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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은정부간국제기구로서인도주의적인이주가이주당사자와사회모두를이롭게한

다는신념하에이주민과사회가함께발전할수있는이주질서정립을위해노력하고

있다. 이주민을위한선도적국제기구로서 IOM은국제사회와협력하여이주과정의어

려움에대처할수있도록하고, 이주문제에대한이해를증진하며, 이주를통한사회

경제개발을도모하고, 이주자의인간존엄과복리를증진시키기위해다양한활동을펼

치고있다. 

본핸드북에표명된내용은각장저자의의견들이며 IOM의견해와반드시일치하지는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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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는전세계적으로매년수만명으로추산되는피해자를발생시키는심

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인신매매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받게되며, 다시사회에적응하고살아가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

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1994

년부터전세계적으로인신매매방지와피해자보호및사회재통합지원사업

을벌여오고있습니다. 전세계400여개사무소네트워크를통해500여개가

넘는인신매매관련사업을진행하며 1만 5천여명이넘는인신매매피해자들

의안전한귀환과지속적인사회재통합을지원해왔습니다. 또한인신매매관

련법과제도정비를위해연구및정책개발을지원하고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이나시민단체직원들에게필요한교육및훈련의기회를제공해왔으며,

인신매매에취약한집단을대상으로인신매매방지를위한교육프로그램도운영

하고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는 성매매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만을법에규정하고있고, 그나마도처벌되는

경우가없어, 사실상인신매매에관한범죄도형벌도없는것과마찬가지였습니

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인신매매 관련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이 검토되고

있는상황이고여러관련단체에서피해자를지원해오고있었기때문에, 그어

느 때보다 국제이주기구가 그간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노하우가담긴본핸드북이널리활용될수있는좋은환경이만들어지고있

습니다.

모쪼록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직접지원을통해얻은소중한교훈이핸드북을

통해그간한국사회의어려운환경속에서도인신매매피해자지원을해오신

단체및관련기관, 정부공무원들에게널리전해질수있길바랍니다. 

이정혜국제이주기구한국대표

책을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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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본핸드북은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관한많은내용을충실히담고있습니다. 아직국내

에서이론화되거나정립되지않은개념과지원방법도다수포함되어있어, 영문원본을

번역하는일을포함하여상당한산고를겪었습니다. 340여페이지의영문원본을번역,

감수, 수정, 윤문, 출판하기까지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여야했고, 이는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전직원들의땀과노력의결실이라고볼수있습니다. 허예진, 김학민, 김혜

경, 이희주, 이미정, 이사라, 장유미, 김민정, 조재연, 홍수연, 이숙현, 최수현님이번역

에서 출판 준비까지의 전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의이신 박상

민, 전진용, 김종흥 선생님께서 보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국내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해오셨고, 핸드북원고를꼼꼼히읽고추천사를써주신두레방

유영님원장님께도감사드립니다. 끝으로이핸드북의번역과출판을재정적으로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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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에깊이감사드립니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5



한국에서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핸드북이출간된것을매우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국제이주기구(IOM)는한국의인신매매문제에대하여깊은관심과애정

을지니고활동해왔다. 그리고이의적극적인해결과지원을위해서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피해자를지원하는현장단체들과도다양한방식으로연대활동

을해왔다.

그동안한국사회는인신매매문제에서만큼은유독공론화과정이느리게진행

되어왔으며, 아직도그현실은크게변화하지못하였다. 여러가지이유중에서

도성매매와인신매매의불명확한차이로인해성매매방지법을인신매매방지법

으로인식하는경향, 그리고미약한처벌의지가큰몫을차지하고있다고생각

한다.

그러나느리고가끔씩이지만관심있는민간단체나학자, 아시아재단이나봄빛

여성재단등의노력과 IOM, 여성가족부와법무부의노력들이이어져왔으며이

노력들이결코헛되지는않았다는생각이든다. 

이책이우리사회의특수성이나독특한인신매매환경을반영하고있지는않다

하더라도출간자체로써이책을읽는모든사람들에게교과서적인역할을해주

기에는충분한내용을담고있다.

나는 오랫동안 두레방이라는 작은 민간단체에서 성 착취 피해여성을 지원해

오면서현장의여러가지어려움과씨름해왔다.

추천사

보이지않는사람들을위한

인권활동매뉴얼발간에부쳐

유영님 (두레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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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비록 피해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지만 이들이 겪는

다양한어려움이나문제들에대해언어화하지못함으로써다른장의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매뉴얼화하지

못하는한계로인해늘어떤부분에서부족함을느끼면서활동해왔다.

그런데이핸드북은다른장에서피해자지원운동을하는활동가들이나와비

슷하거나또는일반적으로느낄수있는부족감을채워주기에적합하며피해자

를위해활동가들이해야하는다양한활동들을분명하게제시해주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중에는기본적으로는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피해자를근간

으로하여한국사회에서많이발생되는매매혼적국제결혼의피해자들, 빚 문

제와관련하여겪는장기적출등의피해유형이있으며, 피해자의피해정도와

유형별로차이점이존재할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그리고 그

피해로인하여그들의이후삶에서연달아발생할수밖에없는 2차피해, 3차

피해및그피해를극복해야하는과제등에대해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

지않을것이다. 그래서피해를겪는시점에서누구에게발견되고, 자신에게발

생한일이어떻게해석되고, 어떤과정을겪으면서이를극복하게되는가는피

해자개인에게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관점에서그들이가장먼저만나게될담당공무원들, 이를테면법무부

사람들, 출입국관리사무소의담당자들, 경찰들, 민간단체의활동가들이이책을

접하고, 이 핸드북에서제시하는지식을숙지하여실행에옮길수있다면그것

은피해자들의삶에아주긍정적이고구체적인도움이될것이며, 피해자가속

히회복되고다시건강한생활인이되는과정으로이어지게될것을믿어의심

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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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피해자가오히려중한범죄를저지른범법자로서취급되고사회분위기

가피해자를비난하고낙인찍는비인권적인상황으로이어지게될때그리고최

악의상황에처해있었을때조차적절한대우를받지못했을때그들이겪을정

신적상처는그들의일생을지배할수도있을것임에틀림없다.

이책은인신매매에관한폭넓은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매우구체적이고꼼꼼

하게기술되어있어제목그대로피해자를직접만나는모든사람들에게선명하

고간결한길라잡이역할을해주기에부족함이없다. 다만한국사회의특수한

환경이반영되지는않았는데, 이는앞으로다양한장에서의활동들을통해우리

사회전체에인신매매에대한시각이정립되고, 법적으로도인신매매자에대한

처벌이강화되면서, 우리앞에놓인과제로서민간과공무원양측이함께해결

해나가야할것이다.

현재김춘진의원실에서준비중인반인신매매법안이국회에서통과되고국가

예산이적절하게투입되어, 많은민간단체들이활동할수있고활동가들이생계

를걱정하지않고피해자지원에집중할수있으며인신매매자들을처벌하는환

경이하루속히실현되기를기대해본다. 

그리고적절한시기에번역되어나온이핸드북이모두에게좋은길라잡이가되

리라생각한다.

이책이필요한모든기관과사람들에게폭넓게전달되어활용될수있기를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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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문

서문

목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1994

년부터 인신매매방지 활동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 1만 4천명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지원했다. 지역비정부기구들을포함하여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

고있거나앞으로지원을제공하게될단체들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IOM은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해온지난경험과이를통해터득한지식을나누고자한

다. 이핸드북은 IOM의경험을정리및체계화한것이다. IOM은피해자들이각

각고유한특징을지니고있고, 개별적인지원을필요로하며, 그들역시이러한

지원을바란다고이해하고있다. 또한인신매매의특성은지역별로차이가나며

지속적으로변화하기때문에이핸드북은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유일한방

법을소개하는것이아니라, 다년간의노력과경험을바탕으로한일종의제언과

지침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모든단체

들에게이핸드북이유용하길바라고, 특별히인신매매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단체들이IOM의경험으로부터도움받을수있기를바란다. 

이핸드북은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데있어서초기접촉및피해자식별과

확인시점에서부터개별대상자가효과적으로사회에통합되는단계에이르기까

지인신매매피해자지원의전과정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지침과조언을

제공하고있다. 미성년자지원도다루고있지만전문적으로깊이있게다루고있

지는않으므로관련실무자는유엔아동기금(UNICEF)의「인신매매피해아동보

호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을참조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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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의구성

이핸드북은전체적으로함께읽도록구성되어있지만필요에따라주제별로나

눠진각장을개별적으로참고할수도있다. 각장과부록의내용들은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인신매매피해자지원처럼복잡한문제를가장전문적인방법으

로다루기위해서는전체적인접근법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 이핸드북을최대

한 활용하고 싶은 독자라면 전체 내용을 읽으며 관련 지식을 쌓을 것을 권장한

다.

이 핸드북은 아래와 같이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장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독자는순서대로각장을읽고내용에친숙해지기를바란

다. 하지만특정주제에대한세부적지침이필요한경우각장을개별적으로참

고해도무방하다.

1장 보안과개인안전

2장 인신매매피해자식별

3장 연계와재통합지원

4장 쉼터운영지침

5장 보건과인신매매

6장 법집행기관과의협력

부록Ⅰ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

부록Ⅱ 인터뷰점검목록

부록Ⅲ 용어해설

각장의주제와요지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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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보안과개인안전

1장은보안및개인안전과관련된주요원칙을제시하고있으며, 위험사정, 고

위험사례, 위험관리, 비밀자료의보안, 안전모범사례, 실무자와피해자의개

인안전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다.

이장의핵심내용은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고보호할때, 실무자가직면하게

되는고위험부담을인지하고, 이러한위험을최소화하고관리하기위하여일련

의기본보안수칙과절차를제공하는것이다.

2장인신매매피해자식별

2장에서는 지원 단체들이 인신매매와 밀입국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방법을개괄적으로살펴본다. 따라서이장은인신매매문제와관련된국제법의

기준, 식별절차, 사정지표와사정시의구체적인질문들, 피해자의반응과그에

대한대처, 그리고추가입증자료와최종결정과정등에대해다루고있다. 이

장의핵심내용은관련단체들이인신매매피해자를정확히식별하여효과적으로

그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지원과보호를제공할수있도록지침을제공하는것

이다. 

3장연계와재통합지원

3장에서는전반적인피해자연계과정과그에따른광범위하고다양한지원조

치들을성공적인재통합지원단계와함께다루고있다. 이는인신매매피해자의

자발적귀환, 재통합지원을위한사정과계획, 재통합지원제공을포함하는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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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핵심내용은피해자의욕구와기본적인인권존중원칙에따라각사례

별로인신매매피해자에게효과적이고적절한지원과보호를제공하는것이다. 

4장쉼터운영지침

4장에서는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설립, 쉼터및실무자관리, 쉼터입소

자지원절차, 입소자에대한처우, 쉼터및관련서비스를다루고있다. 

이장의핵심내용은안전한쉼터설립과쉼터에서인신매매피해자에게제공하

는적절하고효과적인지원및보호에관한것이다. 

5장보건과인신매매

5장에서는보건과인권에관해종합적으로설명한다. 또한개념적체계, 윤리및

안전수칙, 서비스제공시영향을미치는요소들, 보건관련특수고려사항, 법

의학적측면에서의보건, 임상절차와관리, 보건지원계획및실무자건강등에

대한조언을제시한다. 

이 장의 핵심 내용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및 특화된 보건

서비스제공시의최소기준을개발하는것이다. 이장은인권원칙뿐만아니라

출신국, 경유국및목적국각각에서의공중보건문제도염두에둔서비스제공

에초점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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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법집행기관과의협력

마지막으로 6장은인신매매근절에있어민감한사안인법집행당국과의협력

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조언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법 집행 당국과의

협력배경, 위험부담, 그리고그목적을서술하고있으며, 인신매매피해자가가

지는법적선택권및권리, 법집행기관과의양해각서체결, 경찰과의연계, 기

술협력과역량강화, 기밀정보공유와사법처리절차상의증인이송등에대한

내용을담고있다. 

이장의핵심내용은 (1) 인신매매피해자에게형사사법처리와관련된선택권에

대해알리고이것이실현될기회를보장하는것이며, (2) 형사사법체계를기반으

로피해자의권리를더욱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간

윤리적이고전문적인상호협조관계를맺는한편, 중장기적으로는인신매매범죄

의검거율과기소율을높여범죄처벌을강화하는토대를마련하는것이다. 

부록Ⅰ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
적원칙

부록Ⅰ은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를존중하고그들이처한특별한상황을이해하

기위해실무자가지녀야할적절한행동에관한기본지침을제공한다. 

부록Ⅱ인터뷰점검목록

부록Ⅱ는지원단체실무자와지원이필요한인신매매피해자간의인터뷰초기

에고려되고다루어져야하는사안들에대한점검목록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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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Ⅲ용어해설

용어해설에는본핸드북과인신매매피해자식별, 지원, 보호과정전반에걸쳐

사용되는핵심용어들의의미를정리해두었다. 

기본원칙

이핸드북에서제시되는지침과조언은인신매매방지활동에적용되는아래의원

칙에기반하여작성되었다. 

■인신매매근절, 인신매매피해자의인권보호, 그리고피해자의인간존엄성과복지

존중및보호실현에대한사명감

■인신매매피해자또는잠재적인피해자에대한보호, 안전제공및인권존중은언제

나지켜야하는기본원칙이다.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모든지원은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피해자의사전동의

원칙에따라제공되어야하며, 자발적귀환프로그램은피해자가자율적으로귀환을

선택했을때에만지원하도록한다. 

■이핸드북은「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에의거한국제

적기준을반영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의「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에 의거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다.

■인신매매피해아동을지원할때, 관련단체는반드시아동의최선의이익에따라행

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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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침

■해를끼치지말라 :이는대부분의의료윤리지침에서첫번째원칙이다. 인신매매

와관련된극도의위험요소들로인해대다수의피해자가쇠약해진상태이며외상이

심해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러한기본원칙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

지 않다. 계획된 모든 활동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가늠해 보고, 인터뷰나 검사 또는

절차를진행하는데있어어떠한이유로든피해자의상태가나빠질가능성이보이면

반드시그만두는것이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모든단체의윤리적책임이다. 

■개별화된처우와지원:인신매매피해자들이공통된경험과환경을겪었음을인정하

는동시에피해자의개인적특성을인식하고존중하며, 가능한한맞춤형돌봄과지

원을제공한다. 지원 과정을통해서실무자는반드시피해자개인의욕구와환경에

적합한최선의보호, 원조, 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포괄적이고지속적인지원:핸드북3장과4장에서설명하는다양한지원방식은인

신매매피해자의회복을돕기위한종합적인접근법에기반한것이다. 이는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상태에부합하는포괄적이고지속적인지원을제공하기위

한것이다. 

