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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국회의원 김춘진(민주당, 고창ㆍ부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춘진입니다.

우선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박미형 소장님 
이하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익법센터 어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국제이주기구(IOM)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주 관리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이주민의 존엄성과 복지 향상, 이주를 통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정의롭고 인간지
향적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탈북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착취, 성매매 문제 등 국내외적인 인신매매 관련 문제에 주목하여 왔
습니다. 인신매매 문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비인간적이며, 국제적인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세미나를 국제이주기구, 공익법센터 어필
과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제이주기구, 공익법센터 어필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
최근의 인신매매는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길 뿐 아니라 심지어 여성과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산업과 결탁하여 더욱 조직화되고 그 착취 행태가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신매매는 이미 사회적인 중범죄이며, 빠른 시일 내에 조속
히 그리고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12년 「성매매 방지 국제 심포지움」행사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
권진흥원 등과 함께 주최하여 18대 국회 때에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인신매매피
해자에 대한 보호와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입법 활동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
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
는 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를 통해서 탈 국가적인 성 착취, 장기매매, 노예문제 
등의 다양한 인신매매 사건들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제이주기구와 공익법센
터 어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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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박미형 소장(IOM 한국대표부)

존경하는 김춘진 국회의원님,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자리해 주신 여러분, 

한국 인신매매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OM은 국제기구로서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이주자와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신념하에 
이주민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부, NGO, 학계,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OM은 1994년부터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연구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간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표준화된 인신매매방지 데
이터베이스 운영도구를 개발하였고 전 세계 IOM 사무소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를 편찬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 지원을 위한 핸드북의 한글판을 출판했습
니다.

오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IOM과 APIL이 조사한 한국 인신매매 현황을 소개하고 이 자리
에 모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뿐만 아니라 이
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에 관해 논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와 세미나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쪼록 한국의 인신매매 전문가분들
의 고견과 지혜가 모여 다양한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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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세션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인신매매,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좌장: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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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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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국제결혼과 인신매매><국제결혼과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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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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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

채명숙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시작하며

오늘날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지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이

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전체 이주자 중 여

성이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여성의 이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

들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이들 대부분이 

성착취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국(UNODC, 

2012)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 중 여아를 포함한 여성이 약 75%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E-6 비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

라를 성매매 및 인신매매의 주요 송출국이자 가해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초국가적 범죄이므로 국가간, 민간단체간 다양한 차원에서 피해

자 실태파악, 안전한 귀국, 수사, 기소 등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

에서도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사안은 그 정책 범위가 매우 넓어 현재 17

개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부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같은해 2004년「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정

부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최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책 및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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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 마련 및 피해자 개념 확대

수사과정 등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최대한 식별되고 피해자로서 충분한 보호

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기준과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성매

매 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로 연계

시킬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된 사항이 지침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미 국무부에서도 E-6 비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

인 절차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업무 담당자들이 아웃리치, 상담, 시설보호 및 수사과정 등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별절차 및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중에 

있다.

또한 현행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UN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성착취 개념으

로 확대하고 기만, 사기, 취약한 지위 등이 포함되는 개념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성매매 실태조사(2010년에) 의하면 조사기

간동안(‘07∼’09)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현재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너

무 협소하거나 협소하게 해석․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이에 우

리부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확대하기로 관계부처(법무부)와 협의하여 

이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반영하였고 현재 피해자 법적 개념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피해자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공

무원에 대해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부는 유

흥업소 등에 대한 점검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 중 성

매매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법과 판례,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

신적 외상과 자활, 국제사회 성매매방지정책 등의 내용으로 2일 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09년) 252명 → (’10년) 334명 → (‘11년) 359명 → (‘12년) 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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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방지 및 예방활동 강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6월 회의를 통하여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등에

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장 폐쇄를 위한 위반횟수에 대해 그간 1년 기간을 폐지하

고 3년 특별규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

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1, 2차 위반시 영업정지(1〜3개월), 3차에야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위반 건수가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이 경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얼마전 9월 회의에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

도 범죄의 유형 및 죄질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 수

사기관에 의해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 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단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보도나 현지 

여론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

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적용하여 여권발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이 이루어진데 비해,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손상자로 통보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매수자가 초범이라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법집행 기준을 상향

하기로 하였다.  현재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

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뿐아

니라 장애인일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에서 제외하고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성매수자가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2일 16시간 교육)를 조건

으로 기소유예 처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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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 5일에는 우리부와 경찰청,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성매매 알

선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

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협약사항은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

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

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

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흥업소에 성매매과 관련된 선불금은 무효라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게시물 부착이「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무화(‘12. 8월)됨에 따라 우리부는 전년도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흥주

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현황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우리부 자체점검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게시물 부착실태에 대해 일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과정에서 주한미군에서도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2차 영

업을 강요하는 업소에 대해서 미군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라는 서한문을 업소

에 발송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소에 고

용된 외국인 여성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출국자,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을 홍보하기 위해 휴가

철인 7, 8월에 집중하여 인천공항 도로교통표지판 및 공항철도 승강장 전광

판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에 있는 한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단체 

등에 배포하여 아웃리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에서 한인 성매

매 피해자 발생시 해외 공관 등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 TV 방송을 활용하여 한인 성매매 피해자에게 법률, 의

료, 귀국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9∼11월 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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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2012 39,601 19,941 17,791 1,869

   구분 
계  상담소 일반지원

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외국인 
지원시설

자활지원
센    터 그룹홈

88개소* 26 25 14 2 1 9 11

3.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

우리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8개 상담

소 및 지원 시설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9개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작업장 운

영, 인턴쉽 등을 일자리 연계 등으로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자

활지원센터 등에서 만든 제품들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www.g2b.go.kr)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센터에서 자립역량을 갖

춘 여성들이 사회적 기업 등 경과적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 단체

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뿐아니라 가

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을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

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지원시설현황>

    * 집결지 사업(현장기능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열린터 9개소를 포함, 총

97개소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실적>

(단위 : 건) 

       

외국인 이주여성 중 성매매 피해를 받은 여성과 인신매매 피해자로 성매매에 

유입될 우려가 높은 여성 등은 ‘외국인 지원시설(1개소)과 이주여성쉼터(18

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지원시설은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상담, 의

료 및 법률지원,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입소기간은 원칙

적으로 3개월 이내이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그 

해당기간 동안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는 취업활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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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활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2. 7월부터 우리부는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등 주요 14개 국가에 

한인 성매매 피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이메일 등 상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이주여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상담전화 1577-1366을 13개 언어로 지원

하고 있다.  

 ‣주요 14개국에 수신자 부담의 긴급전화, 이메일, 문자상담 서비스 개설(‘12.7)

  ․전화 : (미국) 011-800-1366-1366 등, 이메일 : 1366korea@naver.com 

 

4. ODA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우리부는 금년부터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개개발협력사업

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추진

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여성의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해 ODA 등을 권고(UN 안보리결의 

1325호)한 바 있고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

의안을 채택(’12.2.27)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인권 및 젠더 분야 ODA 

사업이 미미한 상황이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ODA 사업은 본 사업

이 최초이다.

이 사업은 현지 민간단체인 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를 통해서 추

진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태국 국경지역(Banteay Meanchey)에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경찰, 지방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프놈펜 소재) 입소자를 대

상으로 직업훈련교육 실시 및 캄보디아 인신매매방지일(12.12)을 기념하여 대

규모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인 성매매 여성의 성착취 피해 현황 파악 및 현지 단체

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미국, 일본 현지 단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가진데 이어 금년 7월에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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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착취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심포

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는 캄보디아 여성부, 국제기구(UNIAP), 민

간단체(태국, 필리핀), 학계(필리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다층적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

회문제임에도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임에 따라 많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호주, 미국에서의 한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민간전문가를 호주 현지 단체에 파견한데 이어 

올해에는 호주, 미국으로 국가를 확대하여 한인 성매매 실태 파악 및 현지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인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마치며 

9월은 성매매 방지정책에 있어서 의미있는 시기이다.  2004년 9월 23일 성

매매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래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

한 정부 정책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성매매 단속 및 방지 

노력에 따라 전업형 성매매업소가 감소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정책 

강화 및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 등 발달된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신변종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성매매 관련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부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9주년을 맞이하여 9.23부터 10.8까지 청

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전국 공동 캠페인을 전국 16개도에서 진행할 예정

이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 지역의 청소

년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건전한 성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성매매방

지 영상물 상영, 문화공연,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

울지역은 9.28 토요일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야외무대에서 1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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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차혜령(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범죄를 처벌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법제도가 필요함

가. 2013. 4. 5.자로 「형법」상 인신매매 관련 조항은 개정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조항은 삭제됨. 이 개정된 형

법의 인신매매 관련 조항으로 발제문에서 언급한 모든 인신매매 ‘행위’들을 인신

매매 ‘범죄’로 처벌하기에는 불충분다고 생각함. 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ation Crime)상의 인신매매를 개

정 형법상 인신매매 관련 조항으로 모두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임. 

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

진 의원 대표발의)」 및 「인신매매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와 같은 방식으로 실체법, 절차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법제도의 보완은 한국사회의 인신매매피해자가 자신의 인신매매피해를 밝히려고 

할 경우(수사기관 신고, NGO 연계, 구조 요청 등) 겪게 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i) ‘나를 인신매매한 사람은 형사처벌될 것인가?’ (인신매매 처벌의 불확실함) 

    (ii) ‘주거․생계․의료 등 생존을 위한 조치가 보장되는가?’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

의 불충분함. 특히 필요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넘어서는 노동의 가능성)’ 

    (iii)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경우, 

체류보장의 불확실함) 

    (iv) ‘오히려 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닌가?’(인신매매 과정이나 착취 과정에서 연루

된 불법행위나 범죄로 처벌될 것에 대한 두려움)   

라. 법제도의 정비에 상응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재판기관(법원), 행정기관(출입국, 

노동 등 관련 부처)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매우 



- 32 -

중요함.  

2. 성착취 목적․결혼 목적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가. 「출입국관리법」상 예술흥행(E-6) 체류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쌍방 처벌조항을, 성매수하

는 사람만을 처벌하고 성매수의 대상이 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방향(이른바 성

매매여성 비범죄화)으로 개정. 

다.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

적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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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국제인신매매사범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 E-6 비자 관련 사범들의 실태 및 개선 방향 - 

                                  부산청 국제범죄수대 수사2팀장

                                                    경위 남재우

1. E-6(예술·흥행)비자 관련 수사 상황   

2010년 9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제보를 

통해 E-6 비자로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이 거제도 외국인관광클럽에서 성매매를 강

요당하다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의 연예기획사와 현지 에이전시는 피해여성에게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면 많

은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예술·흥행 비자(E-6)로  여성들을 입국시키는 방법을 썼

다. 기획사는 필리핀 여성들을 외국인 관광클럽에 소개하고 임금의 50% 정도를 커

미션 명목 등으로 갈취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출국 또는  다른 곳에 보낼 것

처럼 위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클럽 업주 역시 외국인 연예여성들을 가수가 아닌 ‘접대부’

로 고용한 후, ‘쥬스 커미션’1)을 할당하여 술 접대 및 성매매로 목표수익을 채우도

록 강요하였고, 수익금 8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이 같은 알선 조직에 의

하여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연예 여성들은 체류목적 외의 성 접대를 

강요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 

국제범죄수사대는 몇 년간의 꾸준한 단속을 통해 연예기획사 대표와 외국인관광클

럽 업주들을 입건하였다. 외국인 연예 여성들 중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입증한 

경우는 피해자로 보호하였으나, 대부분의  외국인연예성들은 기획사 또는 업주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안타깝게도 입건할 수 

밖에 없었다

1) 업소에서는 외국인연예여성들에 대한 고용 비용(140-160만원)을 기획사에게 지불하기 위해 일명 ‘쥬스커미션’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손님들로부터 주대외 별도로 한잔에 1-2만원을 하는 쥬스 또는 칵태일, 맥주 등을 사

도록 하여 만원에 1점, 월200점이상 매출(업주 8: 본인 2)을 올리게 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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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계

연예기획사 대표등 5 20 2 27

외국인관광클럽 업주등 5 24 0 6 35

외국인연예여성 등 27 96 0 32 155

계 37 140 2 38 217

그 결과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예기획사 대표와 외국인관광클럽 업주 및 외

국인연예여성에 대한 단속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연예기획사 · 외국인관광클럽 현황 및 운영 실태

1) 외국인 연예기획사 현황 및 실태 

   국내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연예 기획사는 2013년  현재 약 70

개 업체 가량이다. 이들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필리핀 등 여

러 국가에서 온 여성들을 E-6 비자로 입국시킨다. 이후 파견근로계약을 통하여 외

국인관광업소 등에 1인당 140-160만원의 대가를 받고 공급하고 있다. 계약 당시 외

국인 여성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월급은 우리나라 최저 임금(2013년 기준 월 101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여성들에게   오디션 비용이나 커미

션, 항공료 등의 명목을 제하고 난 뒤 1인당  고작 40-6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그

마저도 처음 두 달은 항공료 등을 이유로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성들의 월급 명세서에 최저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명을 

받고 있었다.  

