.”(2000년「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

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제3조) 인신매매자는오로지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피해자를착취해막대한돈을벌려고하거나, 무급노

동혹은무료서비스를얻고자한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용어：강제노동, 가사노예, 성적착취, 수단, 행위

채무노예 (Indebted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란‘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착취적인노동

관계에서벗어날가능성이실질적으로없는상태’로이해될수

있다.24 이러한 노예상태는 때때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채무관계를이용하는채무로인한인적구속의결과로나타

나기도한다.  

관련용어：착취, 채무로인한인적구속, 가사노예

채무로인한인적구속 (Debt Bondage)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하거나,

누군가의통제아래있기로약속할때발생하는지위또는상황

을지칭한다. 서비스를통해채무를청산할때에는서비스의합

리적가치에기반을두지않으며, 서비스제공기간이명시되지

않거나 일의 성격이 모호하다.”(1956년「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제1조 ) 인신매매피해자를통제하기위한장치로

사용되기도한다. 

전문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trade.htm

관련용어：통제, 강압

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한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돈세탁, 부정부패, 조사나기소의방해와같은초국가적조직범

죄가연루된활동전반과주요활동을근절하기위한노력을다

룬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세부 역으로서 특정한 고려사항

(인신매매, 이주자 입국)을 두 개의 보충 의정서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

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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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1966년「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그리고「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으로 구성되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담겨있으며, 이를기초로다른조약

들에의해발전되어왔다. (예,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모

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전문참조：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행위,

유괴, 기만, 사기, 권력의남용, 상대방의취약성악용, 피해자

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000년「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

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제3조) 인신매매는 상호연결 되어있는 행위, 수단,

목적의세가지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

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United Natio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보

충하는의정서로, 보다 나은삶에대한열망이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용당하면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다룬다. 이주자

는종종감금되거나착취적이고억압적인상황에놓이게된다.

이때, 성매매나 그 밖의 위험한 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불법적인수입은조직범죄집단

으로흘러들어간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

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동의어：팔레르모의정서

관련 용어：인신매매,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인신매매피해자 (Victims of Trafficking)  
인신매매범죄의피해자인사람(남성, 여성, 아동)

동의어：인신매매된자

관련용어：아동, 인신매매

인신매매자 (Trafficker (of Humans)) 
경제적또는기타이득을얻기위하여사기, 강압및다른종류

의착취수단을사용하여사람을운반하는자를지칭한다. 인신

매매자의의도는사람을착취하여이로부터이득을얻어내려는

것이다. 

관련용어：인신매매

재통합 (Reintegration)    
특정한개인을어떤집단이나과정에다시포함시키는것으로,

이주자가출신국가나출신지역사회에다시편입되는과정18

재통합 (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이주자의출신국가나출신지역사회의경제체제로의재편입을

지칭하며, 이주자는경제적으로독립할능력이있어야한다.19

재통합 (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귀환이주자의입장에서출신국가나출신지역사회의가치, 생

활방식, 언어, 도덕규범, 사상, 전통에대한재적응20

재통합 (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이주자가출신국가나출신지역사회의사회구조로재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인적 관계망 형성(친구, 친척, 이

웃)을 포함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발전(연합단체, 자조집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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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 (Country of Origin) 
이주자의 출신 국가, 이주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합법/불

법적이주에상관없이해당)

동의어：송출국(Source Country)

관련용어：목적국, 경유국

출입국서류 (Travel Documents) 
타국입국시신분을증명할수있는모든서류를포괄하는용

어이다. 여권, 비자는가장널리사용되는출입국서류이다. 특

정한신분증이나다른서류를받는나라도있다. 

관련용어：신분증명서류

통제 (Control)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제한을 가하거나 지시를 내리며

향력을행사하는것이다.25 인신매매자가피해자를통제하고억

압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예, 신분증 혹은 출

입국서류압수), 공포심유발및심리적·신체적폭력행사등

다양한방법을사용한다.

관련용어：강압, 채무로인한인적구속, 격리

피해자 (Victim)  
어떠한행위자나폭력에의해부정적인 향을받은사람을지

칭한다. 피해자는 사고나 범죄 등을 겪으면서 상해를 입고, 파

괴되고, 희생된다. 또한억압과고통과학대의대상이되며, 기

만당한다.26

행위, 동원 (Mobilization) 
인신매매의핵심요소중하나는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

동한다는것이다. 이동은국제적(둘 이상의국가)으로, 또는한

국가 내에서(즉, 국내 인신매매) 발생할 수 있다. 육로, 해로,

항로를통해합법적이거나불법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관련용어：수단, 착취, 인신매매

SMART분석 (SMART Analysis)  
잠재적 지표를 분석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지표가 구체적인지/

작은 단위인지, 측정 가능한지, 달성 가능한지/성취 가능한지,

현실적인지/관련 있는지, 추적 가능한지/시기적절한지 분석하

는것이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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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논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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