■피해자인터뷰및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동의:초기접촉과피해자식별에서부

터최종사회재통합에이르기까지지원을제공하는동안실무자는피해자식별을위

한초기인터뷰, 사례인터뷰, 지원인터뷰, 건강관련인터뷰및기타절차상의인터

뷰와같이다양한범위의문제와관련하여여러차례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하게

된다. 더욱이이러한만남들속에서피해자는결정을내리고여러진행과정및절차

에대한동의서를작성할것을요구받게된다. 실무자가피해자의인권을존중하며

공정하고전문적인태도로인터뷰를진행할수있도록하는인터뷰시의접근방식및

피해자의사전동의보장에대한내용을부록Ⅰ과Ⅱ에서다루고있다. 

■자기결정과참여:스스로선택하고결정내릴수있도록피해자의권리와욕구를인

식해야하며, 피해자가의사결정과정에서최대한참여할수있도록격려해야한다.

실무자는피해자와함께작업하며, 피해자가자율성을회복하고그들에게영향을미

치는결정과행동에스스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구체적목표로삼는다. 이러

한협력을통해피해자는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결정에대한통제력을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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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행동을결정하는데있어자신감을높일수있을것이다. 

■차별금지 :실무자는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사회계급, 인종, 종교, 언어, 정치

적신념또는지위에따른차별없이인신매매피해자에게최선의지원을제공해야

한다. 

■비밀보장과개인정보및사생활보호 :인신매매자료에대한보안을유지해야하며

피해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자료를공개하거나공유해서는안된다. (인신매매자

의통제아래있거나인신매매된다른피해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법집행기관

에한해필요한자료를공유할수있다. 이에관해5장을참고한다.) 

용어에대한주석

‘피해자(victim)’라는용어는여성에대한폭력이라는맥락에서많은논쟁을불

러일으키고있다. 많은사람들은이용어가피해당사자의회복할수있는힘을

강조하기 보다는 무기력한 대상으로 규정짓는다고 주장하며, ‘생존자

(Survivor)’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러나 인권과 보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라는용어는가해자로인해부당함을경험한사람들을지칭해왔다. 이

용어는인권침해를겪고그에따른보호, 지원, 보상을받을권리를가지는사람

들을지칭한다(Billings 외, 2005). 보호와지원에중점을둔이핸드북의맥락

에서우리는‘피해자’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피해자의보호받을권리와이러

한보호를제공하는정부및시민사회의책임을강조하고자한다.

‘성매매(prostitution)’라는용어가‘상업적성노동’에반대하는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용됨에 따라 용어 선택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이

핸드북에서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단어의 선택이 IOM

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성매매 여성’과‘성매

매’라는용어사용은성을판매하는이들에대한어떠한부정적인견해도내포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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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1장에서는구체적으로피해자지원과정에서일어나는보안문제에

관하여단계별로피해자지원단체에지침을제공하고, 보안과관련된여러

사안들을종합적으로다룰것이다. 보안문제는본장외에도핸드북전반에

걸쳐서반복될것인데이는피해자지원과정중보안문제는아무리강조해

도지나치지않을만큼중요하기때문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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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칙

■인신매매는대개국제적조직범죄에의해이루어진다. 따라서인신매매피해자와피

해자를지원하는서비스제공자는잠재적위험에노출되어있으므로이를반드시중

요하게고려해야한다. 

■위험정도에관계없이매상황마다각사례와관련된보안위기에대해신중히사정하

고, 보안절차에서의기본모범사례를충실하게따라야한다. 

■어떠한상황에서도완벽한보안이보장될수는없으며, 서비스제공자가위험에처하

는일이사실상드물지라도사례를담당하게될때부터잠재된보안위기가존재한다

고간주하는것이모범적인보안실천의기본원칙이다. 더나아가각사례별로알고

있는정보에따라보안상위험을점검하고관리해야한다. 

보안문제와위험사정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일은본질적으로위험을내포하며, 아무리정교하고

철저하게 마련된 보안 체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험 요소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없다. 탈출하였거나인신매매자를고발한피해자들에대한인신매매자의보

복행위는잘알려져있다. 따라서인신매매피해자가처해있는위험상황은아

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는항상위험이따르며, 정도는덜하지만그들을돕는사람

들에게도마찬가지이다. 그리고이위험은피해자지원단체들이보다많은피해

자들을 가해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인신매매자들을 고발할수록 커질

수밖에없다. 

피해자와실무자를보호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는지원단체들은지원과정

의각단계에서위험을제대로파악하고사정하여, 현실적이고합리적인수단으

로그위험을효과적으로관리할적절한보안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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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장에서제시할지침에서는바로이러한보안절차를설명하고자한다. 

1.1위험사정

이러한위협에맞서기위한첫번째단계는위험수준에대한정확한파악과사

정이다. 효과적인위험사정방안으로는해당국가에대한일반위험사정과위험사

정에대한지속적인점검, 그리고특정사건에대한세부위험사정등이있다. 이

러한위험사정진단과정을수월하게하기위해서각사례마다점검기준이될수

있는지표들을아래에설명하고있다. 

하지만아래에제시된목록이전부가아님을염두에두어야한다. 각국가별상

황과사례에따라서다른위험요소와지표가있을수있으므로각지역의맥락

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현지 실무자가 위험사정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

다. 지원단체와지역별관련법집행당국간에협력관계가형성되어있을경우,

위험사정과정은당국과의면밀한협의를통해실시되어야한다. 

일반위험사정

인신매매자의활동이야기하는일반적인위험에대한정기검토를실시할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설명하는검토절차는초반부터위험성을가늠하기위한방법이

다. 위험사정의 첫 번째 단계는 관련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사정하는 것으로

다음과같은지표들이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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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험사정지표

■해당국가내인신매매의범위와영향

■해당국가는출신국인가, 경유국인가, 아니면목적국인가, 혹은복합적성격의국가인가?

■얼마나많은인신매매피해자가지원서비스를필요로할것으로예상되는가? 

■조직범죄집단이인신매매에연루되어있는정도

■피해자나지원단체실무자들을대상으로조직범죄집단이계획하거나가할수있는

보복에대한정보또는발생가능성

■해당법집행기관의역량

■내부부패정도와이것이위험수준에미치는영향

■인신매매근절에대한정부의의지와지원수준

참고 일반위험사정을자체적으로실시할역량과자원이없는개별단체들은관련

정보를경찰, 국내또는국제비정부기구, 유엔기구, 정부간기구또는외국대사

관등을통해서얻을수있다. 

위험사정점검

일반위험사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험사정은 한 번만

실시하는것으로충분치않으며, 정기적으로사정하고업데이트시켜야만효과적

인보안조치를취할수있다. 점검주기는전반적인상황에따라다르게설정할

수있다. 

■위험사정을실시하고위험관리계획을수립하는일은모든지원단체의책임이다.

■위험사정은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 점검되어야 한다. 사례에 따라 고위험 시기에는

매주혹은매일점검이필요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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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에대한세부위험사정

지속적인일반위험사정을실시하고점검하는것이위험사정의필수적인구성요

소라면, 세부적인위험사정은특정사건이추가적인위험을발생시키거나기존의

위험수준을증대시킬때필요하다. 각각의사례가야기하는문제와위험은각기

다르기때문에사례별로이용가능한정보와지표들을바탕으로위험수준을사

정할필요가있다. 아래의목록은세부위험사정의대상이되는특정사건들의예

이다. 세부위험사정의대상이되는사건들이이목록에만국한된것은아니라는

점을참고하기바란다. 아래목록과더불어다음과같은위험요소들도위험사정

시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인신매매자로부터 탈출한 모든 피해자들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유무와 관계없이

인신매매자로부터보복당할위험이있다. 

■피해자가법집행기관과협력할경우인신매매자의자유를제한할수있기때문에보

복의위험이증가할수있다. 

■피해자가법집행기관과협력하고있거나그러할의도가있다는것을인신매매자가

알고있다고판단될경우, 위험수준은높아지고상황은더욱긴급해진다. 

위험을야기하거나증대시키는특정상황의예

■피해자가지원단체의도움을받기위해처음연계되는시점, 특히쉼터입소나법집

행기관과의협력이포함된일괄지원이예상되는경우

■피해자가이미법집행기관에증거를제공하였고어떠한근거에서든인신매매자가이

사실을알고있다고여겨지는상황에서피해자에대한이동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

■쉼터에입소한피해자의외부활동이계획되어있는경우, 예를들어병원, 보건소또

는타사회복지기관및지원센터방문이예정된경우

■지원단체에연계된피해자가법집행기관과협력하고있는경우, 예를들어진술,

신원조회또는경찰의법의학수사등법집행기관과의협조일정에맞춰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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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이에해당될수있다.

■법정에출두하는경우, 특히인신매매자의재판에증인으로참석할때에는인신매매자

본인도피의자의권리로서사전고지를받고피해자의증인출두에대해서알고있기

때문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 

■인신매매자에대해증언하기위해국가간이동을하게될경우, 인신매매자는피해자

의출신국이나목적국, 혹은두곳모두에서이동일정과경로를예측할수있기때문

에피해자또는이동에관여하는실무자의위험수준은더욱높아질수있다. 

■피해자나실무자에대한협박으로판단되는사건, 예를들어익명의협박전화, 아무

런응답없이반복적으로걸려오는전화, 모르는사람이나차량이쉼터주변에장기간

에걸쳐반복적으로나타나거나피해자혹은실무자를미행하는사건이발생하는경우

위험관리계획과문서화

위험사정은사정과정에서확인된위험요소를다루기위한위험관리계획과병행

해야한다. 이는일반위험사정, 위험사정점검, 세부위험사정모두에해당된다. 

■초기에실시되는일반위험사정부터위험관리계획이수반되어야한다. 위험관리계획은

최소한의보안기준과함께위험을최소화하고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적절한절

차를명시해야한다. 

■위험사정점검은피해자지원에있어지속적계획의일환으로실시되는것이기때문에

위험이증가하거나새로운위험이확인되는경우에만위험관리계획을재수립한다.

■특정 위협이나 사건에 대응해서 실시된 세부위험사정은 그것을 다루기 위해 갱신된

위험관리계획과병행되어야한다. 

위험관리계획은철저하게문서로기록되어야하며새로운위험요인이확인된경

우에는그에대한추가보안조치실행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위험사정을실시하고, 위험관리계획을수립하는일은피해자와실무자를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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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지원단체에게반드시필요한일이다. 모든보안절차는기록되고문서

화되어야 하는데, 문서는 전자문서의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밀문서로

취급되어야하며다음에제시하는개인정보와인신매매자료취급방법에따라다

루어져야한다. 

1.2개인과인신매매에관한비밀자료의취급과보안

피해자와인신매매과정, 그리고지원단체의실무자와관련된기밀정보는보안

유지를위한규칙에따라취급되어야한다. 

■지원 단체는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자료 수집의 목적과 용도, 그리고 당사자의 자료에

대한접근권에대해서충분히설명해야한다. 

■지원단체는특정한목적과사용을위한개인정보공개에대해당사자의충분한사전

서면동의가있지않는한공개하지않을것을보장한다.

■지원단체는지원실무자를상대로한조직범죄활동의위협이증가하고있다는사실

을염두에두고개인정보관리와처분에철저히책임을진다. 

기밀개인정보와인신매매자료의민감한속성과이에대한올바른취급의중요

성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사례 파일은 최대한 주의하여 취급해야

하며비밀보장에도각별히신경을써야한다.

다음의지침은개인정보를취급하는데있어지켜야하는최소한의기준과윤리

적의무에대해설명하고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각지원단체가다음의최

소기준에부합하는보안유지기준을자체적으로수립하고실무자들이그체계

를준수할수있도록지침을제공하기를권고한다. 유럽평의회「개인정보의자동

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1) 에서도추가할만한지침을참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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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인신매매피해자의기밀개인정보

피해자의기밀개인정보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인신매매피해자의신원이나위치를드러낼수있는개인정보, 의료기록

이나진술또는지원단체의보호를받고있는인신매매피해자와관련

된사적이고개인적인상세정보

1.2.2개인정보와인신매매에관한기밀자료의취급과처분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관련된여러업무의민감한속성을감안한다면인신매매피

해자에대한자료뿐만아니라지원단체실무자의개인자료와정보를다루는데있어

서도모범실천사례를준수하고비밀을유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권장되는주요정보취급원칙

■피해자와인신매매에대한일반적인자료뿐만아니라기밀자료취급전반에적용되는

주요원칙은‘구체적필요(need to know)’에의한정보교환원칙이다. 지원단체의

실무자는모든경우에이규칙을따라야하며, 관련정보를전달받을필요성과권리

가인정된내부인또는외부인에게만정보를공개할수있다. 

■각지원단체내부에서도부서간‘구체적필요에의한정보교환’에대한확인이필요

하다. 기밀자료가인신매매방지부서외부로유출되는것에대해각별히유의해야하

며지원단체내외부에서자료에대한보안유지원칙이성실하게이행되어야한다. 

■특히 지원 단체는 사전서면동의서 없이 피해자의 기밀 개인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하여서는안된다. 

■피해자가본인의기밀개인정보및인신매매관련자료의공개에대해서면으로동의

하였어도, 담당실무자는공개되는정보의내용이피해자또는그의가족구성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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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피해자및단체관계자등의위험을증가시킬가능성은없는지재차확인하여야한

다. 위험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경우에는정보공개에의한피해를최소화

하기위해자료를공개할권리를유보해야한다.  

기밀자료의사본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여러과정중에인쇄물이나올수있다. 기밀개인

정보및인신매매관련자료도때로는출력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IOM은이러

한경우기밀사항을담고있는모든인쇄물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지침을권

장하다. 

■모든사본은안전하게보관해야하며, 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지원단체또는쉼터의

사무실내에자물쇠로잠궈서보관해야한다.

■해당자료를사용할시절대로부주의하게두거나책상이나탁자또는타인이접근하

기쉬운장소에방치해서는안된다.

■사본이 더이상필요하지않을때에는반드시파쇄하거나분쇄하여철저히폐기해야

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해서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모든단체는사무실내에파쇄기를

비치하도록한다. 

1.3지원단체실무자의모범실천사례

다음은인신매매피해자를처음접할때권장되는행동지침이다. 모든실무자들

은다양한인신매매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외부인들이침투한경우가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항상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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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상황에서도기밀개인정보와인신매매관련자료는신원이불분명하고확인되지

않는대상에게전화상으로알려져서는안된다. 