2) 외국인관광클럽 현황 및 실태 

○ 외국인관광클럽의 현황 

   1964년 설립한 한국 외국인관광시설협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 15개 지

부에 269개의 외국인관광클럽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대구, 울

산 지역의 시내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내국인들을 상대하는 룸살롱 형태의 변형

된 외국인관광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때문에 외국인관광클럽 및 변형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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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클럽은 처음에는 미군기지 주변으로만 존재하였으나 5-6년 전부터 조

선 산업의 발전 등으로 외국인들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울산, 거제 등 대형 

조선소 주변으로 많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산업연수생 밀집지역인 경남 김해로 확장

되었다. 또한 대구,   울산 시내에서는 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외국인 

고용 업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관광클럽의 운영 실태

   외국인관광클럽은 20-30평 규모의 홀에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고용

한 외국인 연예여성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는 공

연을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쥬스 커미션’ 점수를 채우기 위해 손님들의 접대부 역

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형된 형태의 외국인관광클럽은 기존 미군 기지 주변 클럽들이 미군의 감축으

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을 겪어 관련 부처에서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자 이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목적으로 대도

시 시내에 허가를 내어 룸에서 외국인 연예여성들을 손님들로부터 초이스를 받게 한 

후 접대케 하는 룸살롱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3. 외국인 연예여성 변천과 현황 

   대략 2003년도 이전에는 외국인관광클럽에는 ‘러시아 무용수’들이  E-6비자를 발

급받아 유흥 접객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서류를 위조하여 무용수로 

입국시킨 사실과 성매매 등으로 적발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현재 러시아 무용수에 대

해서는 E-6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연예기획사들이 대체 방안으로 대부분 필리핀 여성을 가수로 입국시켜 외

국인관광클럽 등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관광클럽은 한 클럽 당 외국인연예여성 고용 기준이  8명이고, 협회

에 가입된 클럽만 269곳으로 최소 2,152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의 외국인관광클

럽에 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90% 가량이 필리핀 여성이고, 기타 국가로는 인

도네시아, 몽골, 중국,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국가별로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여성

들은 가수로 활동하고,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전통춤을, 중국은 마술 등을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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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 사례

1) 경남 거제도
   2011년 거제도 옥포동 소재 조선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

외국인관광클럽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이 클럽 내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주중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2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4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일부는 업주로부터 받은    잠 안 오는 약까지 먹어 가며 쥬스 커미션 할당량을 채

우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 기획사 대표는 월급의 약 50%를 항공료,   커

미션 비용 등으로 제하는 방법으로 약 8천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여성들에게는 

월급을 모두 받은 것처럼 월급명세표에 사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면 ‘필리핀으

로 돌려보내든지, 다른 업소로 넘기겠다’고 위협하였다. 더욱이 성매매 등의 실태를 

진술한 필리핀 연예여성을 수사 중에 강제 귀국시킨 사례가 있었다. (1명 구속, 11

명 불구속) 

2) 경북 왜관

   2010년 경북 왜관 소재 외국인관광클럽에서, 필리핀 여성 J씨가 ‘쥬스커미션’ 할

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업주는 미군과의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J씨에

게 기획사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출국을 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J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 일명 ‘턱걸이’2) 지역 외국인관광클럽으로 보내져 또 

다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고, 미군과 2차 성매매를 나가면서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12명 불구속 입건, 기획사 대표, 업주 : 판사기각)

3) 경남 울산

   2011년 3월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00클럽 업주는 필리핀 여성 9명을 고용하여 

같은 건물 4층에 숙소를 제공한 후 매달 초 한꺼번에 쌀과 부식, 그리고 보일러를 때

기 위한 기름을 사주었다. 그러나 9명의 여성이 먹고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2주도 

채 안되어 바닥이 나기 일쑤였다. 여성들이 추가로 쌀과 부식등을 요구하면 업주는 ‘스

스로 알아서 해결해라’며 방치하였고, 여성들은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1회용 가스버

너로 물을 데워 머리를 감고,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했지만 업소에서는 그 

비용을 추가해 주지 않았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쥬스

커미션 할당량 외에도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야만 했다.(14명 불구속 입건, 

업주 –판사기각)     

4) 변형외국인관광클럽

   2013년 대구, 울산 시내 소재 외국인관광클럽에서는 기존 클럽에서의 ‘쥬스커미

2) 동두천 ‘턱걸이’지역은 그곳에서 나오는 길이 한 곳 뿐이고, 그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친목이 두터워 예전부터 

여성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성매매로 아주 유명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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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제도와는 다른 방식인 외국인 여성이 룸에 들어가  손님 접대를 하면 시간당 

봉사료 3만원을 받아, 이중 2만원은 업주, 1만원은 여성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운

영되고 있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대구 시내 **외국인관광클럽에 길거리 광고지를  보고 친구들

과 찾아 갔는데 룸에서 외국연예여성이 누드로 춤을 추고, 유사성행위도 서슴치 않

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퇴폐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 6명 포

함 38명 불구속 입건)

5. 송출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연예여성의 송출과정이 매우 중요함으로 외국인연

예여성 90%를 차지하는 필리핀 송출과정을 알아본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에 의하면,

필리핀은 해외 고용청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허가한 사람만 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에 취업 허가 필리핀 연예여성은 대략 300

여명 밖에 되 않고 나머지 70%의 여성들은 필리핀 현지 불법 송출업자와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이 공모하여 송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사실상 허가받은 필리핀 연예여성들 대부분은 호텔, 고급식당   등에서 수준 높

은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관광클럽에서 종사하는 필리핀 연예여성들은 일

부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송출된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연예여성 모집 경위를 보면 현지 불법에이전시들이 여성들에

게 “한국에 가면 노래만 잘 부르고, 손님 접대만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등

으로 현혹시켜 모집한 후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체출하기 위해 유명한 팝송 몇 

곡만은 집중적으로 연습시켜 촬영하고, 국내 연예기획사는 영상물을 받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체출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 국내 출입국관리사

무소에서 E-6비자를 받아 입국시키고 있었다 

※ 필리핀 연예여성들은 현지 에이전시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하여 하

였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함

6. 문제점

1)단속의 어려움

  필리핀 여성은 자국에서 월수입이 평균 40만원 가량으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월

급을 갈취당하더라도 필리핀보다는 약 2배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고 강제송환과 현

지 에이전시의 보복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업주나 기획사에 의한 성매매 강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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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여 여성들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업주나 

기획사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 

  E-6비자와 관련하여 외국연예여성의 부당한 피해에 따른 신고에 있어서도 수사기

관 공무원들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고,   대부분 업주들이 지역 수사기관과는 인간관계

를 맺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는 이상 범행사실을 밝혀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여성인권단체에서 지역 경찰에 접수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타 지

방에서 발생한 피해여성들을 부산까지 데리고 와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

   

2) 외국인 연예여성의 법적 신분 모호

   E-6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연예여성의 소득은 공식적으로 공연에 의한 수익에 

의해 발생해야 하나, 처음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유흥업소에 공연추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유흥접객원

으로 일을 하도록 국가에서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혼동과 언

어· 문화적인 차이와 외국인연예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약하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 기획사, 업주의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7. 대책
1) E-6 비자 발급요건의 강화 및 송출국가와의 협력

   국내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90% 이상이 필리핀 여성이고, 이들 중 70% 이상이 

필리핀 해외고용청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송출된 여성들이다. 앞으로는 필리핀 해

외 고용청 승인을 E-6비자 발급요건에  규정하고, 불법적인 송출브로커와 기획사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2) 외국인관광클럽 및 외국인 연예여성의 현실적 개선방향 필요

   외국인 관광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여성들 대부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 입건한 후 강제송환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인권 문제뿐만 아

니라 경제적 약자를   단속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영상물등

급위원회에서 외국인관광클럽에 공연추천서를 발급한 이상 현 정부도 비판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현실적으로도 모든 외국인관광클럽을 단속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국내 체류외국인이 약150만명에 이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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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유흥문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연예여성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월급 및 쥬스커미션  제도에 의한 금원 갈취 등의 

불법적 관행 및 착취를 없애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하는 클럽과   기획사에 대해서 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인신매매사범 처벌과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E-6비자 관련 사범들을 조사하면서 기획사와 업주들이 외국인 여성과

의 계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이용하여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인정

되는 피해 여성이 6명 가량 있었으나 성매매를 인정한 대부분의 외국인연예여성들

은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보호와 생계를 책임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진술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사전 예방을 위해 E-6비자 발급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6 비자 제도와 외국인 연예여성의 송출과정, 계약관계,  실제 근무환경 

등에 전반적인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 져야만     외국인연예여성들에 대한 효

율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

한 유흥문화 제공과 ‘유엔의정서에 규정한 인신매매’ 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

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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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토론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1.

국제이주에서 ‘자발적 이주’와 ‘강제(또는 강요) 이주’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

동, 결혼,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는 전자에, 노예,3) 쿨리, 인신매매, 입양에 의

한 이주 등은 후자에 속한다. IOM 서울의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와 

‘어업 선원’ 고용제도가 과연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인가를 토론하기로 한다.4)

2.

인신매매의 정의는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기도 하지만,5) 보통은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의 부속의정서인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를 따른다. 본 토

론에서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기준에 의한 인신매매, 즉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착취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로 파

악하고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3.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업 이주노동자’(E-9-4)와 ‘어업 선원’(E-10-2)

이 강제노동(forced labour)에 종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p. 31). 강제이주와 자발적 이

주의 구분이 이주연구의 가장 기초이며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중 일부)이 강제이

주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 착

취(exploitation)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pp. 33-35), 본문에서 기술한 이주과

정, 국내 법률 등의 사항이 과연 강제이주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

를테면,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로 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강제이주 또

는 강제노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과거 외국인 산업연수제에 대하여 몇몇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현대판 노예제”

라고 불렀고, 일부 단체에서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6) 그들의 시

3) Kevin Bales, Zoe Trodd, and Alex Kent Williamson. 2009. Modern Slavery: The Secret World of 27 
Million People. London: Oneworld Publications.

4) IOM Seoul. 2013. “Labour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ituation Report. 
Seoul: IOM Seoul. pp. 31-38.

5) Seol, Dong-Hoon. 2004.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0(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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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강제이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들은 주장만 할 뿐, 노예제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과거

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나 오늘날의 고용허가제는 자발적 이주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강제이주로 파악하느냐 자발적 이주로 파악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

는 것은 아니나, ‘구조적 강제에 의한 이주’로 파악하는 게 다수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운동 단체에서 자신의 운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주

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 ‘어업 이주노동자’와 ‘어업 선원’ 고용제도가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경우 좀더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

여야 할 것이다. 인신매매란 “이다/아니다”라는 이분법적 분류의 대상일 뿐 “인신매매적”이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댈 수 없는, ‘범죄를 기술하는 개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6) 정영섭. 2013.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노동 시키는 한국…언제까지?” ≪프레시안≫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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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세션 2-

아동 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Child Trafficking and Organ Trafficking)

-  좌장: 변화순 소장(팸라이프가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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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장기매매(Organ Trafficking)><장기매매(Organ Trafficking)>
1. Organ Trafficking의 유형

한국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출 인신매매의 형태는 수단과 행위에 따라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적출 대상자를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사

용하여 강제로 장기를 획득하는 강제장기적출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취약성을 이

용하여 장기를 매입하는 불법장기매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장

기를 이식받는 해외원정 장기이식입니다. 

적법한 형태의 장기이식수술보다 불법적인 장기이식수술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해

외원정 장기이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

부분의 해외원정장기이식은 중국원정장기이식인데, 중국의 경우 공식적인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은 거의 전부가 인신매매

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장기이식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2. 중국의 장기 인신매매 상황

중국인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전통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장기 기증 시

스템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가, 국내외 비판에 못이겨 2010년 11개의 성에 장기기증 

시스템을 설립하였습니다. 장기 기증 시스템 설립 1년 후 등록된 장기기증 건수는 

전국적으로 37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만 보더라

도 약 4만 1,500건의 장기 이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수의 

장기이식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식된 장기의 90% 이상이 사망한 사형수의 장기이

며 그들 본인이 장기이식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을 고려할 때 사형수들이 전부 장기 기증에 동의하

였다고 볼 수 없고, 매년 사형자의 수가 7000여건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매년 장기 이식을 당하는 사형수는 1000명 정도이고 그 외 장기는 노동교양소에 

수감되어 있는 파룬궁 수련원과 티베트인, 위구르인 또는 가정기독교인의 장기이거

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 판매를 강요받는 빈곤층의 장기입니다. 

특히 중국의 노동교양소에서 출소한 파룬궁 수련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교양소 

안에서 소변검사, 대량의 혈액 채취 검사, 심전도, 복부 및 허벅지 안쪽을 두드려 보

는 검사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검사들이 단순한 신체검사만으로는 보이지 않

으며 장기 적출을 위해서 장기가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검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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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공산당, 경찰 병원조직이 중국내 Organ Trafficking과 

직ž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음도 추정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불법 장기 이식 시스템이 작동하는 중국에 인접해 있는 한국은 

1999년부터 자연스럽게 중국의 불법 장기 이식 시장에 노출되어 조선족 브로커에

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중국으로 원정 장기이식을 가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

였습니다. 

 

3. 장기 이식 경로

4. 원인

한국에서의 ORGAN TRAFFICKING의 배경에는 장기이식 수술의 기술적 성장과 한국

의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자리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장기이식은 국내에서 매년 200여건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011년 한 해만도 전국에서 1556건의 장기이식이 이뤄져서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서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은 평균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

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13만명이 넘지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09명으로 겨우 연간 400명선을 넘었고, 기증된 뇌

사자 장기로 이식받은 환자수는 1천709명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공여를 통해 진행

된 이식은 1천959건으로서 통틀어야 4천건도 안되는 이식 실적입니다. 반면 장기이

식 대기자는 지난 해 말 현재 2만2천695명에 달합니다. 즉 장기이식 수술의 기술적 

성과는 날로 발전하고 있어 장기이식 수술의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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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장기기증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ORGAN TRAFFICKING이 일어나는 것입니

다.

그리고 해외원정장기이식의 경우 중국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국이 지리

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조선족 브로커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한국을 왕

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대기시간이 월등히 짧고, 또한 전체 간

을 통째로 이식하는 전간이식수술의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합

니다. 참고로 중국이 전간 이식 수술이 발달한 이유는 전간이식수술은 간을 통째로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와 같은 사망자의 간을 이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Organ Trafficking 브로커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장기매매 및 해외원정장기이식을 알선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브로커들은 오히

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

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장기 수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기 위해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무어가 그리 나쁘냐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

식은 경찰 및 법원에도 영향을 미쳐서 장기 수여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약화시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5. 문제

가. 통계조사의 문제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에 들어서야 주요 포탈 및 개인병원 홈페이

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시결과 불법 장기매매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 221

건(매도 221건), 2010년 174건(매도 158건, 매수 15건, 브로커 1건), 2011년 754건

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위 조사로부터 해외원정장기이식 건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이식과 관련한 통계 및 관리 업무는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장기이식 관련 통계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자료만 산발적

으로 소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해 장기 이식술의 범죄 연관성

으로 인하여 의료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이후

에는 그마저도 알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해외원정장기이식이 불법장기매매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를 따로 조사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 단속의 문제

한편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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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은 불법장기매매의 단속에 미온적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9년 법률 제정 이후 2005년까지 장기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총 23건, 39명이 

적발돼 구속 또는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23건 중 신장 등 실제 장

기가 거래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매매를 가장, 검사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의 사기사건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해외원정장기이식 관련 사

범을 한꺼번에 71명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검거 수가 다

시 줄어 18명이고, 2009년 9명, 2010년 3명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 25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 8월까지 13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본 보건복지

부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불법장기매매 적발건수에 비하여 검거된 수는 매

우 적습니다. 이는 경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에 관한 자

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 처벌의 문제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법원의 처벌 또한 매우 약합니다. 법원은 국내장기불법매매

의 경우 장기수여자의 건강과 장기 공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원정장기이식의 경우에는 해외원정장기이식을 알선하고 금

품을 챙긴 브로커에게 징역을 선고한 적이 있으나 그 선고형이 겨우 2년에 불과합

니다.