1.3.1모범실천사례- 피해자와의최초접촉

피해자가직접걸어온전화접촉

■피해자와접촉할수있는모든방법을알아내고단체에연락할수있도록관련전화번

호를제공해피해자와연락체계를형성한다. 주소나위치는알려주지않는다. 

■피해자가협조하는경우, 전화번호를받은후확인차원에서즉시그번호로다시전

화연결을한후에상황에대해서의논하도록한다. 

■전화온시간을기록하고피해자가알려주는모든전화번호를기록한다.

■통화중에는가청거리에있는사람을경계한다.

타지원단체의연계를통한접촉

■피해자와관련된세부정보와사례에대한기록내용을모두확인한다. 

■피해자와상의한후인터뷰약속을잡는다.

■피해자에게주소와위치를제외한연락가능한번호를제공한다.

■단체의실무자들이위에언급된사항외에다른정보를제공하지않도록유의한다.

1.3.2모범실천사례- 피해자인터뷰

지원단체의실무자는단체사무실외에경찰서, 구금시설, 변호사사무실혹은

다른협력기관의사무실등외부에서피해자를만날수도있다. 그러한경우, 다

음의절차를따르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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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피해자지원단체의사무실에서인터뷰를진행하는경우

■안전상의문제가있다면, 사무실의위치를아는사람의수를제한하기위해사무실에

서떨어진곳에서인신매매피해자와의인터뷰를진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

■인터뷰는반드시약속을정하고그에따라서만진행해야한다. 

■협력단체를통해만남이이루어졌으며피해자가그단체의실무자가동석하기를원

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전에해당단체로부터실무자의신원을확인받아야한다. 

■사무실에도착하면, CCTV나현관문렌즈를통해피해자를출입구에서면밀히살펴보

아야한다. 

■단체사무실에서진행되는인터뷰도반드시별도의방에서진행되어야한다. 다만, 최

소한한명의실무자가주기적으로경과를확인하고인터뷰흐름이순조로운지여부

를확인할수있도록동료실무자에게인터뷰진행에대해알리도록한다. 

사무실외부에서인터뷰를진행하는경우

기본적인보안조치의일환으로, 지원단체외부에서진행되는인터뷰에는일반

적으로두명의실무자가참여한다. 하지만이것이항상가능한것은아니므로,

이러한경우다음과같은지침을권장한다. 

■만약피해자가다른단체를통해도움을요청하였을경우, 인터뷰는해당단체의사무

실에서진행될수있다.

■인터뷰가연계단체의사무실에서진행되는경우, 해당 단체실무자가최소한한명

이상인터뷰에동석해야한다.

■경찰서, 구금시설, 기타정부기관사무실에서인터뷰가진행되는동안에는최소한한

명이상의해당기관직원이건물안에있어야한다. 피해자가특별히요청하지않는

이상다른단체의실무자는인터뷰에동석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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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기타장소에서인터뷰를진행하는경우

■어떠한상황에서도피해자가제안하는장소에서인터뷰를진행하지않는다. 

■피해자와의만남은오직지원단체가정하는중립적인장소에서이루어져야한다. 

1.3.3개인보안

다음사항에유의한다. 

■완벽한보안이란없다.

■개인보안은위험사정및관리그리고개인보안에대한책임을통해확보될수있다.

■비록위험수준을재차강조하는것이실무자들의불안을가중시킬수있다하더라도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모든실무자는이에수반되는위험에대해인지하고있어

야한다. 업무를처음맡게되는새로운실무자들은모두인신매매와관련된보안절

차에대해상세하게안내받아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실무자는개인보안유지를위해주변환경과상황에대해

항상경계를늦춰서는안된다. 이는중립적인장소에서인신매매피해자와의만남이

이루어질때특히유념해야한다.

■인신매매사건과사례를논의하는경우에는항상가청거리에있는사람들을주의한다.

참고 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에서의구체적인보안관련사안과실천사례

에대해서는4장의4.2.6항을참고한다.

주/

1.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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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은표준화된식별체계를이용하여지원을요청한개별피해자가인신

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를

돕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관련지원단체가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중

어디에위치하는지와관계없이피해자를지원단체에연계하는과정과관련

된모든경우에적용이될수있는전반적인내용을제공할것이다. 이는여

성과남성인신매매피해자모두에게동등하게적용될수있으며, 특별한취

약성과욕구를감안하여미성년피해자들에게특히주의를기울이고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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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지원단체로의연계

인신매매피해자는다음과같이다양한이해관계자및기관들을통해지원단체

에연계될수있다.  

■경찰서, 보건당국, 사회복지단체와같은공공기관

■정부간기구와비정부기구와같은협력단체

■대사관, 교회, 종교단체및인권변호사등

■다른피해자, 친척이나친구

■성적착취를목적으로인신매매된피해자의‘고객’

참고 인신매매피해자를접한단체가피해자의욕구를충족시키고적합한지원을

제공하는것이어려울경우, 필요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단체를찾아해당피해

자를연계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2.2피해자식별의목적

타단체로부터인신매매피해자로추정되는개인을연계받은지원단체는우선

해당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인신매매피해자를밀입국자, 기타비정규이주자또는학대를받았거나취

약한상황에놓인개인과구별해야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그개인이인신매

매피해자이거나특별한지원을필요로하는사람이아니라다른목적을가지고

지원단체에침입하려고하는사람이아닌지주의해서판단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정확히식별하는것이중요한이유

■많은국가에서인신매매피해자는비정규이주자로간주되어제대로식별되지않은채

즉시추방되거나구금시설에보내지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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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피해자가필요로하는지원과보호는도움을필요로하는그밖의취약한사

람들이필요로하는지원과보호와는다를수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밀입국자나 기타 비정규 이주자들에게서 나타나지않는 긴급

하고즉각적인신체적·성적·심리적의료지원이필요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는심각한범죄의피해자이므로지원단체의실무자도관련된위협에

노출될수있다. 따라서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경우, 보안과안전에대한각별한

주의가필요하다.

■범죄조직들이도주했거나자신들에대해증언하려고하는피해자의위치를파악하기위

해정부간기구나비정부기구의피해자지원프로그램에침입하려고하는경우가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돕고여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지원단체들은인

신매매피해자가아니지만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들, 예를들어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 미혼모나비정규이주자를연계받을수있다. 유사하지만그들

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원 단체는 전문적으로

그러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에 대상자를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연계

작업을용이하게하기위해관련지원단체들의목록을상시업데이트시켜놓는

것이바람직하다. 

2.3피해자식별과정의한계

피해자식별과정의세부내용을살펴보기에앞서, 지원단체의실무자는다음의

내용을염두에두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식별절차는완벽하지도않고완벽할수도없으며, 인신매매피해자

로추정된개인에대한확인절차의무오류를보장할수없다.

■다음에제시된절차는인신매매에대한일반적인접근과피해자식별방법에기초하고

있다.

■국내적·지역적·국제적 맥락에 따라 다음에 제시될 많은사항들이 모순되거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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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지원단체들은현지상황과조건에맞추어기본개념들을

조정할필요가있다.

■다음의절차는피해자식별의일반적인틀을제안하는것으로, 현지지원단체는그들

의전문성과경험을토대로식별과정을활용해야한다.

■다음에 제시될 틀은 이상적인 조건하의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현장경험상이러한이상적인환경은드물다. 많은경우에사전인터뷰지표를

선정하기위한자료가충분치않으며, 대상자가질문에응답할의지가전혀없거나불

가능한상황도있다. 또한추가입증자료가불충분할수도있다.

■결국인신매매피해자의식별과확인은현지지원단체실무자의경험과판단에달려

있으며이는접근가능한모든정보에대한누적된사정결과에기반하여이루어진다.

2.4인신매매에대한이해

인신매매피해자를효과적으로식별하기위해서지원단체의실무자는이들을밀

입국또는가정폭력과같은학대와권리침해로인한피해자와구별할수있어야

한다. 여러측면에서이들피해자간에는유사점이있을수있지만사법처리절

차는매우다르기때문에이들을구분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는효과적인방법은각사례별로관련상황과접근가

능한정보를취합하여총체적으로판단하는것이며세가지관점, 즉법적맥락,

연루된범죄자의관점, 피해자의관점에서문제를바라보는것이필요하다.

2.4.1법적맥락

대상자가실제인신매매피해자인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인신매매에대한법적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별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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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한유엔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제3조가 제시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신매매에대한정의를살펴보아야한다.1) 또한「인신매매방지행동에관한유

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에서 제시하는 지역 차원의 인신매매 정의

를참고할필요가있다. 

많은나라들이이미국가적차원에서인신매매문제를다루기위해국내법을정

비해 놓고 있지만 상당수는 유엔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원 단체는 해당

국가의국내법에규정된인신매매정의를고려하는한편자체적인기준을세우기

위해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정의를참고할수있으며, 국내인신매매방지법이존

재하지않는경우에는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정의를기준으로삼을수있다. 

강조하고자하는바는, 어떠한법적정의가기준이되든지개별사례를법적맥

락, 즉해당법문에비추어분석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정의에따르면인신매매범죄의구성요건은행위, 수단, 목적세가지로구분할

수있으며이세가지상호의존적인요소가함께존재해야한다.

■행위- 인신을모집, 운반, 이송, 은닉또는인수하는행위

■수단 -위협이나무력또는다른형태의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남용, 상대의

취약성악용, 피해자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

제공또는수령

■목적-위에나열된수단으로사람을착취하기위한목적

의정서를위반하고인신매매범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위의세가지구성요건

을충족시켜야한다. 즉, 수단에의한행위가있고그수단과행위가착취를목적

으로하는경우인신매매가성립된다. 만약세가지구성요건중하나가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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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상의 인신매매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제3

조 C항에따르면아동의경우에있어서는이러한수단을사용하지않더라도인

신매매범죄로간주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의인신매매정의

시칠리아팔레르모에서2000년12월에체결된「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

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제3조

(a) 인신매매는착취를목적으로위협이나무력또는다른형태의강압, 유괴, 사기, 기

만, 권력 남용, 상대의취약성악용, 피해자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

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제공또는수령하는등의방법을동원하여인신을모집,

운반, 이송, 은닉또는인수하는행위를의미한다. 착취에는성매매에서의착취등

기타성적착취, 강제노동이나서비스, 노예제또는그와유사한관행, 예속행위

또는장기적출등이포함된다. 

(b) (a)에 규정된수단이사용된경우, 착취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는무의미

하다.

(c) (a)에규정된수단을사용하지않더라도착취를목적으로한아동의모집, 운반, 이

송, 은닉, 인수는인신매매로간주된다. 

(d) 아동은18세미만인자를의미한다. 

다음의요소들은인신매매와밀입국을구별하는데도움이된다. 

행위 - 인신매매자와 밀입국 중개자 모두가 사람을 운반하고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이둘모두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정의하는인신매매범죄의

첫번째요건을성립시킨다. 

수단 - 밀입국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제3조에 명시된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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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폭력, 기만또는권력의남용등을이용하여사람의자유의지를왜곡하려하

지않는다. 따라서수단의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는점에서밀입국은인신매매

와구별된다. 

목적 -밀입국중개자가사람들이처한지위의취약성을악용한다는점에서인

신매매가아니냐는논쟁이있긴하지만, 밀입국중개자는제3조에서설명하듯이

이주자를착취하려는목적을지니지않는다. 밀입국중개자와밀입국이주자간

의관계는오직금전적대가에따라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이동할때에만유

지되며, 둘의관계는불법입국이성립되는시점에서끝난다. 인신매매자와달리

밀입국중개자는이주자가입국한후에는관여하지않는다.  

밀입국(smuggling)과인신매매(trafficking) 간의연관성

인신매매 피해자는 종종자발적인 밀입국 이주자로 시작한다. 그러나 밀입국 중개자와

이주자간의관계가외국에입국해서도끝나지않고밀입국중개자가계속해서밀입국

이주자를통제하고위에서설명한수단을사용하여남성이나여성에게착취적인조건하

에서일하도록강요할경우, 이상황은더이상밀입국이아니라인신매매인것이다. 또

한그들은목적국에입국하면서인신매매되기쉬운상황에처한다. 이후밀입국이주자

는최초의밀입국중개자와아무연관도없는사람에의해모집되고운반되고착취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사람들이 종종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는데, 그들의 취약한

지위를아는인신매매자들은그들을모집하여강제노동을위해다른지역으로매매한다.

나아가밀입국방지의정서의초안을작성했던국제법률가들의접근방식을연구

해 보는 것도 인신매매와 밀입국을 법적 맥락에서 구분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밀입국방지의정서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교해 보면 법률 용어상의 분명한

차이가부각된다. 

밀입국방지의정서는 피해자가 아닌 해당 국가의 권리 침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밀입국방지의정서에는‘피해자’라는단어가등장하지않는다. 사실상국가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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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인셈이다. 또한인신매매는속성상국제적, 국내적, 합법적, 불법적이동을

모두포함하는반면, 밀입국은항상국경을넘는불법이동만을의미한다.  

유엔밀입국방지의정서의정의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에따

르면, 

(a) 이주자밀입국중개란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금전적또는다른물질적이득을얻

기위해해당국가의국민또는영주권자가아닌사람의불법입국을알선하는행위

를의미한다. 

(b) 불법입국이란입국하는국가의법적필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채국경을넘는

것을의미한다.

2.4.2범죄자

인신매매자와밀입국중개자를구별하기위해서는가해자의입장에서다음과같

은질문을해볼수있다. “그범죄행위의의도는무엇이었는가?”

인신매매는인신매매자가피해자를제3국으로입국시킨후, 또는국내에서의이

동이완료된후, 본인의이익을위해착취적이고강압적인관계속에서지속적으

로피해자를착취하는것이목적이다. 밀입국의경우수수료가지불되고불법입

국이 달성된 후에는 밀입국된 이주자와 중개자 간의 관계가 통상적으로 끝나게

된다. 어떠한수단에의해서든지강압적요소가두범죄를구별짓는핵심이된

다. 인신매매피해자의경우심각한위험부담을무릅쓰지않고서는인신매매자

로부터벗어나기어렵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33



034 2장 _ 인신매매피해자식별

2.4.3피해자

인신매매와밀입국을구분하는세번째방법은피해자의입장에서어떠한피해가

초래되었는지살펴보는것이다. 밀입국이주자가밀입국하는과정에서예상치못

한학대를당하거나심한경우죽음을맞이할수도있지만, 밀입국중개자와형

성하는불법적인관계에있어강압이나기만의요소는존재하지않는다. 

밀입국이주자가대개이동과정에서심각한위험에노출되는것으로보이지만,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를 당한다거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성 산업 또는

불법노동시장에서상당기간동안착취를당하지는않는다. 하지만이러한특

성대부분이인신매매범죄에서는나타난다. 

일부국내인신매매사례에서는인신매매를전통또는사회관습과구별하는것

이매우어렵다. 이로인해인신매매자나피해자를확인하는것이더욱어려워진

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채 탕감과 부족 간의 혈투를 종결시키는

의미로여성과소녀들을교환하기도한다.2) 이 때교환되는여성과소녀들은이

문제와관련해서의사를밝힐수없으며, 새남편이나그가족의권력과통제아

래놓이고가사노예또는성적노예로취급된다. 인도네시아에서도아동들을부

유한친척집에가사도우미로보내는관습이있다.3) 이아이들은대개매우어리

며고용인에따라서신체적또는성적학대를받거나, 장시간일을하게되고, 돈

을조금받거나전혀받지못할뿐더러, 숙식이형편없거나, 교육을받거나놀수

있는기회를갖지못하게된다. 대부분의사회에서는이러한전통적인관습이내

포하는학대와착취를의식하지못하며오히려정상적인것으로간주한다. 이러

한관습은피해자의입장에서, 그리고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기준으로검토되어

야한다. 개별사례들이인신매매에해당되는지별도로분석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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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인신매매현상

인신매매의피해자로추정되는대상자들을인터뷰하는데에는인신매매구성요

건에대한기본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여기서는지금까지알려진인신매매라

는복잡한범죄와그추세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인신매매추세는국가별·지

역별로다르게나타나며시간이지남에따라그수법이달라지기때문에유동적

인특성을보인다. 따라서지원단체는인신매매범죄에대한설명으로서아래의

내용을참고해야하며현지와국내및지역적특성을반영하여인신매매를이해

해야한다.

인신매매의규모

인신매매의 실제 규모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그이유로는관계기관마다다른인신매매의정의, 착취가발생하는지

역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의 부재, 그리고 인신매매자들의 은신 전략 등을 들

수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수의추정치는기관별로큰차이가난다. 예를들

어, 2005년미국국무부의인신매매보고서는전세계적으로국가간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6백만 명에서 8백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였고(국내 인신매매 제

외)4), 유엔아동기금(UNICEF)은전세계적으로120만명의아동들이매년인신

매매된다고추산한반면5), 국제노동기구(ILO)는전세계적으로약1,230만명

의 강제 노동자 중 적어도 240만 명이 인신매매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

다.6)

착취유형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노예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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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알려진바로는성적착취가더큰비중을차지한다. 성적착취를위한인신

매매는인신매매자들에게는가장수익적인반면, 피해자들에게는매일같이지속

되는신체적·성적·심리적학대로인해신체적으로그리고정신적으로가장피

해가크다. 

착취의유형은지역과장소에따라차이가난다. 예를들어, 유럽연합국가중에

서는성적착취를위한인신매매가가장우세한반면, 세계곳곳의다른지역, 특

히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신국인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남부 및 서부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와같은지역에서는농촌이나단순노동작업장에서의노

동착취와거리구걸을통한착취가많다. 전세계적으로국가간인신매매와국

내 인신매매를 모두 포함한다면, 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장 많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국가별·지역별차이는지원단체가현지상황을반영하는식별

체계를갖춰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인신매매피해자

마찬가지로남성과여성중인신매매에더욱취약한성별이어느쪽인지는확실

하게말하기가어렵다. 아마도전세계적으로는대부분여성과아동이인신매매

피해자라고할수있겠지만, 이는채무노동또는소년병으로젊은청년과소년들

이인신매매되는특정지역과국가에는해당되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 지원 단체는 이러한 국가별·지역별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

다. 이제부터설명하게될피해자식별지표를고려한다면더욱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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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인터뷰전사정지표

피해자식별과정은두단계로이루어져있다. 

■인터뷰전평가가능한지표에대한사정

■인신매매경험중모집, 운반, 착취단계에초점을맞춘인터뷰의진행

인신매매피해자식별과확인과정은인신매매의경험과관련된구체적인질문들

을묻기이전에먼저해당사례를둘러싼정황과조건을점검하며시작한다. 연

계기관또는지원단체를직접찾아온대상자의경우, 아래에제시된주제들에

대해예비질문들을던짐으로써관련정보를얻을수있을것이다. 

지표와관련된주의사항

아래의지표들은전반적인사정과정을돕기위해서일반적으로제시되는점검사항들이

며예외가있을수있다. 현지상황과맥락, 경험에따라별도의지표를추가하거나, 수

정할 필요가있을수도있다. 실무자들은맥락에맞게사정과정을수정하거나상황에

따라적절히확장해야할것이다. 각각의지표만으로는어떠한결론도이끌어내지못하

므로모든지표들을복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인터뷰전사정시고려할만한지표들은다음과같다.

연령

인신매매피해자의연령대를보면, 아동과젊은성인에대한인신매매증가추세

가눈에띈다. 따라서일반적으로피해추정대상의나이가많을수록인신매매가

아닐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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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또는강제노동을위한인신매매는주로더욱어린피해자들을대상으로

발생한다. 이는인신매매자와그의공범들이노예와같은상황의힘든육체적노

동에어리고체격조건이나은사람들이더욱적합하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성

착취도이와마찬가지이다. 성구매자는나이가많은여성보다젊은여성을선호

하기때문에, 성착취를위한인신매매도주로젊은여성들을목표대상으로한

다. 장기적출의경우에도어리고건강할수록인신매매자나잠재적인구매자에게

더유리하다. 또한상대적으로어린사람들이인신매매자에게더쉽게속고강제

와통제에더취약하기때문에어릴수록쉽게희생양이된다. 

그러나나이가많아도인신매매될수있다. 예를들어동남아시아의경우, 거리

구걸을위해태국으로인신매매되는피해자들은노인이다. 또한가사노동이나봉

제업을위해인신매매되는여성들은다양한연령대를이룬다. 이러한경우, 연

령은인신매매를가리키는의미있는지표가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령을인신매매의다양한지표들중하나로보면피해자들의

상당수는젊은층으로구성되어있다. 인신매매되는미성년자의수는매년증가

하고있으며성매매, 불법노동, 군사적목적, 강도또는기타범죄활동, 가사노

동또는장기적출등다양한목적으로착취를당할수있기때문에특별히더취

약하다.

성별

이성애적 성매매는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적인 성매매 형태로서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대부분성인여성과소녀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특히

10대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매매로인해남성인신매매또한증가하고있으므

로이를간과해서는안된다. 최근국내외아동인신매매는소아성애적학대, 섹

스관광, 상업적·비상업적아동포르노그래피제작을목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

세이므로인신매매는소년, 소녀모두에게위험하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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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에서 성별 간의 역할과 중요성은 관련 노동의 유형에

따라다르다. 광산, 농촌이나고기잡이처럼상당한육체노동을필요로하는곳이

라면인신매매는여성보다는주로남성을대상으로이루어질것이다. 반대로, 노

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작물 수확과 같은 가벼운 농사일이거나 공장노동 또는

가사노동이라면피해자는주로여성일것이다. 모든연령의남성, 여성또는아동

에대한노동착취는지역적으로발생하며, 전형적으로광업, 어업, 농업과같이

신체적노동이요구되는분야에서는소년과성인남성이, 제조업과가사노동에서

는소녀와성인여성이인신매매의대상이된다. 

국적/민족

피해자공급사슬은빈곤, 차별, 기회의결핍을포함한여러가지요소들에의한

착취에서발생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선진국출신일경우를제외시킬수는없

지만, 이러할가능성은굉장히희박하다. 하지만예외적으로성착취를목적으로

한인신매매의피해아동은미국과같은부유한선진국출신이많으며주로자국

내인신매매에의해발생하고있다. 또한일부지역에서는특정소수민족출신

들이인신매매에더욱취약할수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의 상황과 인신매매 추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인신매매는특정도시의상황에큰영향을받으며, 국가간인신

매매는타국가의상황에의해결정된다. 경제발전수준과구매자의수요정도

는인신매매가어디에서발생하는지에상관없이인신매매의방향, 규모, 그리고

구성을가늠짓는중요한요인이다. 

관련서류

인신매매가어디에서이루어지는지, 어떤경로를따라서이동하게되는지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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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해야하는서류의종류와내용이달라진다. 국내인신매매에있어신분증명

서류의소지여부는국가간인신매매에서보다덜중요하다. 본인의신분증명서

류를항시소지해야한다는법적규정이있거나인신매매자들이피해자를통제하

고복종시키기위해피해자의신분증명서류를갈취한경우가아니라면서류소지

의여부는문제시되지않을수있다. 

국가간인신매매에서도원본또는허위서류의사용이중요하지않을수있다.

특히아동의경우에는아예신분증이없이국경보안이허술한구간을넘어이송

될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는국가와지역별로다를수있으며국경통제

정도와허위서류위조의용이성에따라서도다를수있다. 

대륙간인신매매에서비행기, 기차또는선박등의교통수단이이용되는경우,

신분증명서류및출입국서류가없으면불법입국이되기때문에서류소지가필

수적이다. 소지하고있는서류는당사자에관한사실정보를담고있는원본서

류일수도있지만가명과허위국적을사용하여위조된서류일수도있다. 흔히

미성년자의나이를높이기위해서허위생년월일을적어넣기도한다. 이처럼위

조서류를사용하는경우인신매매자들은피해자가출입국심사나경찰의검사를

통과하는동안여권과출입국서류를피해자에게줬다가다시빼앗을수도있다. 

대륙 내 또는 대륙 간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맥락에서는 서류의

갈취가인신매매자들이사용하는전형적인통제와강압의기제이다. 따라서본인

의 신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또한편으로명심해야할점은대부분의망명신청자와밀입국자들의경

우에도본인의신분증명서류를소지하지않고있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따라

서서류소지여부를고려할때에는각사례마다그맥락과정황을충분히고려

한후개별적으로인신매매의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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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지

지원단체로연계되기직전에최종적으로머물렀던장소는중요한인신매매의지

표이다. 예를들어광산, 농촌, 공장, 식당주방, 어선, 가사노동장소등과성

착취의현장으로볼수있는성매매업소, 콜걸알선업소, 술집, 호텔등과같은

곳에서피해자로추정되는사람이최종적으로구조되었다면이러한장소들은착

취 및 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력한 인신매매의 지표가 될

수있다. 

맥락

연계기관에이르게되는정황도핵심지표로활용될수있다. 따라서연계기관

은연계를하게된과정과관련된정보를최대한제공할의무가있다. 예를들어

성매매업소에서경찰이나구매자에의해구조되었거나, 이민국관리또는경찰

이공장이나농장에대해실시하는단속을통해구조되었는지의여부를통해인

신매매와의관련성을고려해볼수있다. 다른지원단체에의해인신매매피해

자의신원이확인되고구조된경우에는식별절차가간소화될수있다.

학대의흔적

신체적상해의흔적은인신매매의유력한증거가될수있다. 밀입국사례들과는

달리 인신매매의 특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가한다는점이다. 관련정보가주어진상황이라면사정시학대의지속성여부를

유심히살펴보아야한다. 밀입국자도학대를당하거나위험한상황에처하게되

기도하며운반단계에서밀입국자들이사망하는사례도발생한다. 하지만해당

사례가인신매매인지밀입국인지를구별하기위해서는새로운장소에도착한후

가해지는학대의정도와지속성, 그리고인신매매자와피해자사이에강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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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이며착취적인관계가형성되었는지의여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연계기관의사정

인신매매방지활동에일조하고있는사법당국, 출입국관리소, 또는기타지원

단체를포함한전문가들의견해와사정결과는피해자식별및사정과정에적절

히반영되어야한다.

지원단체의지식과경험

지원단체의실무자는위의모든요소들을평가해야하고특정사례에대한정보

가인신매매방지활동과관련된그들의전문지식과경험그리고그지역에알맞

은방식으로다루어지고있는지자문해야한다. 

각각의지표들은한가지이상의방법으로해석이가능하므로판정을내리기위해서는

복합적으로평가하는것이중요하다.

2.6피해자식별을위한인터뷰

2.6.1미성년자인터뷰를위한특별고려사항7)

미성년자(18세미만인자)를인터뷰할때는다음의지침을따를것을권한다. 인

터뷰에관한추가유의사항과미성년자지원에관해서는5장5.5항을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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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특별한필요와권리에관해교육을받은실무자들만이피해아동을담당하고

인터뷰해야한다. 가능하면피해아동과동일한성별의실무자가인터뷰를담당한다. 

■인터뷰전에해당아동의사례에관한정보를조사하고, 명확하면서도친근한어조로

인터뷰를시작하도록한다. (라포형성을돕기위해해당아동이친숙한것에대해이

야기를한다.)

■대화를하는데안전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공간을만든다. (라포형성을돕기위

해장난감과책또는게임도구등을그공간에배치한다.)

■인신매매경험과관련없는놀이를하거나아이가친숙해하는주제로이야기를함으

로써라포를형성한다.

■아동과의대화시간을충분히할애하고서두르지않는다.

■꾸밈없고 격의없는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심문하거나 대답을 강요하는 태도를

취하지않는다.)

■아동에게적절하고친화적인언어를사용하도록한다. (특별히아이들이사용하는단

어를선택해서사용한다.)

■아동이쉽게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설명하도록한다. (가능하다면시각자료를사

용한다.)

■질문은해당아동의연령과지능을고려하여변형, 적용시킨다. 

■아동이스스로이야기할수있도록개방형질문으로시작한다. “그사람이너를학대

했니?”와같은유도질문을피하고, “그사람이무엇을했니?”와같이개방형질문을

한다.

■아동이자신이알고있는모든정보를이야기한것같은기미를보일때는상세한내

용을추궁하거나강요하지않는다. 하지만아이들은제대로된질문을받지않았을경

우, 관련정보를이야기하지않거나인터뷰진행자가듣고싶어한다고생각하는대답

을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한다.

■미성년자에대한인터뷰는부모의동석하에진행해야한다. 부모가없거나, 인신매매

에가족이연루되었다는의심이들거나그렇게알려진경우에는사전교육을받은후

견인, 심리상담사또는사회복지사가동석해야한다.

■인터뷰를마칠때에는잘했다고말해주며해당아동을안심시키고다시이야기가하

고싶을때에는언제라도가능하다는점을확실히알려주며마무리하도록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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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피해자의반응과그에따른대처

■어떤사람이인신매매되었거나, 밀입국되었거나, 비정규이주자가되었거나, 또는착

취및학대피해를입었거나취약한위치에있다면세심한태도로그사람의인권을

존중하며대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하기위해권장되는지침은「부록Ⅰ: 인신매매피해자지원

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에나와있다.