라. 국민건강보험금 지급의 문제

2004년 이후 발표된 의학논문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상

대적으로 감염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들이 귀국 시 

철저한 감염동태를 파악하여 면역억제제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고 합니

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온 환자들의 경우 이식 수술 정보나 공여자 정

보가 미비하여 합병증이나 감염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역억제제를 투여하는데 이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금이 지급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원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받고 국내에 들어온 환자에 대한 

사후 진료 및 처치와 관련된 것은 장기 적출 이식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

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장기이식에 국민건강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그 자체

도 문제이지만 보험금 지급은 간접적으로 ORGAN TRAFFICKING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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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규제의 측면에서 해외원정장기이식의 경우 ‘장기 등 이식적출에 관한 법률’에서 직

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불법장기

매매의 경우 장기 공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인신매매규

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

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장기는 물건이 아니

라 인간 신체의 일부이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타인의 궁박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

입니다. 

특히 해외원정 장기이식의 경우 공식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거의 운영되지 않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내 사형수, 파룬궁, 위구르족에 대한 비윤리적인 장기

적출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심각성에 비례하는 처

벌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중국원정장기이식으로 인한 합병증 및 

감염에 대한 보험금지급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

제로 이스라엘의 경우 중국원정장기이식이 비윤리적인 것을 인식하여, 해외에서 장

기 이식을 받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장기이식의 실태 파악 및 통계 산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

고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면역억제제 등을 처치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상황에 대

하여 장기이식관리센터가 파악하면 해외장기이식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항거부반응 관련 내지 면역억제 관련 보험급여를 받는 환자 중 국내에서 이식을 받

은 환자 수를 빼면 국외에서 이식술을 받고 국내에서 보험급여를 받는 환자의 수가 

나올 것이고, 이는 국외에서 이식을 받은 환자의 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채 2013).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근절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의 수를 늘려

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장기기증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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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아동 인신매매(Child Trafficking)><아동 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공익법센터 어필(APIL)

아동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

1. 유형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는 착취의 목적으로 입양을 수단으로 하여 

아동을 자신의 지배아래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동을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더라도 납치, 유괴 및 매수 등의 방법으로 불법입양하는 경우도 넓

은 의미에서 인신매매의 한 범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으로 인한 인신매매는 과거에는 주로 가족에 의한 납치, 곧 아동

의 친척이나 가족에 의해 납치되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되거나, 부모 중 한 쪽만

이 양도한 사례로 적절한 동의 없이 입양된 사례가 있고, 그 외에 신원위조(아동 바

꿔치기), 호적위조(고아로 만들기 위해 등록된 아동들도 고아호적으로 만듦), 아동에 

대한 신상서류 허위진술, 불명확한 양도(아이를 실명으로 양도하지 않음), 부모가 아

닌 제3자가 양도, 부모는 국내입양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해외 입양된 사례 등이 있

습니다(어,최 201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불법입양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불법매매입니다. 인터넷을 통

한 신생아 입양은 한국에서 생각보다 쉽습니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신생

아 입양’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입양부모를 찾는, 입양아기를 찾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보면 주로 청소년 미혼모들이 출생사실을 숨기고 빨리 

아이를 처리하고 싶은데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시간도 길

다 보니 인터넷 불법입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

분 적법한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아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

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양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신생아 입양을 알

선하고 생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

다. 브로커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척 생모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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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입양

이렇게 불법적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6ž25 전쟁고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6만여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11년도에 미국으로 입

양된 아동들의 출신국별 숫자는 △중국 2,589명 △이티오피아 1,727명 △러시아 

970명 △한국 736명으로 한국이 5위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입양의 요건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

하면서 해외 입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2012년 8월 

이후 한 건의 해외입양도 없다가 2013년 4월에서야 첫 해외입양 허가가 나왔습니

다 . 그리고 최근에는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카고로 불법입양된 아동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 불법입양임을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서 결국 아동을 

한국으로 다시 송환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 그리고 2013년 5월 24일에는 한국 정

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신매

매의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이후 해외 입양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해외입양기관의 재정

이 해외입양 수수료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는 해외입양기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입양기관들이 수수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인

한국에서 ADOPTION TRAFFICKING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미

혼모에 대한 편견 및 정책 부재로 인하여 미혼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혈육

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입양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개 입양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등으로 아동을 매수하는 불법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합니다. 2006년 한 연

구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0%가 미혼모의 발생이 몸가짐을 잘 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하였고, 미혼모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의 질문에 63.8%가 부정적인 응답

을 보였습니다 .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거의 부재하여 미혼모가 양육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 미

혼모의 소득수준은 월 78만5천원으로,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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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혼모에게 월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미혼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

하기 어렵고 입양을 보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아이들이 입양에 

내몰리게 되고 Adoption Trafficking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4. 제언

현재 미혼모에게 지급되고 있는 미혼모 양육비는 월 15만원 안팎이며 미혼모자시설

은 턱없이 부족하여 미혼모자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6개월 이상 걸

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혼모 양육비 인상과 미혼모자시설의 확충을 추진하

고 있으나 홍보등이 부족하여 미혼모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적은 것으로 보

입니다. 불법입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해서 미혼모

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특례법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불법입양은 확

실히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입양수수료가 해외입양기관의 중요한 재원으로 되어 

있는 구조하에서는 적법한 해외입양의 형태로 Adoption Trafficking는 여전히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입양을 공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입

양기관을 관리하고 해외입양기관이 입양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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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매매

흔히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이미지로 동남아시아의 홍등가에 있는 커다란 눈망

울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이 깃든 여아의 얼굴을 떠올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아동 성매매가 존재한다는 사

실은 매우 낯설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출 청소녀들의 성매

매 사건은 아동 성매매가 결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가출로 인해 빈곤해진 청소녀들이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

기 위해 아동의 성을 탐닉하는 남성 구매자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

나서 성을 사고 파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아동 성매매는 ‘조건만남’이다. 

‘조건만남’은 성구매 남성들이 아동에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면 청소녀들

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 제공할 수 있는 성적 서비스 등의 조건을 말하고 만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아동이 룸싸롱이나 맛사지숍과 같은 특정 

업소에 고용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성 구매자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

인형 성매매’라고 불린다. 그동안 ‘조건만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아동 성매매는 아

동이 포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직접 성구매 남성과 연락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발적인 성매매’로 오해 받아왔다. 그러나 성구매 남성에 비해 물리적, 금전적으로 

취약한 아동이 거리에서 살아 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제시하고 성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아동 성매매는 완전한 ‘비자발적인 성매매’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성매매는 어떠한 형태이건 ‘성착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의

정서 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 성매매는 (1) 또래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2)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 (3) 성인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로 나눌 수 있다. 

(1)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같은 십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성인 포주

처럼 가출 청소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가출 청소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을 뜻한다. 2010년도 청소년 성매매 검거 당시, 성매매 알선

자 절반이 또래 포주란 점이 드러났다. 또래 포주들 역시 가출 청소년인 경우

가 많은데, 이들은 다른 가출 청소녀들을 유인해 모텔이나 아파트에 감금한 

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빼앗

는다. 하지만 또래 포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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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다른 남성 또래 포주나 성인 포주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다른 가출 

청소녀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성인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성인 포주가 가출 청소녀들을 고용하여 성

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포주나 업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와 잠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감언이설로 가출 청소녀들을 유인한다. 또한 성매매 경

험이 있는 청소녀들에게는 위험한 남성 구매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질 

리 없다. 실제 성인 포주에게 고용된 가출 청소녀들은 매달 할당된 횟수의 성

매매를 해야하고, 지각이나 결근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성구매 남성들뿐

만 아니라 포주들에게도 언어적인, 물리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한다. 즉, 전형

적인 인신매매의 구조를 띤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인 포주에게 고용된 또래 포주에 의한 아동 성매매란, 가출 청소녀들이 

성인 포주 밑에서 일하는 또래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래 포주들은 성인 포주들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매매를 알선한

다. 성인 표주들이 또래 포주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성매매 수사시 법망을 빠

져나가기 위함이다. 즉, 실질 포주인 성인 포주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

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또래 포주들만이 성매매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래 포주들은 성인 포주에게 고용되기를 

자처한다. 이러한 또래 포주들 역시 가출 청소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성매매의 경우, 가출 청소녀들은 성인 포주와 도래 포주에 의

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 청소년들일수록 

청소년 성매매의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출은 청소년 성매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족내 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 성매매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데, 집행유예, 벌

금형, 사회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동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 중

에서도 특히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처벌이 전무한 까닭은 아동과 성구매 남성이 

직접 채팅을 하여 만나는 것이 전부로만 보이는 아동 성매매가 실상은 그 배후세력

인 알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는 아동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

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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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그라피

정의

아동 포르노그라피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

서’에 따르면,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

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이라고 한다. 위 의정서 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너 넓게 새기는 것으로는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인데, 여기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아동 뿐 아니라,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 아동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이미지도 포함된

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ㆍ청소

년 음란물이라고 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

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관련 통계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유통과 관련해서 2006년 International Watch Foundation에 따

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따르면 5번

째)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담은 웹사이트가 많은 나라로 나와있다[이는 전 세계 아

동포르노그라피의 2.16%에 해당하는데,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아동포

르노그라피의 50%, 그 다음이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 

순이다]. 제작 및 소비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8%가 

국내에서 제작이 된 것이며, 포르노그라피가 P2P 웹사이트를 통해 2분마다 업로드 

되는데, 그 중에서 10%가 아동포르노그라피며, 1년에 아동포르노그라피는 400만번 

다운로드 된다는 통계가 있다.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작과 관련해서 아동이 납치되어서 감금된 상태에서 포르노그

라피를 찍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

한 면이 있다. 앞에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8%가 국내에서 제작

되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94.2%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 의한 것이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의 88.5%는 당사자 스스로 찍은 것

(경찰에 따르면 이 중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이 소위 ‘재미 삼아’ 찍은 것이라고 

함)이고 10.7%만이 제3자가 찍은 것이다.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해외에서 제작된 인신매매적인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한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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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그라피와 인신매매(이 보고서에서는 일관되게 유엔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를 따름)를 연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아동포르노그라피 중에

서 제3자가 제작한 10.7%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인신매매와 관련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아동포

르노그라피에 해당하는 88.5%는 아동 성매매(예를 들어 2009구합747판결)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인신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

동포르노그라피는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다음 3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1) 제3자

가 아동의 신체적,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해서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2) 당사

자 사이에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3) 상업적인 

목적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이 가운데에

서 1)과 2)가 인신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제작되는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제작 아동포르노그라피(32% 정도)의 대부분은 인신매

매와 관련이 높은 반면에 국내제작 아동포르노그라피는 일부만이 인신매매적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중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

그라피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제작에 기여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소

비하고 유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유통되고 소비

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 일단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제작이 되면, 제작자가 그 영

상 파일을  ‘업로더’ 판매를 한다(물리적으로 파일을 건네주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

해서 보내기도 한다). 그러면 ‘업로더’는 그 파일을 P2P 시스템이나 웹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올리고, 소비자는 이러한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방문

해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리고 아동포

르노그라피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그 이익은 ‘업로더’와 ‘파일 공유 웹사이트’

의 운영자에게 돌아간다.

규제하는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 등에 적용되는 국제법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

한 ILO협약(제182호 협약)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에 관한 규정이 있다(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의미함). 위 법은 2011년 9월 큰 폭으로 개정(2012년 3월 시행)이 되었는데,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가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뿐 아

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확대 시켰다(이는 앞에

서 언급한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그 이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큰 반대

에 부딪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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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축소하였고, 처벌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소지와 관련해서도 단순소지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 소

지하는 경우로 목적상 제한을 두었다(물론 단순소지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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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관광

정의

ECPAT이라는 아동성착취 반대 단체에 의하면 아동성관광(hild Sex Tourism) 이란 

“여행을 하는 남자 또는 여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을 상업적으로 성 착취를 하는 것

이다”라고 하고 있다. Fir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은 상업적인 아동성관광이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강제의 형

태를 띠고 있으며…현대판 노예화”라고 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는 아동성관광

을 인신매매의 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따르고 있는 

유엔인신매매의정서에 따르면, 아동성관광이 인신매매 자체라기 보다는, (주로 한국

인들이 성 관광을 하기 위해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한 19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는 그 접근성과 저렴한 여

행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데, 지난 10여년 동안 필리핀, 인

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성 관광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한국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어왔다. 동남아시아는 합법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장 성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동성매매와 관련해서 유

니세프는 필리핀에는 60,000명에서 100,000명의 아동이 성을 팔고, 태국에서는 성

을 파는 사람의 40%가 아동이고, 캄보디아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의 1/3이 18세 미

만이라고 한다. 최근에 유니세프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 중에 30% 정

도가 아동이라고 추정하였다. 싼 가격으로 어린 사람들의 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국내에서는 채울 수 없는 아동에 의한 성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아동을 상업적으로 성착취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는데, 

이렇게 아동 성착취를 위해 위 나라들에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아동 성관

광은 아동 인신매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계 등

아동성관관의 불법적이고 밀행적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아동성관

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보고서와 뉴

스 기사들은 한국 남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관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는 아동성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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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서, 아동성관광을 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뉴스와 국제적인 NGO들이나 미국무부는 한국

인들 사이에 만연한 성관광을 비판하면서, 한국인들은 13~14세 정도 되는 성경험이 

없는 어린 여자 아동을 선호하고,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거나 

이물질을 성기에 집어 넣는 행위를 하거나 마약 사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 한다. ECPAT과 미국무부는 한국인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매매를 많이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아동성관광의 유형

아동성관광 내지 아동성매매를 하는 여러 이유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선진국 남자들은 자신의 사회심리적인 스

트레스를 취약한 어린 여성에게 푼다고 한다. 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남자들이 스

트레스를 풀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 받으려고 어린 여성의 성을 산다고 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성만을 집요하게 찾는 성향을 ‘선호

적preferential’이라고 한다면, 한국 남자들의 성향은 아동의 성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동의 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적situational’이라고 한다. 다시 말

하면 한국 여행객들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될 

때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선택하는 기회주의적인 성매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중요한데, 아동으로부터 성을 사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서양의 전형적인 아동성애자(paedophile)와 다른 한국인의 성관광 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로

한국인의 성관광은 브로커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따라서 그 경로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여행사를 통한 경로이다. 단체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하는 

것은 40대와 50대가 좋아하는 전통적 여행 방식이다. 여행사들은 직접 성관광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노골적으로 광고하기 보다는 “황제골프여행”, “19홀 골프 여행”,”황

제 스파”와 같은 문구로 성관광을 암시한다. 여행객들은 일부러 성을 사기 위해 사

러 갈 필요가 없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행사 직원과 가이드는 여행객들을 노래방이

나, 마사지숍, 술집 등으로 데리고 가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거기로 보낸다. 