피해자식별인터뷰는지원단체의실무자에게쉽지않은일이될수있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신중하면서도의심이많으며정보를제공하는데있어매우조심스러워하는특

징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식별인터뷰중에인신매매피해자가갑자기큰충

격을받은사람처럼적대적이거나의심을하는태도를취하고, 공격적이거나방

어적인혹은이두가지가혼재된반응을보이는경우가드물지않다. 초기인터

뷰로는충분한정보를얻지못하고인터뷰대상자가인신매매피해자인지의여부

를가리는것이어려울수있다.9) 

인터뷰대상자가충격적이거나고통스러웠던사건과관련된질문에대답할준비

가되어있지않거나인터뷰를할의향이없을수도있다. 피해자가무기력하거

나말을삼가는데는많은이유가있을수있다. 그들은그들자신이나가족들에

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기억상실을겪고있을수도있다. 특히‘초기외상’단계나그들이처하게

된위험상황을처음으로인지했던시기에대한기억이상실될수있다. 실제로

이시기는관련당국과관계자들이더자세히알고싶어하는시기지만대상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사람의기억에서차단시켜버린사건이나시기에대해서질문을하는것은그들의

불안을가중시키고다른주제와관련된정보를얻는데에도도움이되지않기때

문에지양하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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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공개에대한기피

인신매매피해자는자신의인신매매경험에대해상세히설명하는것을꺼려하며특히

초기인터뷰시에는더욱그러할수있다. 따라서지원제공자는인내심을가지고피해

자를대해야하며개인적인판단을피하기위해다음의사항을인식해야한다. 

■인신매매자에대한두려움 :피해자들은자신이나자신의가족들에대한보복을두려

워할수있다. 

■법집행당국에대한두려움 :피해자는불법입국, 불법노동, 또는인신매매와관련

한 불법행위(예를 들어 성매매, 약물 사용 등)를 통해 법을 어겼기때문에 체포되는

것에대한두려움이있을수있다. 

■인신매매자에대한신의:피해자는자신을인신매매한자와인간적인관계를맺고있

을수있다. 이러한유대가있다고해서피해자가아니거나자발적으로행동하였다고

추정해서는안된다. 

■신뢰 부족 : 인신매매되는 동안 피해자는 대개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배신당해 왔다.

자기보호의식은다른사람을믿지못하게하고지원제공자의동기를의심하게만든

다. 

■기억상실 :외상이나다른원인(예를들어약물사용이나음주)으로인해피해자는자

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났는지에 대한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수도 있다.

피해자는비어있는기억을채우고상세하게구성하려고노력할것이다. 피해자이야기

의세부내용이변하는것은기억상실의결과일수있기때문에피해자가의도적으로

협조하지않는것으로해석해서는안된다.

만약에인터뷰대상자가급격하게불안해하는조짐이보인다면다시진행이가능

할때까지인터뷰를일시적으로중단하거나종결하여야한다. 인터뷰를진행하는

동안두려움이나심각한피로증상을보이는지등상대방의비언어적커뮤니케이

션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자가 급성 외상으로 괴로워할 경우,

인터뷰를더진행시키지말고심리상담사의도움을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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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제시할인터뷰지침의틀내에서, 지원단체소속의인터뷰진행자는이

해심을보이면서인터뷰의목적이인터뷰대상자를가장효과적으로지원하고보

호할수있는방법을찾기위한것이라고설명해야한다. 그리고이는인터뷰대

상자로부터적절한정보를제공받을때에만가능하다고인지시켜야한다. 식별

절차의목적은대상자가실제로인신매매되었는지의여부를판명하는것이며아

래의 질문들은 그 절차를 돕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인터뷰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느낄수있도록편안한가구와환경을제공하고배가고프거나목이마

르지 않은지, 추위를 느끼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은지 등 기본적인

욕구사항들이충족되었는지도반드시확인해야한다. 

식별을위한인터뷰는취약한상황에있으며외상을입었을가능성이큰피해자

와지원단체실무자간의첫대면에서부터시작된다. 첫인터뷰진행방식은진

행자의 상황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때 진행자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인터뷰대상자의당시컨디션과반응을고려해야한다. 질문지를두고일일

이질문을하는방식은상대방을불편하게할가능성이높으므로가능하면지양

해야하겠다. 인터뷰진행자는자신이담당한사례에적합한질문들이무엇인지

결정하고그에따라인터뷰내용을수정하여진행할수있다. 

식별과정상인터뷰가가지는중요성을고려할때, 인터뷰대상자가진행자의설

명과질문을정확히이해하는것이필수적이다. 따라서대상자가인터뷰의맥락

과상세한내용을이해하는데있어어려움을느끼는것처럼보일때에는어디에

서나통역사가동석할수있도록해야한다. 

본장에서설명하고있는인신매매식별지표및질문들은피해자식별과정지

원을 주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이를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 인터뷰방식은그무엇보다도피해자의컨디션

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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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
윤리적원칙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하거나지원하기전에모든지원단체실무자는이핸드북의

「부록Ⅰ: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을주의깊게읽고

검토해야한다. 

2.6.4피해자식별을위한인터뷰서식사용

본장의끝에첨부된피해자식별인터뷰서식(첨부자료Ⅰ)은인신매매피해자

를식별하고확인하는과정에서활용할수있는양식이다. 비정부기구나경찰과

같은기관에의해인신매매피해자로확인되어연계된개인들에대한정보를본

양식이나이와유사한서식에기입하면된다. 연계하는기관이이미사정을실시

하였다고하더라도, 연계받은지원단체는기존결과를확인하고해당피해자에

대한사례관리를자체적으로시작하기위해동일한절차를반복할수도있다. 

2.6.4.1인터뷰점검목록

다음의점검목록은지원단체의실무자를위한인터뷰기술들을간략하게제시

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할시참고할만한지침들은「부록 I: 인신

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에나와있다. 인터뷰를실

시하기전에이자료를반드시읽어볼것을권장한다.  

인터뷰진행조건

■가능하다면타인이엿듣거나방해할수없는장소에서인터뷰를진행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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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동석할수있는사람을제한한다. 피해자와인터뷰진행자, (필요한경우) 통

역사와아동의보호자, 법률상담가나심리상담가와같은자격을갖춘조력자만이참

석할수있다.

■인터뷰진행언어에대한이해력이의심되는경우에는통역사를확보하도록한다.

■휴대전화는반드시꺼야한다.

■독립된공간을사용하는경우에도방해를받지않기위해문앞에“방해하지마시오”

와같은팻말을비치해두어야한다.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터뷰 진행자는 가급적 인터뷰의 내용을

외부에서들을수없는장소를물색해야한다.

■단정적이거나심문하는둣한인터뷰진행방식은피하도록한다.

■인터뷰대상자가존중받고있고그들의견해를믿어주고있다고느낄수있게라포를

형성하도록노력한다. 

인터뷰의시작：소개하기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단체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설명해준다.

■인터뷰대상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느끼는지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화장실에가고싶어한다거나음료같은것이필요한지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고통이나불편을호소하거나응급진료가필요한지를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긴급한의료·건강문제를호소한다면, 그문제를의료전문가가검

진하기전에는인터뷰를진행하지않는다. 

설명하기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 단체의 역할과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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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상자가제공하는정보가어떻게사용될것인지설명한다.

■인터뷰가진행되는동안본인에게일어났던사건에대한질문이있을것이며, 이는기

억하기고통스럽거나힘든기억을되살려야하는과정일수있음을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에게충분한시간을가지고질문에답할수있다고알려주고필요하다

면언제든지쉬는시간을가질수있다고이야기한다.

■인터뷰는자발적동의를얻은경우에만이루어지며, 질문에대한답을강요받지않을

것이라는점을이해시킨다. 하지만더많은정보를제공할수록단체가도울수있는

것도더많아질것이라고설명한다. 또한단체가제공할수있는지원에도한계가있

을수있다고설명한다. (예를들어관련단체가인신매매피해자만을위한단체인지,

비정규이주자또는아동들을다루는지의여부등) 

■인터뷰대상자를직접적으로지원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인터뷰대상자에게적

합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곳을안내해줄것이라고설명한다.

인터뷰를시작하기전최종점검사항

■인터뷰대상자가제공하는모든응답은엄격하게비밀로보장될것임을고지한다. 정

보가어떻게다루어질것이고누구와공유되는지구체적으로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에게언제든지질문을해도되고설명된내용을명확히해달라고요청

하거나반복해서설명또는진술해달라고요청할수있다는것을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가지금까지설명된모든내용을분명하게이해하고있는지확인한다.

■현단계에서질문이있는지물어본다.

■인터뷰진행과참여에동의하는지질문한다.

2.6.4.2피해자식별을위한인터뷰서식작성

피해자식별인터뷰서식(첨부자료 I)은아래와같이여섯개항목으로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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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기본정보

■모집단계

■운반단계

■착취단계

■추가입증자료

■결정

인터뷰서식의모든항목을채우기위해서는인터뷰대상자의협력이필요하다.

인터뷰진행자는대상자가직접적인적개심이나외상과같은반응을보일수있

다는점과상황에따라인터뷰방식과시기가조정될수도있다는점을유념해야

한다.

인터뷰를실시하기전에인터뷰대상자에게다음사항을알려주어야한다. 

■지원단체에제공하는모든정보는철저히비밀로보장될것이다.

■질문에대한답을제공함으로써지원단체가상황에적절한지원방법을결정하는것

을도울수있다. 

■질문에대한답변을거부한다면인신매매피해자만을위한개별지원이힘들수도있

다는점을알려준다.

■인터뷰가끝나면그들에게적합한서비스와지원의종류, 그들을도울수있는단체에

대한정보, 그리고그들이원한다면어디서, 어떻게사법처리를할수있는지, 어떠한

법률지원과보호가제공되는지에대한설명을들을수있다는점을알려준다.

아래의질문들은본장의마지막에있는‘첨부자료Ⅰ: 피해자식별을위한인터

뷰서식’에있는질문과동일하다. 또한아래에제시된답변은일반적인설명이

며모든경우에예외가있을수있다는점을유의하기바란다. 어느한질문의답

변만으로문제가해결될수는없다. 앞서설명한사전인터뷰사정지표와함께

다음의질문과답변을함께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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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계

1. 피해자와모집인이어떻게처음만나게되었는가? 

인신매매자의개인네트워크및가족연결망에의해, 또는피해자가해외취업광

고를보고직접연락을취한경우모집인과피해자의만남이이루어진다. 

국내인신매매나지역내인신매매의경우, 특히강제노동을위한모집은대개개

인이나가족과의접촉으로시작된인신매매보다덜복잡하다. 아동의경우, 부모가

열악한경제환경으로인하여아이를팔거나, 아이의더나은미래를위해가깝거나

먼친척인‘모집인’의손에아이를보냈을수도있다. 대부분의경우아이가다시

돈을벌어돌아오거나유용한기술을배워돌아올것으로기대한다. 인터뷰진행자

는자식을깊이사랑하고다른곳으로보내는것외에선택의여지가별로없었던

부모를가해자로몰아세우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 

일부지역사회에서는노동착취를위한인신매매의역사가길고그지역의관행처

럼자리잡고있어공식적이거나눈에띄는모집구조가존재하지않는다. 마을이

나도시안팎의인간관계를통해농사일을위한모집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기도

하며, 강제노동을위한인신매매의경우에는구두로특별한취업기회가있다고알

려주는것만으로모집이이루어지기도한다. 때에따라피해당사자의동의로인신

매매가시작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 노동이주를장려하는곳에서는인신매매에

유리한제도가존재하기도한다.

성착취와국가간이동이관련된인신매매의경우, 모집은인쇄매체, 라디오, TV

또는인터넷광고를통해이루어지기도한다. 이러한광고는전형적으로해외취업

알선이나, 언어연수또는관광과같은다양한해외경험기회를소개한다. 또한젊

은여성을노리는경우, 직접시간과노력을들여남자친구가된후에인신매매하는

경우도드물지않다. 이 외에도인신매매자의성별과관계없이경제적인어려움에

처해있거나가족간불화로힘든처지에있는사람을노리고친절하게다가가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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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경우도있다. 자신의생활을과시하면서자신의제의를받아들이면비슷한

삶을살수있다고유혹하는방법으로대상자를속이고인신매매하는경우도있다. 

2. 최종목적지에도착했을때어떤일을할것이라생각했는가? 최종목적지는

국내지역이었는가, 해외지역이었는가? 최종목적지에서의급여나근로조건은

어떠하였는가? 

인신매매로인해발생하는착취의유형은매우다양하다. 주어지게될일의성격

과근로조건을사전에알고있었는지의여부는사례마다다를수있으며인신매

매자들이일하는방식에따라서도다를것이다. 확실한것은인신매매피해자가

일의성격, 근로조건혹은급여중어느하나에대해서는분명히속았을것이라

는점이다. 인신매매피해자는자신이하게될일과활동에대해서는완전히또

는부분적으로기만당했을수있다. 경우에따라서피해자는근로조건이나급여

수준은모른채단순히어떤종류의일을하게될것이라는것만알고있었을수

있다. 예를들어성인여성과소녀들은식당종업원이나댄서로일을하게될줄

은 알았지만 고객에 대한 향응 접대 의무와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종종일의성격에대해서알게되더라도적은임금이나무임금으로노예와

유사한상황에처하리라는것은알지못한다. 

일부출신국과목적국의현지당국또는관련단체들은인신매매와관련된취업

알선방식이나흔히사용되는수법에대해잘알고있을수있다. 이는특정인신

매매네트워크를축소시키는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3. 사전에모집인에게돈을지불하였는가?

인신매매범죄의목적이주로금전적인이득이기때문에인신매매의핵심에는금

전적인요구와대가지급등의거래가존재한다. 하지만인신매매가단지금전적

이득만을위해서이루어지지는않는다. 군사적이용이나강제결혼, 또는가사노

동을위한목적으로도인신매매가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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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인신매매자는피해자와일종의채무관계를형성하여이들의수입을챙기면

서빚을갚도록강요하고구속하기도한다. 

4. 출신국내혹은출신국밖으로강제이동되어착취를당하였는가?

일부인신매매사례는아동과젊은성인의납치를통해일어나기도한다. 납치는

인신매매를가리키는강력한지표이다. 

운반단계

5. 이동경비는누가지불하였는가? 