“황제 골프 여행”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여행사에서는 여행객들에게 24시간 도우미

(캐디)들을 제공하는데, 여행객들은 도우미들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도우미는 

낮에는 “애인”이나 “캐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성적인 서비스”을 제공한다. 두번째 

경로는 인터넷 카페이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20대 내지 30대와 같이 젊은 층들

이 사용하는데, 이 경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단체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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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작은 그룹을 지어 여행을 하거나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성관광에 필요

한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남자나 여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차단된다.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는 예전에 그 카페를 통해 성관광을 갔던 사람이 후기를 올

리기도 하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대규모 그룹이나 사업차 여행

을 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광고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관광 

경로가 젊은 사람들(소규모 그룹이나 개인)에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상황

한국인의 아동성관광 문제를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을 만한 통

계가 없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아동성관광 때문에 많은 비

판을 받아왔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아동성관광

과 관련된 자료는 2010년의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토론

문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위 자료들 역시 정확한 숫자가 없고, 미국무부

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ECPAT이 제공한 간략한 정보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

성관광과 관련된 정보가 이토록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 동안 한국 당국에서 이를 거

의 규제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아동성관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행적이고 불법적인 성격 때문에 조사하기

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여행사, 호텔, 노래방, 가이드 등 아동성관광을 할 

때 이용하게 되는 모든 시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접근하는 것

이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성관광에 연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국인들이 

장악을 하여, 그 지역의 경찰당국이나 NGO들도 아동성관광이 이루어지는 곳을 알

기가 힘들뿐 아니라, 지역 경찰과 결탁된 경우도 있어 법을 집행하고 가해자를 단

속하는 것이 한층 더 어렵다. 

대중의 인식도 부족하다. 2012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

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2009년 조사에서는 90.3%의 응답

자가 성매매가 불법이라고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성매매만 불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50.3% 는 한국 사람들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관광이 문

제가 많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 78.5%가 성관광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은 낮다고 대답을 하였다(해외 여행객 중에는 해외에서 하는 성매매가 불법이고 처

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버. 해외에서 하는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처벌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인식 역시 아동성관광이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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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한계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성관광 이슈가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거의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하였다. 성관광

을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조직하는 것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몇 가지 예방 조치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2007년에 종료했다. 

해외에서의 아동성매매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성관광에 대해서 위 법을 집행했다든지, 처벌했다는 보고는 

없다. 2010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아동성관광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으며, 해외에서 아동을 성매매 한 것을 이유로 처벌은 

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태국한국대사관 공무원의 말로

도 확인이 되는데, 그는 “어떤 한국인도 성관광 때문에 체포된 적이 없다”라고 하였

다. 외교부는 성관광을 한 사람에 대해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처벌을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단 26명 만이 성관광을 이유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

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약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상

관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국제적인 위상만 보호하겠다는 피상적인 조치라고 할 것

이다.

일부 외국의 경우 아동성관광에 초점을 맞춘 법을 제정해서 처벌하고 있고, 그 처

벌 수위도 미국이 최고 30년까지, 호주가 25년까지, 캐나다가 20년까지, 영국이 무

기징역까지, 일본이 7년까지로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 아동의 성을 사

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 법은 

아동성매매 일반을 처벌하는 것이고, 아동성관광을 대처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정된 처벌의 수위도 가해자가 최고 5년이고, 알선자가 2년으로 낮고, 그

에 대한 집행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성매매를 대처하는데 특화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해외

에서의 한국 사람에 의한 아동성매매를 조사하고, 위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처벌의 수위도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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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아동 인신매매 중 성관광 토론문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인신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2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성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는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신매매 방지법이 입법화 되지 못한 

채 형법상으로만 처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며, 피해자

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인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다면 특히, 성매매에서의 업주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이루

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계, 실무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인신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 “인신매매”라는 용어를 통해 인신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먼 나라

의 이야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납치와 감금, 심각한 신체 폭력이 수반되어야만 

인신매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 

인신매매 방지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 의정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방지, 퇴치, 처벌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와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신매매 방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성착취적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라는 뿌리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

에게 가해지는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무관심과 무지가 만

연되어있다. 어떠한 한 시점에서 여성이 성매매에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였더라도 

포주나 업주로부터의 어떠한 기만, 속임, 강압, 구속, 착취가 이루어졌다면 인신매매

가 성립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번복하고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할 때 그 의사가 존중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라면 그것 또한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간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진 업

주와 포주의 부당한 대우와 거짓, 속임, 착취가 간과되어 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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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적인 행위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인신매매 방지법의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그 대상이 아동일 때 더더욱 중요하게 작용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 역시 인신매

매 방지법의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동”은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를 뜻한

다. 따라서 16~18세의 성인에 근접한 아동들의 의지와 관련하여, 그들의 “자발적 

성매매”를 문제 삼으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

는 아동이라고 정의되며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인 성매매에 나서는 미성년자는 모두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신매매와 아동에 대한 잘

못된 인식만 개선된다면 우리 사회내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는 빠른 시일에 형성될 것이며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인신매매 방지법의 제정

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 질 것이다.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3.인신매매와 아동의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더더욱 중요한 

사안은 피해자 식별의 문제이다. “자발성”을 지나치게 전면으로 내세우며 불법 이주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는 반대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국제협약과 인신매매 방지법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상 국제협약과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한 

각 국의 법안은 피해자 식별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Newton et al., 2008). 따라서 인신매매 방지 부속 의정서를 담고 있는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협약의 이행기관인, 유엔마약및범죄국(UN Office on Drug 

and Crime)은 각 회원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툴킷(toolkit)을 발행했다.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한 툴킷 

(Toolkit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으며 제 6장에 

피해자 식별(Victim Identification)을 통해 피해자 식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UNODC, 2008).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피해자는 “자신

이 일하는 곳을 떠나지 못한다”, “그들의 행동이 통제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여준다”, 

“공포와 걱정을 보인다” “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들의 이

주 신분을 폭로할까 두려워한다” “사회관계가 제한 당한다” “의료적 접근을 가지지 

못한다”  “일하는 곳에서 잔다” “혼자 못 다니고 단체로만 다녀야 한다” 등의 항목

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잘못된 식별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회원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증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

신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어 법 집행의 혼란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

해자 식별에 대한 학계, 실무계 중심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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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인신매매 

본 인신매매 방지 세미나를 위해 공익법센터 APIL은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분야

를 4개로 나누어 자세히 검토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둘째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이 주 고객으로 지

명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 셋째는 우리나라 아동 포르노 산

업, 넷째는 아동 입양과 인신매매 문제를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원조교제와 조건부 만남이라는 현상

을 진단하고  이 가운데 인신매매라는 범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발

표자가 분석하였듯이 아무리 자발적인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

에서 성매매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속임과 착취, 강압이 있다면 인신매매가 성립

되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이 18세 이하의 아동일 때는 가해자(인신매

매범)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에 상관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

국의 경우 특이하게 가출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매수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기 때문에 성매수자를 인신매매범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아동이 

(1) 다른 10대, (2) 어른, (3) 10대를 고용한 어른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 당한다면 인

신매매가 성립된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향후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식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

적을 성취하기 위해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알선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 관련기관에 

만연된 편견과 의지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아동을 

성매매로 처벌하는 관행 등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

안들이다. 

둘째는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의 문제와 인신매매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한국 남성

들의 동남아 지역 해외 성매매 관광의 현상과 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였다. 한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은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동남아지역 성매

매 관광을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이다. 첫째는 해당지역의 성산

업을 든든하게 지탱해 줌으로서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의 번성하는 성산업을 위해 인근 가난한 

국가인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북부 산간지대로부터 아동들이 헐값에 팔리는 인신

매매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들어난 사실이다(ECPAT, 2011). 개인적으로 움직

이는 서양의 소아성기호자들과 비교할 때, 단체로 움직이는 한국의 성매매 관광자

들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인신

매매 업자와 성매매 업자들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선영 & 박찬

걸, 2012). 따라서 한국 성매매 관광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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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구매가 처벌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됨

으로서 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이루어지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현상

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매매 방지법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질러지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재 조치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박선영 & 박찬걸, 2012). 

셋째는 아동 포르노와 이것이 초래하는 인신매매와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아동 포

르노를 상습적으로 감상하는 사람이 아동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윤정숙, 2013)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본다면 발표자가 제시한 한국 사회의 아동 

포르노 범람에 대한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앞서 언급된 아동 성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표자는 아동 포르노 물에 관련된 한국의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제작

된 대다수의 아동 포르노 물이 제 3자에 의한 제작이 아닌 아동/청소년 스스로 촬

영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신

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포르노물 촬영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력이

나 내적인 압력이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인신매매 피

해자 식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넷째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입양과 인신매매와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생소하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의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는 의미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아

동을 착취하는 어떠한 가능성도 간과하고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표자가 제시

한 상황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 상을 통한 불법적 입양에 관한 분석

이다.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따를 수 없는 상황들로 (예를 들면 미혼모들의 불법 입

양 시도) 인해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불법 거래들은 아기들이 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은 인신매매 방지법의 법 집

행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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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영숙 사무관

1. 2012년 전국 아동학대 실태

(사례1) 강○○(만 14세, 남, 가명)는 부모님 이혼후 친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성장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받아왔다. 친모의 학대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에 대

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친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있는 상태

에서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원을 폭행하는 등 개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

였다.

☞ 친모가 아동을 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친부와 분리시키고,

비밀전학으로 친부에 의한 학대상황의 발생을 막고, 아버지가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례2) 김○○(만 12세 여, 가명)의 친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장시간 아동

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고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더불

어 친부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친부는 거부하였다. 공

동생활가정에서 일정기간 생활 후 아동의 의사에 따라 원가정으로 복귀시

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전과 같이 학대행위가 반복되었다.

☞ 아동이 직접 학대 신고를 하여 아동은 재분리 조치되고. 친부에게는  상

담 및 치료 서비스 지속 권고

□ ‘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943건으

로 ’11년 10,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하였으며 신고 접수 당시 아

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는 8,979건이었으며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

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

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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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발생 건수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교사,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

에 의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에

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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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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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별아동학대 현황

가정내 집근처 등 기타 어린이집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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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83.8%)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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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6.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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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별아동학대 현황

부모 타인 친인척 기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

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

지했다.

○ 이 중 78.3%가 사례종결 이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재학대 발생 추이: ’10년 503건(8.9) → ’11년 563건(9.3) → ’12년 914년(14.3)

* 사례종결 이후 재학대 발생시점: 1년 이내 198건(18.6%), 2년 미만 281건

(28.1%), 2년 이상 459건(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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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아동학

대사례 6,403건중 229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와 같이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종사자

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최근 언론을 통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노

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 아동학대 예방 대책

□ 복지부는 지난 5월 보육시설 등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복지부 및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돌봄시설 학

대 특별조사 TF팀」설치하였다.

○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가 확인되면 사법당국 고발과 최대한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12개→22개)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하는 등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하였

고 그 결과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10년 30.9% → ’11

년 32.5%→ ‘12년 36.9%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의 상

호 동행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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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 심의중인「아동복지법」개정(안) 및「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아동학대를 예

방하고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

이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각종 정부 지원과 연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

육토록 부모교육 이수 근거 마련 

* 부모교육 활성화 및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5월～11

월)

-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

-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

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

나 취업 등을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권고를 거

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담․수강 명령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 내용

- 학대행위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

-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토록 신고요건 확대

-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시 즉시 가정법원에 통고, 접근금

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명령 도입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교육․상담․치

료) 명령제도 도입

- 13세 미만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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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대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가족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방임 등 아동학대의 경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가족지지강

화 서비스 연계 

○ 전용 공동생활가정(40개)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보급 및 치

료 전문 인력 배치 지원(’13년 4개)

○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60가구)

○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거주형 치료․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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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도 더

욱 강화할 것이다.