성또는노동착취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피해자들의대부분은가난하기때

문에자신의이동경비를지불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인신매

매자들은모집전략의일부로이동비용을대신지불한다. 하지만목적지에도착

하고나면이를채무로삼아피해자의수입을갈취하고피해자를통제한다. 이러

한 내용이 진술될 경우 이는 인신매매의 강력한 지표가 된다. 밀입국 중개자가

이동경비를지불하고밀입국이주자는목적지에서버는돈으로그빚을갚게되

는경우가많다. 금전적거래의조건과도착후이주자가처하게된상황을보았

을 때, 만약 밀입국 중개자가 피해자를 채무에 예속시킨 후 목적지에서 착취할

의도를가지고있었다면이것은밀입국으로보이지만실제로는인신매매이다. 

국내인신매매의경우에도이동비용이발생할수있고인신매매자가이를대납

함으로써피해자가빚을지게되는경우가많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특히이

동비용이비싸지않거나이동이어렵지않은국내또는인접국가간인신매매의

경우에는피해자가자발적으로취업의기회를찾아이동했을수도있으나, 목적

지에서인신매매자가취업에대한대상자의취약성을이용하여결국그들을통제

와착취의상황으로몰아넣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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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경을어떻게넘었는가? 공식적인절차를거쳤는가? 그경우본인의신분증

을사용하였는가? 아니면위조서류나허위비자를사용하였는가?

많은인신매매피해자들은도보로, 혹은차량에숨어비밀리에국경을건너게된

다. 하지만많은경우에본인의신분증명서류에허위비자를포함시키거나또는

서류자체를위조하여공식적으로출입국하기도한다.  

운반과정은맥락과경로에따라달라진다. 인접국으로의입국이나지역내에서

의이동은좀더쉽게비밀리에이루어질수있는반면에거리가있는국가로의

이동과입국에는공식적인이동수단을통해이동해야하며그에따른서류가필

요하게된다. 비행기, 기차, 선박을이용할경우에는보통출입국심사를통과해

야하기때문이다. 

사기로피해자를모집한경우, 인신매매자는의심을받지않기위해이동시피

해자본인의서류를사용하며합법적으로피해자를이동시킨다. 특히유럽과북

미에서성착취를목적으로인신매매를하는경우, 인신매매자들은피해자본인

의신분증명서류원본또는잘만들어진위조서류를사용한다. 피해자들을불법

입국자로숨기면서이동시키는것보다목적국내에서공식적으로자유롭게이동

시키는것이착취하는데있어보다유리하기때문이다.

7. 현재누가신분증명서류를가지고있는가?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들이 신분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를소지하지못하게한다. 증명서류의갈취는인신매매

자가피해자를위협하고강압하기위해사용하는전형적인통제방법이다. 하지

만앞서언급하였듯이서류미소지는망명과밀입국사례에서도공통적으로발견

되는특징임을명심해야한다. 

하지만이러한추세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피해자들은본인의서류를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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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도망가지못하도록다른방법으로통제당하거나위협을받는다. 따라서단

순히신분증명서류를소지하고있다고해서그사람이정상적인상태에서일하고

있다고단정지을수는없다. 

8. 경유국에서오랜시간체류하였는가? 그 때일을하였는가? 만약그렇다면,

어떤일에종사하였는가? 

인신매매피해자들이항상최종목적국으로바로이송되는것은아니다. 종종최

종목적지에도달하기전에수주또는수개월동안여러경유지에서착취를당

할수도있다. 이러한내용이발견된다면인신매매일가능성이높다. 

착취단계

9. 최종목적지에도착한이후어떠한일에종사했는가? 

인신매매의목표는강제적인착취이다. 여기서착취란성착취또는노동착취일

수도 있고 착취로 인정되는 기타 형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강제노

동, 성매매, 구걸또는거리판매나가사노동등과같은활동에강제로종사하고

있는경우국내인신매매를비롯한인신매매를의심해볼수있다. (피해자의장

기가 한 곳 이상 적출된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인신매매의 최우선 목표가 이득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갈취하는 것은 인신매매자의

주된행동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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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목적지에도착한후얼마만에일을시작하였나? 

착취 시기를 살펴보는 것도 인신매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

신매매의착취단계는최종목적지도착후즉시, 또는빠른시일내에시작된

다. 피해자를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이득을 취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

인신매매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착과 착취 활동의 시작 사이에 상

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비정규 이주자가 서류 미비로 직업을 찾지

못하고착취적인조건하에비정규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생각해볼수도있

다. 또한타국으로밀입국된사람이기보다국내에서인신매매된사람으로추정

해볼수도있다.

예를 들어 밀입국 중개 여부를 떠나 자유의지로 합법적 또는 불법적 입국을 한

여성이결국밀입국중개인과는상관없이성매매업에종사할수도있다. 이러한

경우는인신매매에해당되지않는다. 하지만고용주가이여성을이동시키고노

예와같은조건에서일하도록강요할의도를가지고고용한경우에는인신매매로

판명될가능성이높다. 

11. 특정한일에종사하도록강요받았는가? 만약그렇다면어떤방법으로강요

받았는가? 

인신매매범죄의핵심에는강압적인관계가존재한다. 어떠한일을하도록강요

당하는정도는피해자가납치되었는지또는취업사기를당하였는지의여부에따

라다르다. 납치된경우, 피해자는인신매매를당하는초기시점부터강요를당

하는 반면, 피해자가전적으로속아서인신매매자를따르게된경우, 목적지로

이동하자마자강요가시작되기도한다. 예를들어댄서또는식당종업원으로고

용될것이라믿었던피해자는인신매매자의본래의도를파악하게되면서성매매

를강요당하게된다. 

한편, 불법노동이나성산업에종사하게될것이라고사전에알고있었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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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경우, 노동조건이나임금갈취와관련하여보다더자세히알고나서야

강요가개입된다는사실을알아차리게된다. 

인신매매자는피해자를강요하기위해자유의지와존엄성을박탈할뿐만아니라

도망치지못하게하는등다양한방법을쓴다. 이러한방법에는피해자나피해자

의 가족 및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이나 위

협, 사회적·언어적고립, 정보공개에대한공포심유발, 낙인과거절당하는것

에대한불안감조성, 경찰에대한의심및외부기관에대한깊은불신조장등

이 포함된다. 나아가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들을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고

음식이나물에대한접근을통제한다. 또한무기나카메라또는감시견을이용해

피해자를통제하고감시한다. 만약인터뷰대상자가이와유사한경험을겪었다

면인신매매피해자일가능성이높다. 

12. 일을통해번급여는얼마였는가?

어떠한일을했는지에따라수입은차이가난다. 성매매를목적으로인신매매된

여성의수입은강제노동피해자의수입보다많을수있다. 하지만인신매매된사

람은 자신의 수입의 일부분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신매매자나

그의공범들이수입을관리하고갈취하거나나중에주겠다는거짓약속을하기도

하기때문이다. 

심지어 수입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의 경우에는

숙식을제공받는것이전부이고, 군사적목적의인신매매의경우에는약탈에참

여하고전리품을나누어가지거나임금대신에식량과마약을받는것이전부일

수있다.

13. 수입에대한권한이있었는가? 

대부분의경우에인신매매피해자들은수입의일부또는전부를박탈당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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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매자들이주장하는것처럼채무를갚기위한것일수도있고, 다른명목으로

공제되는것일수도있으며, 혹은아무런이유없이임금을갈취당하기도한다.

반면밀입국이주자는목적지에서돈을벌어이를관리하기시작하면서출신국에

남아있는가족들에게송금하거나필요한곳에지출을하기도한다.  

그러나인신매매피해자로추정되는사람이집으로돈을송금했다고해서인신매

매피해자가아니라고단정지을수는없다. 인신매매자들이피해자를안심시키

고도주를방지하기위해서임금의일부를주는것일수도있고, 피해자가족의

명의로허위계좌를만들어돈세탁을하는경우일수도있기때문이다.  

14. 인신매매자와공범들이피해자로추정된자에게빚을상환하게만들었는가?

만약그렇다면무슨명목으로얼마나상환하게하였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채무 예속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증명 서류의준비, 비자발급, 이동경비제공, 숙박 또는기타지출에

대한상환의명목으로크게부풀려진빚을갚아야하는것이다. 이러한피해자의

‘빚’은도착한후제공되는음식, 옷또는숙박으로인해점점불어날수도있다.

게다가일을하기위하여구입해야하는물품비나발생하지도않은손해또는절

도에대한거짓청구도포함되면서피해자가빚을갚는것이거의불가능해지기

도한다. 

이에대한예는세계곳곳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성매매에종사하

는서아프리카또는태국출신의여성들은흔히인신매매자에게 3만~5만불의

채무를지고있다. 남미에서는이주비용이나가족치료비용또는주택마련을위

한대출금이피해자에게선불로주어지며이러한채무로빚을진여성들은착취

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가사노동 착취를 위해 해외로 인신매매된

에티오피아 여성들은 이들의 이동 또는 서류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나‘취

업’알선비용을내도록강요받는다. 도착한후에는고용주로부터“중개인(인신매

매자)에게이러이러한명목으로지출을하게되었으니그비용을다갚게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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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임금에서삭감하겠다”는통보를받는다. 또한에티오피아에는강제적성매

매와착취적인가사노동에종사하는인신매매피해여성들에게파손, 손해또는

절도를이유로누명을덮어씌우고채무예속관계를악화시키는경우도있다.

15. 근로환경은어떠했는가? 

근로환경이비인간적이고제한적일수록인신매매일가능성이높다. 극단적인착

취조건하에피해자를지속적으로통제하는것은인신매매의주요특징이다.

16. 대상자에게주어진선택과이동의자유는어느정도였는가?

인신매매피해자는일의특성이나노동시간또는노동내용에대한결정권을거

의또는전혀가지지못한다. 게다가이동의자유가대개허용되지않으며한명

이상의인신매매자와동행하지않으면외부출입이불가능해거의격리된상태에

놓여진다. 

추가입증자료

피해자의 이야기를 입증하고 확인 절차를 돕기 위해 보충 자료를 사용할 수 있

다. 경찰이나협력단체또는피해자당사자가이를위한관련서류나기타보충

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그예는다음과같다.

■경찰기록이나출입국기록

■출입국서류또는여행티켓

■출입국신고서

■의료진단서

■고용계약서

■피해자의일기또는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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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증언자료

■착취상황의사진자료

■의료또는심리분석자료

결정

인터뷰가끝나고나면인터뷰진행자는앞에서논의되었던세가지항목과관련

된모든자료를함께평가해야한다. 

■인터뷰전사정지표(앞의2.5항참고)

■피해자식별인터뷰당시피해자의답변

■앞서논의된추가입증자료

이모든것을고려하고검토한후에는, 주어진조건하에서모든자료를바탕으

로 가능한 정확하게 인터뷰 대상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밀입국한 이주자인

지, 비정규이주상황에놓인경제적이주자인지, 아니면그밖의도움을필요로

하는 취약하고 착취적 상황에 놓인 개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을내린후에지원단체는대상자를자신이운영중인프로그램을통

해지원할것인지아니면다른지원기관으로연계할것인지를결정하게된다. 

인신매매피해자가지원서비스의적격한대상자로판명되지않거나본인이지원

받기를거절하는경우, 인터뷰진행자는‘비고’란에그이유를간략하게적도록

한다. 이는이후발생할수있는불만이나기타문제에대한대비조치인동시에

향후프로그램의개선에참고할수도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인터뷰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종

류, 도움받을수있는단체들에대한정보, 형사사법처리의절차, 그리고이용

가능한법률지원및기타보호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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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주의사항

‘첨부자료 Ⅰ: 피해자 식별을 위한 인터뷰 서식’마지막 부분의‘참고사항’란은

그어디에도해당되지않는기타관련정보를기록해놓는데사용할수있다. 

참고 ‘해당사항없음’은여러질문에서선택지로제시되어있다. 이맥락에서‘해

당사항없음’이라는답변은요구되는정보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뜻한다. 따

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거나 해당사항이 없거나 대상자가 답변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해당사항없음’에표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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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Ⅰ피해자식별을위한인터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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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목적은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최상의지원이어떠한방식으로이

루어져야하는가에관한단계적지침을지원단체에제시하는것이다. 이는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초기식별과확인에서부터귀환과재통합에이르는

과정에있어서출신국, 목적국또는제3국어디에서나적용가능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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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보호하는과정에서피해자의선호도와욕구존중하기

피해자가출신국이나지역사회로귀환하는것이항상최선의해결책이되는것은아니

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오히려출신국에서생명과자유에대한위협과박해를느낄수

있다. 따라서피해자를위해일하는단체들은이들이출신국으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

가는것을원치않을수도있다는것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출신국으로돌아갈수

없거나꺼려하는피해자들은목적국과경유국에서쉼터나다른특정한보호단체로보내

져야한다. 단체들은피해자가원할경우, 피해자가목적국에더오래머무르거나제3국

으로의이동허가를받을수있도록변호할수있어야한다. 한편지원단체들은피해자

가원하지않는다면출신지역으로반드시귀환할필요는없다는사실을명심하여야한

다. 가능하다면피해자가원하는곳에재정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본장은구체적으로다음의두가지관련요소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연계와재정착

■재통합지원

이들을각각살펴보면서다양한지원방식과지침들에대한폭넓은검토를실시

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인신매매라는 특성으로

인해각사례들은개별적으로다루어져야하기때문에, 본장이특정국가내의

특정개인에게적용할수있는모든범위의지원방식을완벽하게다루고있다고

는할수없다.  

뿐만아니라, 일정방식의재통합지원은재정적한계나각국가의사정등으로

인해때로는가능하지않을수도있으며, 하나의단체가피해자가요구하는모

든 지원을 제공하거나 피해자 확인, 연계, 귀환, 재통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피해자를지원하기는힘들다. 따라서이핸드북은목적국, 경유국, 출신

국, 그리고보호와지원의전단계에서일하고있는모든단체들을위해만들어

졌지만1), 모든내용이모든단체들에일괄적으로적용되지는않는다. 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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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지원과정을이해하고단체들간의공동작업을향상시키기위해전체적인

내용을읽어보는것이좋겠지만이중몇몇부분만이자신들이제공하는서비스

와직접적인관련이있을것이라는점을유념해야할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쉼터 및 여타 시설들에 관한 문제는 연계와

재통합과정에있어서특히중요한함의를지닌복잡하고민감한부분이다. 따라

서쉼터관리와관련된구체적인사안들은이핸드북의4장에서따로언급할것

이다. 

정신건강이나그와관련된문제들과같이효과적인연계와재통합에있어서필

요한사항들은모든단계에서고려되어야하므로, 본장은반드시보건과관련된

5장과연관지어읽어야할것이다. 