○ 신고활성화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공익광고 제작·방송 송출, 문광부 전광판·무료 옥외광고 실

시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 기업체 프로모션 등을 활

용 아동 학대 예방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STOP&LOVE」슬로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아동학대예방의날(11.19일), 캠페인, 포스터 등 홍보 시 지속적 노출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신고의무자(의료기관․교사․아동복

지시설․응급구조사 등 22개 직군) 대상 교육 추진(‘13.4월~)

-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

지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전예방 의무교육과정* 중에 반영

*「아동복지법」상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무교육(연 44시간) 시

행중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경력별 전

문상담교육과정 운영 및 ‘상담슈퍼바이저 위촉’* 활용

-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뢰성 향상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를 위한 ‘피해아동 조사면접 기술교육’ 실시

* 상담슈퍼바이져 : 변호사, 범죄심리학자, 검사, 경찰등 활용 피해자 진

술 확보 및 현장조사서 작성요령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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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주요 통계 자료

붙임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주요 통계자료

□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단위 : 건, %)

구 분
총 신고 
건수

아동학대 
의심건수1)

재신고 
건수2)(%)

피해아동보호현황 재학대건수
(%)보호건수3) 보호율4)

2008 9,570 7,219 930(9.7) 5,578 0.53 494(8.9)

2009 9,309 7,354 1,134(12.2) 5,685 0.55 581(10.2)

2010 9,199 7,406 1,262(13.7) 5,657 0.57 503(8.9)

2011 10,146 8,325 1,325(13.1) 6,058 0.63 563(9.3)

2012 10,943 8,979 1,510(13.8) 6,403 0.67 914(14.3)

*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받은 건수

2)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된 사례의 접수건수

3) 아동학대 신고 받은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

4) 아동학대 보호건수를 추계아동인구로 나눈 수치로, 아동인구 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비율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중복학대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유기*

2008 5,578 1,895(34.0) 2,237(40.1) 683(12.2) 422(7.6) 284(5.1) 57(1.0)

2009 5,685 2,238(39.4) 2,025(35.6) 778(13.7) 338(5.9) 274(4.8) 32(0.6)

2010 5,657 2,394(42.3) 1,870(33.1) 773(13.7) 348(6.1) 258(4.6) 14(0.2)

2011 6,058 2,621(43.3) 1,783(29.4) 909(15.0) 466(7.7) 226(3.7) 53(0.9)

2012 6,403 3,015(47.1) 1,713(26.8) 936(14.6) 461(7.2) 278(4.3) -

* ‘12년부터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5,578 5,685 5,657 6,058 6,403

부    모 4,719(84.6) 4,734(83.3) 4,709(83.2) 5,039(83.2) 5,370(83.9)

조 부 모 194(3.5) 230(4.0) 182(3.2) 194(3.2) 240(3.7)

친 인 척　 145(2.6) 141(2.5) 144(2.6) 131(2.2) 175(2.7)

부모의 동거인 78(1.4) 88(1.5) 82(1.4) 89(1.5) 75(1.2)

형제자매　 22(0.4) 16(0.3) 11(0.2) 24(0.4) 20(0.3)

기타 420(7.5) 476(8.4) 529(9.4) 581(9.6) 523(8.2)

* 기타 :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사람, 파악 안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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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구 분 건수(비율) 구 분 건수(비율)

가정 내 5,567 (86.9) 어린이집 135 (2.1)

복지시설 129 (2.0) 집근처 또는 길가 93 (1.5)

친척집 71 (1.1) 숙박업소 41 (0.6)

종교시설 38 (0.6) 학원 36 (0.6)

병원 36 (0.6) 이웃집 31 (0.5)

학교 25 (0.4) 유치원 15 (0.2)

기타 180 (2.8) 파악 안 됨 6 (0.1)

계 6,403 (100.0)

□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건, %)

구 분 계 구 분 계

친부모가족 2,415 (37.7)

기타

가족

형태

부자가정 1,480 (23.1)

대리

양육

형태

시설보호 127 (2.0) 모자가정 935 (14.6)

입양가정 37 (0.6) 재혼가정 475 (7.4)

가정위탁 13 (0.2) 친인척보호 303 (4.7)

소계 177 (2.8) 동거 220 (3.4)

기타 70 (1.1) 미혼부 모가정 131 (2.0)

파악 안 됨 175 (2.7) 소년소녀가정 22 (0.3)

계 6,403 (100.0) 소계 3,566 (55.7)

□ 아동학대 발생장소

□ 재학대 발생시기
(단위: 건, %)

구 분 건수(비율)

사례종결 후 1개월 미만 128 (14.0)

사례종결 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3 (3.6)

사례종결 후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7 (4.0)

사례종결 후 6개월 이상~1년 미만 97 (10.6)

사례종결 후 1년 이상~2년 미만 160 (17.5)

사례종결 후 2년 이상~3년 미만 164 (17.9)

사례종결 후 3년 이상 295 (32.3)

계 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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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현황 분석
(단위: 건,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어린이집 67 (25.4) 100 (44.1) 159 (58.9) 110 (48.0)

복지시설 197 (74.6) 127 (55.9) 111 (41.1) 99 (43.2)

기타복지시설 - - - 20 (8.7)

계 264 (100.0) 227 (100.0) 270 (100.0) 229 (100.0)

❍ (연도별 시설 내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 중복학대를 제외할 경

우, ‘12년에는 신체학대(168, 5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체학대

어린이집 33 (9.4) 36 (11.4) 79 (18.6) 82 (52.9)

복지시설 58 (16.6) 64 (20.3) 58 (13.7) 74 (50.0)

기타복지시설 - - - 12 (38.7)

소계 91 (26.0) 100 (31.7) 137 (32.3) 168 (50.3)

정서학대

어린이집 32 (9.1) 31 (9.8) 93 (21.9) 48 (31.0)

복지시설 112 (32.0) 93 (29.6) 78 (18.4) 64 (43.2)

기타복지시설 - - - 14 (45.2)

소계 144 (41.1) 124 (39.4) 171 (40.3) 126 (37.7)

성학대

어린이집 4 (1.1) 5 (1.6) 4 (1.0) 4 (2.6)

복지시설 22 (6.3) 13 (4.1) 12 (2.8) 4 (2.7)

기타복지시설 - - - 2 (6.5)

소계 26 (7.4) 18 (5.7) 16 (3.8) 10 (3.0)

방임

어린이집 26 (7.4) 45 (14.3) 54 (12.7) 21 (13.5)

복지시설 62 (17.7) 25 (7.9) 35 (8.3) 6 (4.1)

기타복지시설 - - - 3 (9.7)

소계 88 (25.1) 70 (22.2) 89 (21.0) 30 (9.0)

유기*

어린이집 0 (0.0) 3 (1.0) 6 (1.4)

‘12년부터 

방임에 포함

복지시설 1 (0.4) 0 (0.0) 5 (1.2)

기타복지시설 - - -

소계 1 (0.4) 3 (1.0) 11 (2.6)

계 350 (100.0) 315 (100.0) 424 (100.0) 3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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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채승우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자문위원)

1.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 관하여

발제자는 “인신매매의정서의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따라 Organ 

trafficking을 정의하면 organ trafficking는 장기적출을 하기 위해서(목적),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혜택을 얻거나 제공(수단)하여, 개인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받는 

행위”라고 Organ trafficking을 정의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받은 자가 Organ trafficking의 행위자임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불법적으로 구득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 장기 이식여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개인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받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Organ trafficking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구득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장기 적출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인 장기를 자신의 몸에 이식받아 자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람의 신체 일부를 취득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개인을 모집, 운송하는 등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체 일부를 취득하여 가지고 다니는 행위를 

당해 개인을 모집, 운송하는 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Organ trafficking의 정의상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그 핵심이므로, Organ trafficking의 대상은 전인격적인 

사람인 것이고, 신체의 일부분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형법상 절도죄와 장물죄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이식의 경우에는 여타 노동착취, 

성착취와는 또 다르게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다니게 된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Organ trafficking과 관련된 장기임을 

알면서도 그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단순 가담자 이상의 책임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이식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제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의료행위로써, 특히 적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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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장기 이식 여행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적법하고도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기 이식 여행을 통하여 장기를 이식받은 자는 그 불법성에 

대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2. 해외 장기이식 보고에 관하여

이와 같이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경우, 장기이식을 받은 

사실, 병원, 집도의 등 장기 이식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관련 기관에 

직접 보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의 장기이식이 그 

불법관련성으로 인하여 이식받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관련 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식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병원에서 추후 진료를 받을 경우, 이식 받은 

사람을 진찰한 의사는 장기 이식과 관련한 사항을 관련 기관에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입법부는 2012년 (보건부로 하여금) 주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그 국가명과 병원정보(의사 포함)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은 환자가 귀국해서 수술 후 건강보험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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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토론 3 별첨  채승우 교수님 토론문 관련

중국의 불법 장기적출을 막기위한 방지와 해결책 : 

새로운 개선점

(2013 2월 28일 대만 공청회를 위한 연설)

데이비드 메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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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들의 상당부분은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생

으로부터 얻어진다.

이는 2006년 1월, 2007넌 1월에 발행한 보고서, 필자가 2009년 11월에 데이

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동반 저작한 서적 "Bloody Harvest", 그리고 필

자가 2012년 8월에 톨스 트레이(Torsten Trey)와 동반 출간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에서 나온 결론이다.

David Kilgour과 필자는 위에 언급한 내용에는 이 박해를 방지할 만한 대책에 

없었다는 점에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후 우리는 이러한 악행이 근절되도록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기로 하였다.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는 세계에서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이다.

첫 판이 발행된 후 6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변화했다.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바뀐 것은 아니

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세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대 금

지 및 자행되고 있는 악행 방지책에 대한 것도 다루었다.

II. 세계의 변화

A. 예방

i) 제안과 입법된 사항, 그리고 정부 지침

a) 호주

뉴 사우스 웨일 주 의회의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는 아래 사

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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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b)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 행위 금지

c)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 적출된 장기(조직)를 사용하는 경우 

장기 수혜자는 공여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관심이 없었다

는 것으로 간주

발의된 법안은 의심스러운 장기를 이식할 경우 해당 의료인 및 간호사들은 

해당 기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a) 환자의 이름

b) 이러한 처치가 시행된 장소 및 시간

c) 장기가 이식되었다고 할만한 근거

장기 이식을 동의하는 환자의 경우 당국에 날짜, 장소, 치료의 성격, 수혜자의 

치료에 장기 이식이 필요한 근거를 보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치외법권적 효력이 있다. 금지된 행위를 했거나 장기가 제거된 

사람이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주민이라면 상기 행위가뉴 사우스 웨일즈 주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이 적용된다.

b)벨기에

두명의 벨기에 의원, 패트릭 판크루케르스펜(Patrik Vankrunkelsven)과 자닌 

레듀(Jeannine Leduc),은 2006년 11월 30일에 장기이식 관광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 현존하는 장기 이식에 대한 법안에 아래 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법안은 3가지 이유로 EU 밖에서 행해지는 이식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여장기가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에서 적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여장기는 사형수들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세 번째

는 장기 이식을 위해 지불되는 금액이 너무나 커서 상업적으로 장기가 거래

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 금지법을 어기고 이식수술을 받은 자는 500 유로에서 5000 유로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여장기가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의 것이 아니거나, 사형

수의 것이 아니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EU 밖의 의료기관의 목록을 만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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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정부에게 주었다.  

입법자들은 EU 외부에서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그 장기가 동의에 의한 것이

며 자기결정권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형수들의 것이 아님을 직접 증명해

야 할 것이라고 더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

하는 자는 이것이 단순히 수술비용에 대한 배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만

약 장기 수혜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위 사항을 증명 가능한 의료기관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명단

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원에서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위 사항을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만약 환자가 EU 외부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가급적 명단에 포

함된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을 권유한다. 만약 이 외의 의료원에서 수술을 받

을 경우 장기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배경글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벨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장기 매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자들

은 현재 중국으로 불법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을 막게 되면 전 세계

적으로 장기매매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c) 캐나다

캐나다 의원인 보리 레즈뉴스키지(Borys Wrzesnewskyj)는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치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회 발의되었으며, 첫 번째 발의는 

2008년 2월 5일 Bill C500으로, 두 번째 발의는 2009년 5월 7일 Bill C381에 

등록되었다.

이 법안은 여러개의 법률 위반을 규정한다. 모든 법률 위반은 치외법권적인 

효과를 가진다. 법률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캐나다 국내 또는 국외에 관계없

이 처벌 대상이 된다.

첫 번째 법률 위반은 동의서 미비이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공여자의 동의 없이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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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을 한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법률 위반은 장기매매이다. 이식수술을 위해 그 장기가 금전적 거래

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구하는 당시나 그 전에 알면서도  거래하는 것은 불

법이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장기를 거래하기 위해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을 한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이식수술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술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는 기증된 것

이며 이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습득하고 캐나다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캐나다인 혹은 

캐나다 이민자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즉시 이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전문가의 보고서를 요구한다.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를 진료하

였을 경우 진료한 의사 또는 간호사는 반드시 해당 캐나다 정부 당국에 보고

해야 한다.

d) 프랑스

발레리 부아예(Valerie Boyer)를 포함한 여러명의 프랑스 의원들은 2010년 10

월 19일, 캐나다에서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증서 및 보고의 의무화를 명시하

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

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수혜자는 프랑

스로 귀국하기 전에 프랑스 의료센터(French Biomedical Agency)로 해당 증

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반드시 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당국은 환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것으로 보이면 관청(Public Department)으로 보고해야 한다.

e)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008년에 이스라엘 국내 및 국외에서의 장기 매매, 중개를 금지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본인을 포함한 어떠한 몸에서도 장기를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본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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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기를 이식받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지법은 장기거래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중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장기 적출이나 장기 이식이 행해진 장소가 이스라엘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

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 법은 등록기준을 무시하고 시행한 국외 장기이식에 대한 보상을 금지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스라엘 국적자가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의료보험

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제이콥 러비(Jaycob Lavee)는 공저한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에서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남용에 따른 결과로 이 

법안이 시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f)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7)에서는 인간

장기 적출을 포함하는 착취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착취 목적으로 인

간을 밀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밀매된 사람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

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밀매행위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되었든 또는 말

레이시아가 밀매행위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든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반행

위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런 위반행위가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 의해 자행되었을 경우에 국외라도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장관, 랴오 종라이(Liow Tiong Lai)는 2011년 10월 16일 다

음과 같이 발표하였는데, 2012년 1월 1일부로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장기이식

을 위해 외국으로 여행하는 말레이시아 국민은 정부병원에서 제공하는 면역 

억제제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 규칙은 새로운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전 경우에는 지속해서 무상으로 면역 억제제을 제공받

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꼭 해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보건부에 문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추가했다.

g) 대만



- 82 -

대만 보건부에서는 2006년 8월 4일 행정명령을 공포했는데, 의사가 아래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윤리를 어기는 것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1. 환자를 브로커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2. 장기매매나 장기거래중개가 법이나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거나 또는 장기출

처가 불투명한 나라에 환자를 소개 또는 추천하는 행위

3. 해외 장기이식 단체나 브로커 환자를 접촉하는 행위

4. 장기이식 목적으로 환자를 해외로 보내고 보수를 받는 행위

대만 입법부가 2012년 11월 22일 결의한 내용은 보건부로 하여금 주요 의료

기관과 의사들에게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그 국가명과 병

원정보(의사 포함)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기록은 환자가 귀

국해서 수술 후 건강보험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ii) 중국에서의 항거부반응제 실험

a)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2010년 8월 발간된 국제사면위원회 스위스 판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회사는 사형수에서 적출된 장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실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제약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총괄적으로:

·인권을 존중한다는 맹세를 천명하고;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규탄하며; 그리고

각각의 가치사슬 전부를 포함한 인권 관련 업체실사를 착수하고, 이를 

통해 반인권 행위를 인지, 방지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들

이 사형수 장기적출 행위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b) 노바티스(Novartis)

제약회사 노바티스(Norvatis)는 2010년 8월 중국에서 면역 억제제 임상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 사토시 스지모토(Satoshi Sugimoto)는 노바티스



- 83 -

는 인권단체의 공포내용을 지지하며 다음 단계를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제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 DAFOH는 제약회사들에게  “기업의 

책임 사항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라 …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도 윤리적으

로 수용할 수 없는 장기이식은 삼가라라.”라고 요청했다. 

c) 로슈(Roche)

로슈(Roche)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트리오드스 은행(Triodos Bank)는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로슈는 중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

고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집된 정보를 최종 분석한 결과 우리는 

로슈가 중국에서 임상실험하는 방법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결론지

었다. 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을 봤을때 이식장기의 근원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사가 우리의 최소한의 인권요구기준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트리오드스 은행의 지속 투자대상 목록에서 

빠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모든 트리오드스의 투자에서 제외될 것이

다.”

국제 임상 제약 연구협회의 수석 연구자인  에릭 골드버그(Eric J. Goldberg) 

박사는 중국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는 그 요청을 거절

했으며, 직원들에게 그 연구를 수행할 장소로 다른 나라를 찾아보도록 설득했

다. 나아가 그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동참하도록 했다.

d) 아이소테크니카 제약(Isotechnika)

2012년 봄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에드몬튼(Edmonton)에 있는 Isotechnika란 

회사가 중국회사 3SBio와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 말에 보클로스포린

(Voclosporin)이라는 거부면역 억제제를 중국에서 임상실험 계획 중이라 알려

졌다. 이 약은 콩팥 이식환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라 했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지난 7월 편지를 썼는데, 캐나다 보번부장관, 미국 

식품의약청 장관, 유럽 의약청 장관에게 그들 관할권내에서 어느 기관이든 면

역 억제제  보클로스포린을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중국에서의 임상실험 

자료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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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 Isotechnika 본사에도 편지를 써서, 독립적인 외부인이 그 임상실

험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가 국제적인 윤리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명확히 밝

히기 전까지는 보클로스포린에 대한 중국 임상실험을 중지를 요청했다. 이 편

지들에 대한 반응과 토론이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Isotechnika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중국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실험들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없

다.

e) 화이자 제약(Pfizer)

2012년 화이자 제약(Pfizer)은 임상실험이 해당 국제 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국

제기준작성작업을 착수했다. 자격을 갖춘 임상실험심사위원회와 독립적인 윤

리위원회가 각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화이자 제약회사와 독립되어야 하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

해 알아야 한다.

각 연구참가자는 각자의 사전동의를 제공한 이후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

동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화이자 제약이 후원하는 임상실험은 연구 참가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계획되고 수행되며 모니터되어야 한다. 이 실험은 연구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가 보호되는가를 평가하고, 수행되는 연구가 해당기준에 따라 잘 

수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되어야 한다.

iii) 전문가 집단의 윤리성

a) 장기이식 협회

국제 비정부조직인, 장기이식 협회는 2006년 7월 사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

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들의 발표를 보면:

          “감옥환경에서의 제한된 자유로 인해 수감자가 자유롭게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주적인 장기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장기이식협회는 사형수로부터 장기

를 적출하여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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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는 중국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주요 장기 원천이라고 인식

했다. 실제로 발표문에서는 사형수들은 “주요 원천”이라 표기하고 있다. 2006

년 11월 이 협회는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이러한 현실로부

터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장기이식 사례들에 대해 편지를 발

송했다.

이 협회는 장기이식협회 미팅에서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 자료 또는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나 피부를 제공받은 사

례들을 포함하는 발표자료들은 수용할 수없다.”

11월 편지에는 연구에 대한 공동 작업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험연구를 동반하는 공동연구는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어떠한 물

질(장기나 조직)도 연구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11월 편지는 중국에서의 장기 근원에 대해 보다 더 단정적이다. 그 편지

내용은 “거의 모든” 장기는 사형수로부터 적출됐다고 보는 것이 “거의 맞다”

는 말이다.

이 협회는 중국에서 온 의사가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꼭 “장기

이식협회 회원으로서 장기협회 정책에 맞게 임상진료를 하는데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임상수련자나 사전 임상수련자가 사형수로부터 적출된 장기나 피부를 사용하

는 장기이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 그들의 임상경력이 

장기이식협회 정책 및 윤리강령에 규정된 기준을 따르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장기이식 여행에 관하여, 장기이식 협회 정책 및 윤리 강령은:

          “장기이식 여행은 최근에 표현된 현상으로 장기이식 수혜자가 거

주국가를 떠나 장기제공자로부터 장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외여행을 하

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전문적 감시체계가 없는 장기이식 

여행은 윤리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장기이식협회는 제공자와 수혜자 모

두를 착취하는 장기이식 여행 실행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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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계 의사협회

2007년 10월 5일자 뉴스에 따르면, 세계의사협회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연

례회의에서 중국의사협회와 동의한 사항을 발표했다. 중국의사협회는 수감자

나 다른 구속된 개인의 장기가 그들의 직계가족 이외에는 장기이식에 사용되

어서는 안된다는 사항에 동의했다.

세계 의사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사협회 부회장 우 밍지앙(Wu 

Mingjiang)박사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중국의

사협회 내부 회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는데, 즉, 중국의사협회는 인간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세계의사협회 강령에 동의하는데, 그 내용은 

수감자나 구금된 자의 장기는 직계가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

기이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의사협회는 본 회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인간장기이식 관리를 보다 철저

히 하고 중국정부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규정위반 사례를 방지할 것

이다. 우리도 세계의사협회와 더 긴밀하게 일하고 인간장기이식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기를 희망한다.”

세계의사협회 회장인 에드워드 힐(Edward Hill) 박사는 중국의사협회의 발표

는 매우 발전적이라며 다음과 같이 추가했다:

         “우리는 중국의사협회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윤리적으로 수용 가

능한 장기 수급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

라 의사협회들과도 협의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수요가 많은 중국만이 

아니라 장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다른 지역 나라들에

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사협회 국제부의 리우 쯔(Liu Zhi)는 세계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은 법

적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합의가 50만 중국 의사와 정부 결정에 영향

을 끼쳤으면 하는 것이 그의 희망이라 했다.

중국의사협회 합의사항은 중국의사협회에 속하지 않고 군 병원에 속해있는 

군의관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아직 장기 피공급자들은 군의관들과 군병원들

이 아주 많은 장기이식 수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피공급자들이 수

감자의 직계가족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수감자가 장기기여에 자진동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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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2012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장기와 피부 기여에 

대한 발표문에서 세계의사협회는 억류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공될 경우

에만 기증이 가능한데

a) 그들의 장기간 숙고에 따른 의지를 나타내고 그 문건과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가 취해졌을 때;

b) 그들의 죽음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 그리고

c) 장기는 가까운 친척에게 제공된다. 추가로 기술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형판

결이 이루어진 곳에서 수감자를 장기나 조직의 기증자로 고려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 강요에 의해 이뤄질 경우 그에 대응할 만한 적

절한 안전보장장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수행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장기나 조직이 이 

정책에 부합되게 얻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법적 윤리적

으로 적절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장기나 

조직이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책”이라는 말은 다음 사항을 의미하는데: 

“불법으로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나 피부는 장기이식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장기나 피부는 이익을 위해 판매되어서도 안된다.”

c) 이스탄불 선언

2008년 5월 장기이식 전문가 그룹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모여 합의한 끝에 

“장기밀매와 장기이식 여행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장기밀매와 장기이식 여행으로 위협받는 장기이식 명

성”이라 칭했다.

이스탄불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장기이식 상용화, 장기이식 여행, 장기밀매 등

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장기이식 여행은 장기밀매나 장기이식 상

용화를 포함한 장기이식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 캐나다 장기이식협회와 신장학 협회

장기이식 협회 정책은 중국 장기이식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아닌) 장기이식 전문가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세계의사협회는 중국의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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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멤버로 갖고 있다. 세계의사협회는 주로 각국 협회에 속해있는 장기이식 

전문의들을 겨냥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사협회도 속해있다. 

캐나다 장기이식 협회와 신장학 협회는 2010년 10월 장기매매와 장기이식 여

행에 관한 정책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장기이식을 위해 해외로 가려 

하거나 이미 다녀온 환자들을 담당하는 캐나다 장기이식 전문가들에게 해당

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는 장기이식 여행과 장기밀매에 관련된 위험과 윤리

사항에 대해 정보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할 

경우 사망과 장기손상, 심각한 감영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이 증가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국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캐나다에 돌아와서도 후 치료가 필

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한가지 이유는 장기이식에 관한 미숙한 

서류보관과 의사소통이다. 상업 장기이식의 경우 캐나다 의료인들은 대개 자

료를 거의 못 받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수술후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다. 두번째 이유는 환지들이 임상적으로 안정되기 전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여행을 통해 캐나다 밖에서 이뤄진 장기이

식과 관련해서는 의료 또는 수술에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의사회 멤버로서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위험을 막아줄 의무가 있다. 환자들은 

장기이식 여행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환자

들이 교육받아야 할 사항은

         “의도적인 강제력에 의해 얻어진 장기들, 그리고 그런 장기들을 얻

기 위해 살해된 사람들 … 모든 장기이식 여행 사업이 비밀리에 이루어

지고 있어, 장기브로커, 즉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기증자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다.” 

장기이식수술에 구매한 장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

을 다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들은 구매한 장기를 사용하는 

이식수술에는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만약 그 정보가 규제 없는 체계하에서 수행된 불법적인 이식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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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데 사용될 것이고 환자나 장기 공급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고 생각

한다면 환자 기록(개인의 병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위급상황이 아닐 때 어떤 의사들은 장기 원정 여행을 통해 이식 수술을 받

은 환자에 대한 사후 처치를 다른 의사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같은 의사가 자신에 대한 사후 처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방지하

기 위해 의사는 이식수술 전에 사후 처치 시 주의할 점에 관해 논의할 것이

다. 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자신의 환자에 대한 치료를 양도할 때 그 환자

는 그 의사가 왜  사후 처치를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

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iv) 윤리 이행

a) 중국 의사 들의 장기 이식 수술 연수

퀸즈랜드 의회의 사무관 네일 로리(Neil Laurie)는 호주 퀸즈랜드주 정부 보건

부 장관, 스테판 로벗슨 (Stephen Robertson)에게 서면으로 파룬궁 수련자들

에게 행해지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2006년 12월 1일 보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조치로 프린스 찰스 병원(Prince 

Charles Hospital)은 중국의사들에게 장기이식수술과 관련된 어떠한 연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있다. 

프린스 찰스 병원은 퀸즈랜드에 있는 주요 장기이식수술 병원중의 하나다. 나

는 비공식적이지만, 호주에 있는 다른 주들의 보건부 장관이 위와 같은 성명

을 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노비치, 샤피로, 러비 박사는 2011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제 공동체는 중국의사들을 위한 장기 이식관련 연수 시 직접적으로

든,

간접적으로든 처형된 죄수들의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루어져야

한다.”



- 90 -

b) 중국 장기이식 수술 전문의 조사 공개

간 이식 수술(Liver Transplantation) 잡지의 편집자와 공동 편집자는 2007년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잡지 기사로 제출된 간 이식수술 결과를 다루는 원본의 발표시 처

형된 죄수들이나 보수를 받은 기증자의 장기 사용을 분명히 배제할 것

임을 결정했다” 

미국 이식수술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는 2011년 5월

기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발간했다.

“미국 이식수술 저널은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획득한 장기로 인한 수술

을  다룬 원고를 싣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다룬 원고(예: 이러한 

관행의  부수적 영향을 재고하는 편집자나 기자)는 편집국의 재량에 따

라 고려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편집국에 서

면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다노비치, 샤피로, 다비 박사는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제 그리고 국가 의사 협회와 의학저널은 기고자가 쓴 데이터가 처형

된 사형수가 장기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과 장기원정 여행에 관한 가장 

최근의 중국정부 규정을 따른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중국 이식수술 센

터로부터 나온 개요나 발표 또는 발행을 허가하지 않겠다.”

v) 세계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는 2012, 5월 의회에서 인간세포, 조직, 장기 이식에 관한 지도 

원칙을 세웠는데, 이들 중 두 가지는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이다.

추적가능성은 장기이식수술에 사용된 세포와 조직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화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성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데 특히 예산과 자금제공, 기관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와 수령인의 이식수술 및 결과 관련 자료, 보조금을 포

함한다. 이러한 원칙들의 목표는 학술연구와 정부 관리에 가용한 자료를 최대

화하고 위험요소들을 식별하고 고치기 위함이다.



- 91 -

B. 해외의 처리 방침

ii) 유엔

a) 전문적인 방법

유엔 고문학대 조사위원회 멘프레드 노왁과 유엔 종교 탄압 조사위원회 아스

마 자항일은 2007년 및 2008년에 그들의 보고서에서 중국 내 장기 이식수술

의 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07년 보고서에서는;

“제기된 혐의: 중국 전역에서 장기적출은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의 동의 없이 자행되어 왔다.… 출처가 

확인된 장기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식수술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

고되었다…. 이식 가능한 장기와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숫자 사이의 

불일치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했음을 설명해 준다. 또한 

2000년 장기이식 수의 증가와 파룬궁 박해의 시작은 동시에 이루어졌고 

연관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기된 우려사항을 고심하지 않은 성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유엔 조사위원회는 2008년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반복했다:

“쟁점적 문제는 중국정부의 앞선 반응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수 보다 많은 수의 이식수술이 있어왔다고 

보고 되었다. 이식 가능한 장기와 출처를 알 수 있는 장기의 숫자 사이

의 불일치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 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처가 확인 가능한 장기의 수와 장기 

이식수술 회수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재 요구되었다.”

b) 유엔 고문학대 반대 위원회

유엔 고문학대반대 위원회는 2008년 중국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고문관련 특별조사위원이 제기한 ‘장기 이식 수술의 증

가와 〔파룬궁 박해〕의 시작이 일치’한다 것에 대해 인식하며  ‘이식수술

용 장기의 출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 내용을 인정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대적으로 감옥에서 고문과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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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장기이식에 사용되어왔다는 정보에 주목한

다.