보호와직접지원의기본원리

관련인권원칙과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의거한다음의핵심원칙들은쉼터활동

을비롯하여지원단체에의해이루어지는모든지원과보호대책의지침이되어

야한다.

인권의존중과보호

인신매매는 본래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이지만 인신매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각

개인에게발생할수있는권리침해는더욱심각하다. 따라서모든지원과보호

노력은피해자의인권을회복시키는것은물론더이상의침해가발생하지않도

록예방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인권은모든인도주의적행동의기초가된

다. 지원단체들은「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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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과같은국제적·지역적수준의주요인권협약들과인권감시단체들

의일반논평,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권고한「인권및인신매매에관

한 원칙과 가이드라인(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과같은여러관련국제협정과

기준등에명시되어있는피해자의기본인권을반드시존중해야한다. 또한인

신매매피해자가이러한협정과기준이명시하는자신의권리와책임에대해인

식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동의(informed consent)

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제공되는모든지원은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피해자

의동의(이하사전동의로칭함)를바탕으로이루어져야한다. 피해자가지원단

체의프로그램에참여하게되는시점부터완전하게사회로복귀하게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지원 단체들과 협력 기관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가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관련조치와정책과정을설명해야할의무가

있다. 

피해자가글을읽고쓸수있는경우, 지원과정의몇몇단계에서는서면으로동

의를표할수있게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만약피해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

로의사소통하는것이불가능하다면통역·번역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

야한다. 

아동 피해자의 경우, 그들의 보호자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해야 하고

향후조치에대해동의를얻어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제12조에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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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우선적으로아동의의견을이끌어내야하고아동이필요로하는바를고

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 의사소통

수단을포함한이용가능한서비스, 가족추적상황, 출신국가의상황등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유엔아동권리협약(CRC) 13, 17,

22(2)). 후견, 돌봄, 쉼터제공및법정대리에있어서도아동의의견이고려되어

야한다. 이러한정보들은아동의연령과이해수준에적합한방식으로제공되어

야한다. 아동의참여는의사소통환경에대한신뢰도에따라달라지므로가능하

다면통역사가모든단계에서도움을줄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2) 

차별금지

IOM은 지원 단체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그들의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장애,

피부색, 사회계급, 인종, 종교, 언어, 정치적신념등에따라차별하지않도록차

별 금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단체는

협력기관및피해자연계단체도이를준수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비밀보장과사생활보호

피해자와관련된모든정보수집및의사소통과정은비밀보장과사생활보호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지원종료시점에이르기까지실무자들은피해자와관련된모든개인정보와사례

가비밀로지켜질것임을확신시켜주어야한다. 비밀정보에는피해자가제공한

정보, 보건서비스및다른여러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가제공한정보, 피해자

의법적지위와관련된정보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지원단체들은피해

자의사전동의하에구체적필요에의한정보교환의원칙에입각해정보를수집

하고공유해야하며, 실무자들이모든피해자의정보를책임감있게다룰수있도

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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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은지원단체들이피해자혹은다른사람의안전이문제가되는경우를제

외하고는피해자의사전동의없이어떠한정보도누설해서는안된다는규정을

마련하도록권장하고있다. 개인정보보관과관련된더많은정보와권장사항은

1장의1.2항과5장의5.16항을참고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일반논평 6

조29항과30항에따르면, 인신매매피해아동과관련되어있는당사국들은보

호자를동반하지않았거나보호자와떨어져있는아동에게도사생활에대한권리

를비롯한아동의권리보호의무를동일하게적용해야하며, 아동으로부터제공

받은정보를비밀로유지해야한다. 이의무는보건및사회복지모든분야에적

용되며비밀보장에는타인의권리에대한존중도포함된다. 예를들어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보존하는과정에서아동의출신국내사람들의안전, 특히아동의가족구성원들

의안녕에해를끼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아동의안전을위해서또는아동

의최선의이익을보장하기위해서아동의행방과관련된정보를그의부모에게

제공하지않을수도있다. 

자기결정과참여

지원단체실무자들은피해자들이그들의선택권과결정권을보장받고요구할수

있도록하기위하여자신들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가능한한많이참여할수

있게용기를북돋아주어야한다. 또한피해자들이자존감과자율성을회복할수

있도록도와주고자기자신에대해책임을질수있도록자신감을키워주며삶과

미래에대한통제력을얻을수있도록격려해주어야한다. 아동의권리와욕구

에대해서는앞서다루었던‘사전동의’부분을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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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된처우와지원

인신매매피해자들의경험이나환경에공통적인부분이많다할지라도, 실무자들

은피해자들의개인, 문화, 성별및연령의차이, 인신매매전후및그과정에있

어서의경험의차이를인식하여야한다. 따라서가능한한피해자에게맞춤형돌

봄과지원을제공하는것이좋다. 실무자들은지원과정전반에걸쳐서각피해

자의욕구와개별적환경에가장적합한보호와지원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여

야한다. 

포괄적이고지속적인지원

지원단체들은인신매매피해자의회복을돕기위해신체적·정신적서비스를제

공해야한다. 이러한지원은피해자들의신체적·심리적·사회적상황에따라포

괄적이고지속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에대한지원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원 단체들은

경험이많은다른단체들과협조계약을체결하거나연계체계를확립하는등적

절하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 

합리적인자원의배분

지원 단체들은 모든 서비스와 자원을 피해자의 욕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 단체의 실무자들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내용을알고있어야하고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정부기관등과협력하

여가능한한모든관련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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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최선의이익

아동에제공되는모든지원과보호는항상아동에게있어최선의이익을고려해

야한다는원칙에입각해제공되어야한다. 미성년자지원과관련된문제들은본

장에서보다구체적으로다루게될것이다. 아동을돌보고인터뷰하는데있어서

주의해야할사항들에관해서는5장5.5항을참고한다.  

3.1연계와귀환지원

3.1항에서는 피해자의 출신국이나 목적국, 혹은 경유국에서 피해자를 존중하

고 안전한 방식으로 연계하며 초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 과정을 설명하

고자한다.

3.1.1국가간연계

목적국이나경유국의경우, 피해자와관련하여크게네가지의시나리오를생각

해볼수있다.

■피해자가자발적귀환을지원받기위해경찰이나다른비정부기구에의해서지원단

체로연계되었다. 

■피해자가귀환을지원받기위해직접지원단체에연락하였거나가족이나지인에의

해연계되었다.

■피해자가비정부기구또는정부기관에의해귀환되었고지원단체는오직경유국이

나출신국내에서만지원을제공할수있다. 

■피해자가목적국이나경유국에서영구적이거나임시적인거주를바라고있다.

앞의세시나리오의경우목적국이나경유국내의연계단체3)는피해자가출신국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76



077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으로귀환하기전, 이를즉각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뿐만아니라

피해자의귀환이자발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또한출신국

내피연계단체에의해의학적·심리적·법적상담과같은재통합지원이이루

어질수있도록계획을세우는것도필요할것이다.

피해자가 목적국이나 경유국에서의 체류 허가를 원하거나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두려워하는경우, 피해자를유엔난민기구(UNHCR)와 같은적절한단체에

연계하거나다른단체들과협력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3.1.1.1국가간이동준비과정

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해지원단체들은피해자의귀환이자발적으로이루어졌

으며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사전서면동의에기초하고있음을확실히해야

한다. 이를위하여지원단체들은피해자가자발적귀환요청서에서명할수있

도록해야한다. 

자발적인귀환을준비하는데필요한기간은각국가의상황과개인에따라다르

다. 필요한서류를모두준비하는데는물론이고심리적·의료적안정을위해서

도시간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중요한결정을내리기에앞서피해자들이자신

의선택에대하여심사숙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시간적 요소는 피해자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중요한부분이다. 대부분의경우, 출신국으로의귀환과정은며칠혹은몇

주가소요되며이는제공될수있는서비스의범위를결정하게된다. 출발이전

단계에서는피해자의안녕이주요관심사이기때문에보안과건강문제에초점을

두지만, 시간이허락된다면다른서비스가제공될수있다. 

피해자와의 첫 만남에서 긴급 사항이 없는 경우, 첫째 날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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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취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이후실무자가앞으로의지원계획과피해자

가제공받을수있는지원내용에대해설명할것임을알려주어야한다. 

출발전의료지원

출발전의료지원은보통기본적인건강관리나긴급의료지원및기본적인의

료검진으로제한된다. 기본적인의료검진과정에서는다른피해자나지원단체

실무자들의건강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전염성질병과적응및귀환과정

에서공중보건에위험을초래할수있는결핵과같은질병등에대해특별히주

의를기울여야한다. 피해자의건강상태에대한검사는귀환과정을방해할가

능성이있는건강상의문제가있는지의여부와귀환여정에서의료지원을필요

로하는지의여부를알수있도록진행되어야할것이다. 

출발전의료지원은신중히이루어져야하며긴급한신체적·심리적필요가있

는경우에한하여치료를실시해야한다. 예를들어각국가들은서로다른약물

관리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피해자가시작한약물치료를귀환하게될국가

에서는지속할수없을수도있다. 따라서장기적인약물치료과정은귀환전에

시작하지않는것이좋다. 만약피해자의상태가위급하여본국에도착하기까지

치료를지체할수없는상황이라면, 지원단체에의해고용되거나국가에서지원

하는전문의에게치료받을수있어야한다. 만약출신국에서특정질병에대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적국이나 제3국에서 이러한 지원이 제공될

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귀환지원방법과범위에영향을미칠수있는어떠한

의료상의문제든지피연계단체에고지해야한다. 

임시거처

안전과건강문제를모두고려한자발적귀환과정을준비하고조정하는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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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걸린다. 따라서이때피해자가임시적으로머물수있는안전한거처가

제공되어야한다. 지원단체가쉼터를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지역내국

제기구, 비정부기구, 정부기관등을통해거처를제공받을수있을것이다.

임시서류및비자

일반적으로피해자들의신분을증명할수있는서류는인신매매자들에의해압수

되었을것이므로피해자는신분증명서류를비롯하여출입국에필요한서류가없

을수있다. 출입국에필요한임시서류나신분증발급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

는다소복잡하고시간이소요되더라도관련대사관이나영사관등에연락을취

해서류를요청해야한다. 그러나피해자가망명을신청하려는계획이있거나망

명신청및승인절차를진행중일경우에는연락을취해서는안된다. 

한편, 목적국내의관련대사관등에모두연락을취하여서비스제공프로그램

에대해설명하고그들이피해자의귀환에어떻게도움을줄수있는지를모색하

는것은좋은생각이될수있다. 또한대사관이나영사관과의접촉에관하여추

가적인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출신국내의피연계단체와협력하는것도좋

은방법이다. 

보안경보

보안을확실히하기위해서는정보를비밀로유지하고최대한소수의사람에게만정보에

접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이가장좋다. 심지어호의적이고신뢰할수있는인

물조차피해자와실무자를해치고자하는누군가에게자기도모르게정보를제공하게될

수있다. 따라서외교관을비롯하여외부의누군가와의사소통을할때에는최소한의정

보제공으로필요한서류나지원을얻을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출신국으로

돌아가는것을두려워하여쉼터에남아있기를희망하는피해자의경우에는대사관이나

외교사절단등에지원을요청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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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귀환

인신매매된미성년자의자발적귀환은복잡하고민감한사안이될수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6조 84항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출신국

으로의귀환이아동의기본적인인권을침해할위험이있는경우혹은강제송환

금지원칙이적용되는경우귀환은선택사항이될수없다. 출신국으로의귀환은

그것이아동에게있어최선의이익을보장하는경우에만이루어져야한다.”지원

단체는인신매매피해아동이법정후견인의권유에따라자유롭게귀환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험사정결과아동의귀환이안전하다고확인되었을경우에만귀

환지원을제공해야한다. 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자가출신국또는제3

국으로귀환하는것을지원할때에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보장되어야한다.4)

■아동의최선의이익은모든과정에걸쳐모든단체가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사

항이다. (이는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따른것으로대개연계국가의법, 정책등에

구체화되어있다.) 

■아동의참여, 그리고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 권리

■부모또는법정후견인의동의

■가족에대한추적(가족에대한추적이아동의최선의이익과가족구성원의권리를해

치지않는경우에한하여)5)

■아동과보호자에대한충분한정보와상담

■가족의 지원(아동을 돌보기 위한 가족의 동의와 능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가족사정또는피연계국가의재통합체계를고려한적절한지원제공자사정

■연계국가의법에따라아동은부모를대신할수있는사회서비스단체의보호아래에

있어야한다. 가능하다면아동이연계되기이전에관련단체의허가를얻어야한다.  

■인신매매에아동의가족이관련되어있다고의심이되는경우, 만일의사태에대해주

의를기울이는것이중요하며인신매매과정에서가족이연루되어있는지의여부를확

인하기위해서는가족에대한사정이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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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정

자발적귀환과정에들어가기에앞서개개인을위한보안사정이이루어져야한

다. 보안위험을사정하고완화하는것에대한더많은정보는이핸드북의1장

을참고한다.

어떤사회내에서는한여성이그의가족에게불명예스러운일을저질렀을경우그를멀

리하거나심지어살해하는것이문화적·사회적·법적으로용인되기도한다. 따라서피

해자가폭력에대한가능성을우려하고있을경우혹은폭력을우려할만한기타이유들

이존재하는경우, 피해자와함께다른대안에대해논의한후이를적극적으로실행해

야한다.

출발전재통합계획

출발전재통합계획은아래에서설명하고있는것처럼기초의료검진을포함한

기본적인개인사정에한정되어야한다. 주로피해자의욕구에초점을맞추지만

상황별로각기다른가능성이나피해자가가지고있는개인적동기도고려할수

있다(3.2.1항참고).

재통합계획수립의완성은피해자의재통합지원을책임지게될목적국내의피

연계단체에맡겨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피해자에게실현가능한선택권을제

시하는동시에피해자의효과적인재통합과정에방해가될수있는비현실적인

기대를심어주지않는것이다.

이동보조금

피해자에대한이동보조금이나물과음식과같은관련물품을제공하는것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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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귀환을위한필수조건이되는경우가있다. 이동보조금이나물품의제공

등은 피해자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유국을 거쳐서 이동하는

경우이는식사비등모든소요비용을충당할수있을정도로제공되어야한다.

가능하다면피해자에게현금보다는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해야한다. 예

를들어박스로포장된식사나의약품과같이미리준비된편의물품을제공하는

것이때로는가장좋은방법이될수있다. 이를통해이동중의현금분실이나

불필요한지출을방지할수있다. 