관련당국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고문을 받고 장기이식에 활용되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즉시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해당되는 만행관련자

들은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c)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2009년 2월 캐나다에서 있었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특별위원회는 

중국정부에 고문학대반대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나, 중국정부는 

서면으로 이러한 권고를 명백하게 거부했다.

캐나다, 스위스,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는 중국 정부에게 사망 통계치를 

발표하라고 권고했으나 중국정부는 이번에도 불응했다.

독일은 중국정부에게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 사적 종교의 자유를 중국인

에게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거부했다.

캐나다, 영국, 헝가리, 체고,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는 노동 수용소에서의 

정신교육 및 모든 형태의 임의적인 감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중국정부

는 이러한 권고를 거부했다.

핀란드는 중국 정부에게 수감자가 학대의 두려움 없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단계에 해당하는 예가 

가오 지성(Gao Zhisheng )의 경우다. 이러한 권고 또한 중국정부는 거부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반응은 단순히 자행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권고와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다.

ii) 국가별

a) 국가 면제 제한

통치행위면책 특권원칙은 강제 장기적출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

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캐나다에서 2009년 11월에 야당이 제기한 입법은 법

적 침해에 관한 구제방법의 소진을 조건으로 모든 국제적 위반사항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할 것을 발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 발의는 현재 캐나다 

의회의 진보 야당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장관 어윈 코들러(Irwin Co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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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의된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는 대량 

학살, 인류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나 고문에 대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소송

에서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내 구

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에서 문제에 대

한 모든 구제방법이 소진된 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발의된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구제방법 소진의 원칙은 구제가 

불합리하게 연장되거나 대량 학살, 인류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나 고문에 대

한 범죄에 관련된 희생자에게 효과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

황에서는 적용되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소는 국제법에서 인정된 원칙, 즉 

상보성의 원칙을 따르며 이는 소송절차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b)출입국 관리 

미국의 비자신청양식은 2012년부터 비자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다: “당신은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을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가능성은 적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

질적이다.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사

람들이, 그러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비자를 신청할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질문이 주어졌는데,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

로 관련되었던 어떤 사람이 신청서에 거짓답변을 한다면, 그 거짓말은 법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자신청자는 관련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될 수 있다. 그 조사에서 허위진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입국불허 가능성

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일단 한번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남은 일생 동안 그에 따

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일단 거짓말을 내밷게 되면, 그 거짓말에 기초하여 

획득한 어떤 지위가, 설령 그것이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거짓말 때

문에 파탄나게 될 수 있다.  입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취소에 대해서, 당국은 그 사람이 인체장기 또는 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

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거짓말이 인체장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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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직의 강제이식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는지를 묻는 조사를 방해했다고 

당국이 입증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c)미국 보고서

     미국국무부 민주주의 및 인권 노동청이 2012년5월24일 공표한 2011도 

국가 인권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처형된 죄수의 장기가 이식 목적으로 적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으로, 2009년에 보건부 부장관 황지에푸는, 수감자들은 적절한 인체장기 

공급원이 아니며 죄수들의 장기를 적출할려면 그들이 서면동의를 해야

만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외의 매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은 장기적출의 

사례들을 계속 보고했다. 특히 파룬궁수련자들과 위구르인들로부터 장기

를 적출한 사례보고가 많았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2006년부터 계속 있었다. ; 미국 국가보고서는 2012년에 

처음으로 그것들을 반영했다. 이러한 반영이, 이 보고서들에 대한 보증은 아

니지만, 그들이 지닌 심각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다. 

d)고소

세계 도처에서 장쯔민, 뤄간, 보시라이를 포함한 파룬궁박해 주도자들에 대한 

고소가 있어 왔다.  이러한 고소가 오늘날까지 금전적 배상판결 또는 형사범

죄 유죄판결로 귀결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충격을 주

어왔다. 

2004년 2월에 보시라이는, 일반적인 파룬궁 박해와 장기적출 목적의 파룬궁

수련자  살해를 이끌었던 랴오닝성에서, 베이징으로 가 상공부 장관이 되었

다. 상공부 장관 재임기간 동안, 보는 중국과의 국제무역과 중국에 대한 투자

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계를 여행했다. 그의 여행은 희생자들에게 랴오닝성

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며 했던 그의 역할에 대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줬다.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하여,  30개의 서로 다른 나라에

서 그에 대한 고소가 시작되었다. 



- 95 -

상하이에 있는 미국영사관은 2007년 12월 워싱턴 미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구[난징의 교수]는 보시라이가 부총리로 승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는 파룬궁수련인들이 호주, 스

페인, 영국, 미국 등등의 나라에서 보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고소를 인

용하며, 보시라이의 승진에 대해 반대했다. 원자바오는 보시라이의 상

당히 부정적인 국제사회노출이 그를 훨씬 더 높은 국제 수준에서 중국

을 대표하기 부적당한 후보자로 만들었다고 성공적으로 논박했다.”

2007년 11월, 보시라이는 베이징의 상공부장관직을 떠나 충칭시 공산당서기

로 갔다. 

III.중국의 변화 

A.중국의 개선

i)법률적 변화 

a)병원 등록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2007년 3월 31일,  인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2007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는데, 장기이식에 종사하

는 의료기관이 지방의 보건행정부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하려

면, 의료기관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이식기술에 정통한 의사

2. 장기이식을 지원하도록 준비된 시설과 장비

3. 장기이식 임상적용과 윤리를 다루는 위원회 ; 그리고

4. 품질검사와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인체장기이식 관리정책 

b)동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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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한번 

했던 동의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생존중인 사람이 장기기증을 명

백히 거절한다면, 그 사람의 장기는 사망 후에 적출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

람이 생존 중에 장기기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척들만이 그 사람의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동의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범죄이다. 생존중에 자신의 

장기 기증을 원치 않은 사람의 사체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도 범죄이다. 

c)매매금지

2007년도 법률은 장기거래를 금지한다.  기증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장기이식목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금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장기적출과 이식을 위한 수술비

2. 장기의 보관과 이송비

3. 인체장기 적출과 이송을 위한 약품과 의료재료 비용 그리고 검사비와 장비

사용료

d)형법개정

중국의회 상임위원회는 2011년 2월에 장기이식남용을 다루는 개정 형법을 공

표했다. 바뀐 법률은 2011년 5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률은 장기매매 단체를 범죄화 했다. 또한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사

망 전  장기적출과 그 사람으로부터의 사망전 동의가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

의 뜻에 반하는 사망 후 장기적출도 금지했다. 더욱이 개정법률은 어떤 사람

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금했다. 

ii) 정책변화 

a)자국민에 우선권 부여  

2007년 법률이 발효되기 전, 중국의 초점이 해외시장에 있었을 때, 외국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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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기시간은 중국국민의 대기시간보다 훨씬 짧았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중국인은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특혜에 화가 났다.   

중국관리에 따르면, 매년 장기가 나빠 고통을 겪으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

람이 중국에 150만명 존재한다고 한다. 중국정부의 보건부 장관은 2007년 6

월26일부터 중국인 환자들은 외국인보다 장기이식에 우선권을 받게 될 것이

라고 발표했다.  

b)죄수에서 기증자로의 전환

중국 보건부장관은 중국 적십자사의 감독하에, 2010년 11개 성과 시에 장기

기증 시스템을 설립했다. 이 시스템은 심장사 이후 장기기증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생존자의 장기기증이든 뇌사후의 기증이든 고려하지 않는다. 이 프로

그램은 그 후 19개 성과 시로 확대되었다. 적십자사는 이들 성과 시로 뻗어

나갔고 장기기증을 지지하기 위한 사무실을 세웠다.    

중국보건부 부장관 황지에푸는 2012년 3월 중국 항저우 회의에서, 중국은 

3~5년 내에 죄수로부터 인체장기 적출하여 이식하던 관행을 폐지할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사형수로부터의 장기기증을 폐지하겠다는 맹세는 정부의 의

지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보건부의 중국 장기이식 반응 시스템 연구센터의 책임자 하이보왕은, 세계 보

건기구 회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국 적십자사에 의해 운영되는 미숙한 장기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2013년 초에 이식용 장기 공급원

을, 죄수에서 자발적 기증자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운 국가시스템의 시행은 늦어도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옛 관

행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인 2013년 2월 24일, 중국 적십자사의 부사장, 자오바이지는 

적십자사가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지방과 지역에게 연말

까지 그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장기기증프로그

램은 전국에 걸쳐 사망한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을 맺어주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iii)정치적 변화

보시라이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랴오닝성 달리안시 시장으로 지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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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2000년에 랴오닝성 중국공산당 부서기로 지명되었다.  2001년 2월

부터 2004년 2월까지 그는 랴오닝성 성장이었다. 

랴오닝성에 있는 동안, 보시라이는  잔인한 파룬궁박해지도자라는 평판을 쌓

았다. 왕리쥔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랴오닝성 진저우시 공안국 현장심리

연구센터 소장이었다. 왕뤼쥔은 2003년과 2004년에 랴오닝성의 보시라이 밑

에서 일했다. 

왕뤼쥔은 약물주입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식용 장기적출을 가능하게 하는, 천

천히 주사하는 방식의 처형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약

물주입으로 처형된 죄수의 장기를 이식 받은 환자가 그 약물로 인한 부작용

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도 수행했다. 

왕은 이러한 독극물주사방법에 관한 연구와 시험 덕분에, 2006년 9월에 광후

아 과학기술 재단의 혁신 특별기여상을 받았다.  수상 수락연설에서, 그는 그

와 그의 직원들이 참여한, 약물주입된 죄수로부터의 현장 장기이식 사례 “수

천 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누군가가 처형되는 것을 보는 것과 그 사

람의 장기가 다른 몇몇 사람의 몸으로 이식되는 것을 보는 것은 심히 감동적

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치 집단학살수용소 수석의사  조셉 멩겔레에 버금가

는 발언이었다.

2008년, 보시라이가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옮긴 직후, 보시라이는 랴오닝성에

서 왕뤼쥔을 데려갔다. 왕뤼쥔은 충칭의 공안관련 다양한 직위를 거쳤고 

2011년 보시라이 바로 밑의 부시장이 되었다.   

2012년 2월2일, 왕뤼쥔은 강등되었다.  4일후 그는 청두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여 하루 종일 머물렀다. 그가 미국영사관을 나오자 중국 공안은 그를 

체포했다. 

3월 14일 중난하이에서 열린 비공개 공산당회의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는 장기적출과 보시라이의 연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 제

보자는 원자바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마취도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파

는 것 –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여러 해 

동안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곧 은퇴하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해

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리쥔 사건이 전세계에 알려졌으므로,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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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처벌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합시다.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음날 공산당은 보시라이의 충칭시 공산단 서기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

했다. 4월 10일, 그는 정치국 위원직에서도 정직되었다. 

왕리쥔이 망명을 시도하고 미국영사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자, 2012년 10월 

106명의 미국 의회의원들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냈

다.

      그 서한에서 의원들은 “왕리쥔이 청두의 우리 영사관에 제공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서류를 포함하여, 국무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

의 장기이식 남용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iv)변화 평가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르는 나라에서, 법의 변화는 실제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공산당에 의한 지

배를 받는다. 법률과 공산당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당이 우세하다.  당에 대해 

법률을 강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법원도 검찰도 변호도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는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독립 미디어는 검열받고 통제된

다. 

공산당 폭정의 거친 바다인 중국에서 장기이식법률을 포함하여, 어떠한 법이

든 법을 존중하는 어떤 섬을 찾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법 자체가 그 폭정의 일면이며, 공산당의 기저를 이루는 잔인성 위에, 대중 

앞에 내세우는 온화한 얼굴로 사용하기 위해 공산당이 사용하는 선전의 한 

형식이다.    

장기이식법률 변화의 실제 효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부 관할하의 일반병

원에만 영향이 있고 군대병원에는 영향이 없다. 중국에서 군대는 거대 복합사

업체이다.  세금 이외의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비군사적 부문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 군이 개발한 사업중 하나는 장기판매이다. 이들 장기는 

장기이식 여행객(외국인)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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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궁수련인들을 살해한 주된 범인은 군대의 병원과 의사

들이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민간 병원과 의사들보다 감옥, 구금장소와 노

동교양소에 있는  강제 장기제공자 은행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중국에

서 효과적인 장기이식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군대의 장기이식사업 폐지가 요

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률의 발전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실제적인 변

화의 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의 신호이기 때문이

다.  중국의 장기이식남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대한 당의 반응은, 관련법률

을 바꿈으로써, 겉 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었다.  

법에 의한 지배를 따르는 나라에서, 정책은 정치에 우선하고 법은 정책에 우

선한다. 전제정치 국가에서는 이 서열이 거꾸로 된다.  정치가 정책을 이기고 

정책은 법을 이긴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법의 변화보다 실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최소한 외국인보다 자국인에 우선권을 준 그 경우 인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가 중국으로의 장기이식여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은 그 여행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었다. 정책변화 이후, 중국으로의 장

기이식여행은 상당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공급원을 죄수에서 기증자로 바꾸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너무 

이르다. 물론, 원칙수준에서, 장기획득목적으로 죄수를 죽이는 것이 시간을 두

고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시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발표는 아무리 봐도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 

우리는 변화 의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려면 기다려야만 할 것 같다.   

B.중국의 악화된 상태

i)은폐

중국이 나타낸 문제는 침묵과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용가능한 정보의 점진적인 등급하락이 있었다. 한때 이용 가능했던 정보가 지

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공급에 대한 외부의 추론을 허용할 수 있

는 어떠한 단서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 

장기공급에 대해 해명할 책임은 중국에 놓여있지, 이러한 장기공급이 그릇되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외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해가 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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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예전에는 이용 가능했던 중국내 정보의 단편과 조각들이 조직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처럼, 중국은 이 책임을 이행할 가망성이 점점 더 없어 보인

다. 

중국은, 추적가능성과 투명성을 향하여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우리는 무수한 방면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a) 웹사이트 정보

하나의 사례는 장기이식 행태를 간파할 수 있는 중국 웹사이트 정보의 점진

적 등급하락이다. 이것은 우리 보고서에서 언급한 장기이식의 짧은 대기시간

에 관한 정보이다. 

짧은 대기시간은 공급원들이 그들의 장기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많은 잠재적 공급자들을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국의 B

형간염 유행 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수여자 사이에 혈액형이 일치할 필요가 

있고, 국가 장기 분배 시스템의 부재로 한 공급자로부터 여러 개의 장기를 사

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장기적출 목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사

람의 수는 이식되는 장기의 수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 

중국 국제 장기이식 지원센터의 웹사이트는 말했다. “적합한 (신장)기증자를 

찾는데 단지 1주일, 최대 한달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기증자의 장기

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는 다른 기증된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

으며 재수술을 1주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4월 초, 동방 장기이식 

센터의 사이트는 “평균 대기시간(적합한 간을 구하기 위한 시간)은 2주입니

다.”라고 주장했다. 상하이의 창정병원 웹사이트는 “…모든 환자 중에서 간 공

급의 평균 대기시간은 1주일 입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저 사이트들에 지금 방문한다면, 그러한 말들을 찾을 수 없을 것

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웹사

이트< www.organharvestinvestigation.net >에서 이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기

록들이 원래 있었던 웹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된(지속) 패턴이었다. 우리가 중국의 공식적 자료를 인

용하면, 어김없이 그 자료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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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홍콩 간 이식 등록소 

또 다른 점진적 정보이용 방해의 사례로 중국 간이식 등록소가 있다. 책 

‘Bloody harvest’를 위해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홍콩의 중국 간이식 등록소

에서 이식수술 횟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연구가 공

개되고 난 후, 중국 간이식등록소는 그 사이트에서 통계적 자료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사이트 접근은 등록소가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2010년 8월 밴쿠버의 장기이식 회의에서, 그 당시 중국 간이식 등록소의 부

회장이었던 하이보 왕(Haibo Wang)은 나와 같은 시기에 발표를 했다. 나는 

왜 등록소 웹사이트의 자료에 대한 공개적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또 그것이 

복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잘못 해석’(그의 표

현대로)했기 때문에 차단했다고 답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접근하려 한다면, 

등록소는 먼저 그 자료의 사용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자료가 (그들의 관점에

서) ‘잘못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4개의 등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간, 신장, 심

장, 폐를 위한 것이다. 간을 제외한 다른 3개의 등록소는 중국 본토에 있다. 

신장과 심장은 베이징, 폐는 우시에 있다.  3개 등록소의 웹사이트의 자료 또

한 등록소에서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C) 부인

중국 정부가 정보를 깍아 내리고 부인하려는 또 다른 적극적 노력의 예로는 

홍콩 매스컴, 피닉스 TV에서 제작한, 우리 보고서에 반대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보고서를 와전하고 혼란을 주려는 것이었다. 

조사원들은 중국 전역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친척이 장기이식이 필요한데 병

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판매하는지 물었다. 그 중 하나는 (2006년 3

월 22일) 광시자치구 내닝 시 민주(Minzu) 병원과의 전화통화이다. 

Q: 이전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A: 지금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Q: 그럼 그들[전화원이 언급한 광저우 내의 병원]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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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나요?

A: 맞습니다. 

Q: 듣기론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가 비교적 건강하고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그

들 역시 이런 종류를 사용하나요?

A: 맞습니다. 주로 건강한 것들이 선택됩니다. 

Q: 제가 하려는 말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들

이 이 종류를 역시 사용합니까? 

A: 맞습니다.

Q: …당신이 이전에 사용하던 것은 구금센터나 감옥에서 온 것들인가요?

A: 감옥입니다.

Q: 아, 감옥이요.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파룬궁 수련생한테서 나왔다는 것이

네요. 건강한 파룬궁 수련생 맞나요?

A: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로 좋은 것을 고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술

의 질에 대해 장담하기 때문입니다. 

Q: 그 말은 장기를 당신 스스로 고른단 의미입니까?

A: 맞습니다. 

Q: 대개 장기 공급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주로 30대입니다. 

Q: 30대라구요. 그럼 당신은 감옥으로 직접 고르러 갑니까?

A: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골라야죠.

피닉스 TV 다큐멘터리에서 루 구오핑(Lu Guoping)은 우리의 조사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다. 그는 우리 조사원을 광저우의 한 병원으로 보냈다

고 확인했다. 그는 조사원이 병원이 파룬궁 수련생들로 부터 나온 장기를 사

용하는지를 물었다고 인정한다.

다큐멘터리에서 바꾼 내용은 그가 한 답변이다. TV인터뷰에서 그는 말한다.



- 104 -

“나는 그녀에게 내가 외과적 수술과는 무관하며 장기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

른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장기들이 감옥에서 오는지를 물었고,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

답했다.”

그 비디오는 우리 보고서에서, 루 의사와 했던 전화통화 기록 중 일부분만 

발표하고 있다. 그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전화 통화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훼손되

었다. 그 보고서에서 내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서 적출 된 장기가 감옥이나 

구금센터, 집 중 어디서 온 것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 감옥에서 라고 대답했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답이 아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그 

조사원이 우리가 장기적출자를 고르기 위해 감옥에 가야 하는지 물었고 내

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선택하기 위해 거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실제로 그 당시 전혀 없었던 것이다. ”

피닉스 TV 다큐멘터리는 우리 보고서에 루 의사가 한 말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그의 육성 녹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그가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통화내용에 대해, 만약 과거에 그가 그런 말

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편집된 흔적 없이 매끈하

게 녹음된 그의 육성녹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의사도 인터뷰

진행자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통화기록을 고

쳤다고 암시한다. 하지만 그들은 녹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녹음

을 고쳤다고 암시할 수도 없다.

중국정부는 2007년 3월 19일 특별조사위원(노왁교수)에게 편지로 답을 보냈

고 유엔 인권이사회 노왁교수가 2008년 2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그 내용

이 실렸다. 

“ 대화 중 제기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만번의 이식수술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장기적출 혐의를 제기한 두명의 캐나다인의 

조사를 담은 보고서에서 나온 잘못된 자료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 보고서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중국 장기이식협회 부회장인 빙이 스(Bingyi Shi) 교수는 2005년까지 총 9

만번의 이식수술이 있었고, 파룬궁 박해 이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6만건이 있었다고 말한다.’



- 105 -

이 주장은 스 빙이 박사가 2007년 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진술이나 이런 종류의 수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

고, 이런 주장들과 관련한 수치들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해

명되었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연간 위생통계는 건강장애의 항목을 기본으로 집계되는 것이지 제공

되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에 준거한 것이 아니다. ”

스 빙이 박사의 실제적 정보의 출처는 우리의 보고서에 각주로 달려있다. 그 

출처는 중국 the Health News Network 이다.  Network 방송사의 그 기사는 

중국 장기이식 전문가를 위한 웹사이트에 올려졌다. 2006년 3월 2일자로 발

표된 이 글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 스 빙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장기이식은 빠르게 성장했고 신장

에서부터 간, 심장,췌장, 폐, 골수, 각막에 이르기까지 수술 가능한 장기의 종

류도 아주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만 건이 넘는 이식수술이 

중국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지난 한해만 1만 건의 신장이식수술, 4천 건에 가

까운 간 이식수술이 행해졌다고 말했다. ”

2008년 6월까지 이 기사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있었지만, 그 이후론 

삭제되었다. 중국정부가 그 정보를 부인할 당시까지도 그 정보의 원래 출처

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스 빙이 박사는 또한 피닉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의 말을 인용한 수

치들이 그야말로 그가 제공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주제-얼마나 많이 또 몇년도에 (수술이)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자세

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런 수치들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 그와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보여줄 수치들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

루 구오핑이 녹음자료에 증거로 남아있는 그의 말을 부인할 때, 그리고 스 빙

이가 공공방송에서 그가 했던 말을 부인할 때, 그들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애

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히려 진실은 선전목적으로 부인된

다. 이것은 투명성이나 책임과 바로 정반대를 이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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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의사 소견서

과거 중국의 의사들은 외국인 장기이식 환자를 통해 외국의 후속치료 담당의

사에게 중국에서의 병원 검사, 면역거부반응 억제제 치료, 이식받은 장기 기

능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 소견서를 써 주곤 했다. 물론 이 소견서는 이식수

술을 했던 중국인 의사 이름과 병원명도 보여준다. 

우리 보고서의 첫번째 버전이 출간 된 후, 이 소견서들은 중단되었다. 내가 

본 마지막 이런 소견서는  2006년 7월 23일자로 발급된 것이었다. 그 이후로,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는 아무것도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다. 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귀환 후 후속치료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의사 가자리 아마드(Ghazali Ahmad)는 책 ‘국가가 장기를 약탈

하다(State organs)’에서 그가 기고한 ‘장기이식 여행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서 이식 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불행한 것은 이러한 환자들의 치료와 간호가 훨씬 복잡하고 힘

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주요한 원인은 2006년 이후 중국에

서 돌아오는 장기 이식 환자들이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후속치료에 참고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일부 원인은 장기 판매 집단 구

성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극도로 익명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술에 관한 자료

의 공백 즉, 수술 전후의 결과, 임상요약, 유도제의 유형과 그 양에 관하여 필

요한 설명, 이식으로 얻은 최고 혈청반응상태, 기타 많은 기준 되는 검사결과 

등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필요한 더 좋고 유

효한 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없게끔 하였다. 이런 환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

쓰고 많은 돈을 지불하여 마땅히 안전하고 더 좋은 새로운 삶을 얻어야 함에도 

현재 이미 발생했거나 잠재적인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했다.

왜 이 특정 은폐가 의사 개개인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왜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것인가? Ahmad박사는 그 은폐를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남

기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떤 범죄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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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다 자국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중국정부의 결정은 2007년 6월 26

일 발표되었다. 그럼 2006년 8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그 사이엔 외국인 환자

에게 장기이식수술을 했다는 증거를 감출 동기가 없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2006년7월 데이비드 킬고어와 내가 쓴, 장기

를 탈취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개개인의 의사들이 소견서 쓰기 중단을 통해 막으려던(감추려던) 것

은 장기를 위해 파룬궁 수련생들을 살해한 것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이 (소견서의)중단이 정말로 연루된 의사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에 효과가 있

는 반면, 그것은 또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대의 효과도 있다. 우리 

보고서 발표로 일어난 중국 의사 소견서의 중단은 장기 적출을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는 만행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중

의 추가적인 한 부분이다. 

우리의 보고서 제2판이 나온 후 그리고 우리들의 책이 출판되기 전 사이에 

사형집행이 감소하였고, 이식 규모는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옛날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으로 부터의 장기 적출이 증가하였다

고 결론 내렸다.

 책이 출판된 이후 발전된 것 중 하나는 사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인 장쥔(張軍)은 2011년 1월에 중국의 최고인민법

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한 하급심의 사형 선고는 파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사형 선고를 제한하고, 지방법원에 대하여 증

거를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는 2011년 형법을 개정하여(2011년 5월 1일 효력) 사

형에 처할 범죄의 수를 68개에서 55개로 줄였다. 그 다음으로는 “예외적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 당시 7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형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5월 연간 보고서에서 “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매우 적은 수”의 범죄자들에게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법원들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을 2년간 유

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즉 법이 허락하는 한 사형은 유예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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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형 집행의 하향세는 이전의 추세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200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형 선고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 변화 하나로만 사형선고를 약 30~40퍼센트 줄이

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론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의 감소는 반가운 것이다. 그러나 사형 감소가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살인의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사형이 감소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

기 기증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증가 폭이 사형감소 

추정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iii)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나는 앞서 2010년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검토를 언급했다. 요약하자면, 

그 검토 시기에 중국정부는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고 강

제노동과 강제구금에 찬성했으며, 장기적출을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거부했고, 장기이식 건수와 장기 공급수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또한 중국은 강제장기적출의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거부했고, 인권변호사들이 그들의 의뢰인을 변호하는데 

많은 방해를 했다.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국 정

부가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을 뻔뻔하게 거부하

는 것을 보니 정말로 실망스럽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되지만 정

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권 기준을 고수하

는 것이 위선적인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결론

우리가 바로 잡기도 전에 일들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보고서의 1판이 나온 이래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어왔다. 잠정적이긴 

하나, 장기 이식 기준 및 치료법의 개선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장기적출을 위

해 파룬궁 수련생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식해가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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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기술은(모든 다른 기술처럼) 비록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안되

었지만 도덕적으로 중립이다. 장기이식 기술의 혁신자들은, 내가 확신하건대, 

절대로 그들이 발명한 것이 양심수들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장기들을 팔

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엄청

나게 보여주는 것 처럼, 장기이식 기술은 선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 

전세계적인 인권, 윤리, 법, 건강과 장기이식 협회들은, 공포스럽게도, 장기이

식 기술 스스로 선한  의도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

다. 만약 우리가 불법 장기이식을 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

의 방어수단 속에 두어야 한다.   

변화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장문의 보고서를 시작하게 한 변화 뒤의 

원동력은 전 세계의 파룬궁 수련단체이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파룬궁 수

련생 살해문제에 외부인 자격으로 접근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분석, 보고서, 지지와 행동을 만들어 냈고 이 모든 것은 봉사에 기반한 자발

적 일이었다.  우리 보고서의 충격은 전세계 파룬궁 수련단체내에 일어났던 

호응 덕분이다.  

전 세계의 파룬궁 수련단체는 생생한 체험으로 그 문제에 우리와 다르게 접

근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안다. 

파룬궁은 고난을 극복해낸 단체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해 죽

을 뻔 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야만성에 가까운 가족들을 잃

어야 했다. 잇따라 살아남은 파룬궁 수련생은 가까스로 그나 그녀의 장기를 

적출당하고 죽을 위험에서 도망쳐왔다. 파룬궁 수련단체는 그들의 동료들이 

중국의 장기약탈 구렁텅이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 왔다. 

파룬궁은 완전히 도덕적이다. 그들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진실됨이다.  

파룬궁 수련단체는 중국의 장기이식 만행을 종식시키고 가해자들을 재판대에 

세울때 까지 진실을 끊임없이 알릴 것이다. 

나는 우리 이 지구가 언젠가 장기이식 만행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

한 전 세계적인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파룬궁

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출살해로 인해 세계적인 유산인 윤리적 세계장

기이식 시스템이 생겨날 것이다. 그 유산은 중국의 공산당이 쓰라린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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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기억이 된 이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파룬궁 단체

는 그 유산이 구축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에 대

해 이 단체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