피해자를위한지원은최종목적지에도착하자마자준비하는것이최선이다. 목

적지에사무소를가지고있지않은지원단체들은필요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

신뢰할만한협력자를찾아보아야한다. 그러나만약피해자가적절한재통합프

로그램이존재하지않는지역으로귀환하고싶어한다면, 귀환이전에의료지원

및재정착보조금과같은다른형태의직접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피해자의출발전준비

지원단체는앞으로이루어지게될귀환지원에대하여기본적인개요를제공해

야한다. 귀환하는피해자들은귀환하기까지얼마만큼의시간이소요되는지에대

해특히관심이많다. 따라서개별상황(예를들어신분증명서류의구비여부)에

기초하여실무자는필요한단계와과정을완수하는데걸리는평균시간을가늠

하고이를피해자에게확실히알려주어야한다. 또한출발이예상보다빨라지거

나지연되면피해자들이놀랄수있으므로출발과정을앞당기거나지연시킬수

있는요소들에대해서도피해자에게미리언급해두어야한다. 

피해자의귀환이아무문제없이안전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단체는피해

자의귀환전준비를도와주어야하며, 다음과같은정보를제공해야한다.

■피해자의권리, 가능한선택권, 귀환과관련된규칙및이에대한정당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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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연계단체의전화번호와그곳에서만나게될사람의이름

■이동보조금을수령할경우보조금지급

■약물치료중인경우이동중음주금지규정

■피연계국가에서가능한지원

피해자에게재통합관련다양한선택권들에대해알려줄때, 최종적인재통합계

획은피연계국가에서의재통합최종사정이끝난후에이루어질것이라는점을

강조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실무자가귀환에관한잘못된정보를제공할경우피해자의효과적인재통합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피연계국가에서선택가능한사항들에대해현실적인그림을

제시해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다. 

지원단체는피해자의출발혹은연계에앞서다음의조건들이충족되는지를확

인해야한다.

■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상태가현재의거처나임시체류시설로부터안전하고자발

적으로떠나는것이가능할정도로양호한가? 

■피해자가모든출발과정에대하여이해와동의를표하였는가?

■도착했을때피해자가임시적으로나마머무를수있는안전하고적절한장소가마련

되었는가?

■피해자의모든법적·행정적신분증명서류및출입국서류들이출발에앞서준비되었

는가?

■모든관련된서비스연계및사후지원에관한제안을피해자에게설명하였는가?

■피해자를피연계국가내에있는지원단체로연계할때, 필요한모든서류와유효한

보안정보가피연계단체로전달되었는가? (다음내용참고)

■경유국또는피연계국가내의협력단체나다른지원단체에피해자를연계하는과

정에있어서이동과서비스를위한모든준비가마무리되었는가? 또, 협력단체나다

른지원단체들에게제안사항이전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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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경우, 의료지원을위한서류및진행과정과관련된자료등모든관련개인

자료를피해자에게제공하였는가?

■출발, 이송, 사후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 대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

는가?

경유국또는목적국에서의임시체류허가를원하는피해자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제7조에서는당사국들에대해서가능하다면인신매매피해

자들이임시적으로나영구적으로체류할수있게하는법안이나조치를마련하도

록권장하고있다. 임시또는영구체류허가(예를들면임시적이거나인도주의

적목적의비자)를부여하는제도가있는국가들은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관련

절차와 단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예를

들어피해자가인신매매자에대한법적대응과비자발급을동시에진행하고있

는경우)과지원단체의행정적경험(서류작업을진행하고결정을받는데소요

되는기간, 성공가능성등)을기초로필요한단계들과그과정을마무리하는데

걸리는대략적인기간을산정해야한다. 또한절차진행을앞당기거나지연시킬

수있는사항들을피해자에게미리알려주어피해자들을당황하게할수있는요

소들을최소화하는동시에그들이이에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지원단체

들은지원과정에서시간이얼마만큼소요될것인지를파악하여어떠한서비스를

제공할것인지에대해적절한계획을세워야한다. 

경유국또는목적국에망명하기를원하는피해자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지원 단체들은 어떤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출신국가나사회로귀환하는것을두려워할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있어야한

다. 따라서피해자가인신매매자로부터탈출하여어디에서도움을받던지목적국

이나경유국에서의망명절차나그외의다른보호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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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피해자들이그들의출신국가로귀환할경우위험에처할가능성이있다는

사실은인신매매방지의정서제14조의유보조항을통하여알수있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제14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이인신매매방지의

정서의어떠한내용도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등을포함한국제법에서규정하

고있는국가와개인의권리, 의무, 책임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는특히난

민지위와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다루고있는

1951년난민협약과1967년난민의정서에서도적용될수있다.”

국제적 보호의 초석으로서 종종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언급된다.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서 다루어진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된다. 이

는곧시간이지남에따라 1951년난민협약의회원국이아니었던국가들을포

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다음과같은강제송환금지의원칙을준수해야할것이다. (ⅰ) 망명신청

자나난민은그들의생명과자유가위험에처할수있는곳으로송환되어서는안

된다. (ⅱ) 밀입국혹은인신매매를당한망명신청자나난민이그들의생명과자

유에해를끼칠수있는국가로송환될가능성이있다면, 그들이자국혹은다른

어떤국가에서안전한장소를찾는것을방해해서는안된다. (ⅲ) 학대로부터벗

어나국경에도달한피해자들에대해자국영토로의접근을거부해서는안된다

(망명가능성을열어둠).

강제송환금지의의무는「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간적인또는굴욕적인대

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의

제3조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지역적 인권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유엔인

권특별위원회일반논평 31조 12항6)은 출신국내에서의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

인대우및처벌을두려워하고있는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인권보호의의무를

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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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관련하여서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일반논평6조에서다음과같이명시하

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협약의제6조와제37조에서중요하게다루고있는것처럼, 아동을귀환

시킬예정이있거나아동을귀환시키려는정부당국은아동에게돌이킬수없는

위험이실제로발생할가능성이높은국가로아동을보내서는안된다.”7)

만약 재(再)인신매매, 인신매매자나 범죄 조직의 보복, 사회적 외면과 배제, 차

별, 학대 등을 두려워하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출신국으로 귀환된다면 강제송환

금지의원칙에위배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출신국에서다시인신매매

되거나인신매매자나인신매매조직과연관된자로부터보복, 괴롭힘, 협박등을

당하는것을두려워할수도있고, 관련정부기관으로부터의협박이나차별또는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배제나 외면 등을 염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가족에 의해 인신매매된 피해 아동들은 출신국의 지역 사회로 귀환하였을

때학대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크다.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따르면, 난민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

단의구성원신분또는정치적견해등을이유로박해받을우려가있다는합리적

근거가있는공포(well-founded fear)로인하여, 자신의국적국밖에있는자

로서, 그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

보호받는것을원하지아니하는자”를이른다. 이정의에서언급한다섯가지이

유로인하여출신국으로부터박해를받을지도모르는인신매매피해자들은난민

지위를획득할자격이있다. 인신매매상황에서비롯될수있는경험과인권침해

는박해, 보복, 괴롭힘, 위협또는각종형태의협박등으로이어질수있으며,

사회적외면과배제는피해자개인의사고방식, 감정및심리상태에해를끼칠

수있다. 이와같이인신매매피해자가겪었을다양하고잔혹한형태의인권침해

경험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될수있기때문에난민으로서의권리를요구할수가있게된다.

인신매매피해아동의망명문제에있어서는아동학대가가지는특성을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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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과성별에특히유의하면서난민의정의에접근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

아동의경우아동포르노, 아동성착취, 강제노동, 낙타기수, 강제입양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착취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엔난민기구

(UNHCR)의「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인신매매피해자및인신매매위험에처한자에대한1951년난

민협약 1A(2)항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적용」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난민의

정의를어떻게적용해야할것인가에대하여구체적으로서술하고있다.8)

출신국으로귀환하는데두려움을느끼고있는인신매매피해자가1951년난민

협약에의거한난민의지위를획득하지못했다할지라도개별국가의법률에따

라영구적또는임시적으로체류허가를받을수도있다. (위의‘경유국또는목

적국에서의임시체류허가를원하는피해자들’부분을참고한다.)

지원단체에서일하고있는인터뷰담당자들과상담사들은출신국에서학대를받

은적이있는피해자를식별하는데주의를기울여야한다. 상담과정이나피해

자초기식별인터뷰에는피해자가느끼고있는위협과두려움을파악할수있는

질문들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모든피해자들은어떠한곳에서어떻게망명신

청이가능한지그리고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특별체류허가를얻기위해서는

어떠한절차를거쳐야하는지에관해정보를얻을수있어야한다. 

난민지위를얻게된인신매매피해자는망명한후에도추방, 처벌혹은재인신

매매에대한두려움을느낄수있다. 만약이들이난민지위를얻은국가에서위

험에처하게되거나망명한국가에서필요한도움을얻을수없게된다면제3국

으로의재정착을고려할필요가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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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국외지원단체와의의사소통과정

귀환과정을서로조율하고보안상의위협을피하기위해연계및피연계지원

단체들은지속적이며즉각적으로정보를교환해야한다. 최소한의기준으로서다

음과같은사항들이있을수있다.

■연계단체의지원요청통지

■피연계단체의지원요청확인

■연계단체의재통합지원요청

■피연계단체의재통합지원요청확인

■연계단체의출발확인

■피연계단체의도착확인

보안경보

의사소통내용들은외부에유출될수있다. 따라서피해자이송에있어서보안을유지하

기위해서는이송관련세부사항에대한의사소통과정에서보안을유지하는것이매우

중요하다. 모든 의사소통은암호화된이메일이나보안이잘된전화등과같이가능한

한최고수준의보안상태에서이루어져야한다. 

연계단체의지원요청통지

연계단체가피연계단체에제공해야하는정보에는다음이포함되어야한다.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과출신국내의거주지(출신국으로귀환하는경우)

■피해자식별인터뷰서식(2장, 첨부자료Ⅰ참고)

■현재의건강상태나의심되는건강상의문제점혹은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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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및위험사정

■ (경우에따라) 출발예상날짜와시각

■그외다른관련요소들

인신매매피해자의신원확인및식별을위한지침들은2장첨부자료Ⅰ의피해자

식별인터뷰서식을참고하기바란다. 비정부기구및관련연계단체들은피해

자를식별할때마다그가실제로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준하는인신매매피해자

인지를확인해야한다. 피해자식별인터뷰서식은이과정을수행하기위한중

요한도구가될것이다. 

위에서제시한정보들은피연계단체와공유해야한다. 피연계단체는이에대

한정보및연계단체와의상의내용을바탕으로하여연계된피해자가단체내

부프로그램과지침에따라지원을받기에적합한지를결정하게된다. 

피연계단체의지원요청확인

피연계단체는피해자로식별된자가실제로인신매매피해자이며해당단체의

재통합프로그램에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 연계단체에피해자수용이가능하

며피해자에게재통합지원을제공할것임을통보해야한다. 

그러나만약식별된자가인신매매피해자가아니거나그외의다른이유로지원

에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 지원을받을수있는전제조건을충족시키지못

했기때문에지원이불가능하다는점을연계단체에게알려주어야한다. 또한필

요한지원을제공할수있는다른단체에해당피해자를연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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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확인메시지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 출신국으로귀환하는경우출신국내의거주지

■피해자가재통합지원을받을자격이있는지혹은없는지를피해자확인및식별지침

에따라확인한내용과그결과

■피해자를언제, 누구를통해연계받을수있는지에관한확인내용

■ (필요한경우) 추가정보에대한요청

■피해자가해당단체의지원을받기에부적합하다고판단된경우다른단체로의연계

연계단체의재통합지원요청

피해자에대한확인과연계가이루어진후에는연계단체에서피연계단체로의

재통합 지원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요청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야한다. 그러나이과정이재통합계획에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다. 재통

합계획은피연계국가내에서재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단체에의해수립되어

야하기때문이다. 다만피해자가구체적인요구사항을제시하였거나연계단체

가그러한필요사항을알고있는경우에는피연계단체에전달하여야한다. 

피연계단체의재통합지원요청확인

피연계단체는연계단체로부터의재통합지원요청을검토한후지원제공여부

를결정하여야한다. 만약지원이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면, 이를연계단체에게

알려주어야한다. 그리고연계단체가요청한내용에있어서재정적인지원이필요

한경우에는이부분에대해분명하게언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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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단체의출발확인

피해자가지원을받게되었고이를위해피해자가국외로이동하게된경우에는

연계단체에의한출발확인이이루어져야한다. 피해자가출발한즉시이에대

한확인내용이피연계단체에전달되어야하며, 본래의일정에급작스러운변

경이발생할경우에는이를반드시강조하여알려주어야한다. 출발이후의확인

사항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과거주지

■이동 관련정보(이동 수단, 항공사의 이름등), 최종 목적지에도착하게되는날짜와

시각

■이동동행인의이름

■그밖의관련정보

피연계단체의도착확인

피연계단체는피해자가도착했을때이메일혹은전화등을통해서연계단체

에도착확인사실을전달하여야한다. 도착확인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은다

음과같다.

■피해자의이름

■생년월일

■피해자의도착사실확인내용과도착시점

■그밖의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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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국가간이동과정

이동계획

귀환지원이승인되고이를위한자금이조달되었다면, 출입국과신분증명에관

련된서류가마련되는동안임시이동일정표를작성해야한다. 이동일정은피

연계단체의근무일을고려하여최대한빨리그리고낮시간동안에피연계국

가에도착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임시이동일정표가완성

되었다면피연계단체에게이를미리통보해야한다. 

이동수단

지원단체는피해자가인도적인방식으로무사히귀환될수있도록연계국가와

피 연계 국가 간의 귀환 과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예측하기쉽다는안전상의이유로비행기로이동하는것이기차나버스를이용한

이동보다대개선호되는편이다. 만약비행기로이동이불가능하다면경유지점

을최소화할수있는다른경로나이송수단을찾아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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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가간연계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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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국내연계

지금부터설명하게될실행과정들은스스로출신국가로귀환하였거나관련단체

들에의해연계되어재통합지원을받게된피해자들이안전하게연계와재통합

과정을마무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수적으로점검해야할사항들이다. 이는

다음과같은세가지상황에서적용가능하다. 

■피해자가목적국에서추방되거나혹은행정절차에따라출신국에귀환된후, 지원을

받기위해관련단체에연계되는경우

■피해자가스스로출신국에귀환한후, 지원을받기위해관련단체에접촉하거나지원

단체에의해연계되는경우

■피해자가출신국내에서인신매매된경우

이중에어떤상황에대해서도피연계국가내의지원단체는피해자수속및재

통합지원에관련된모든사안들을다루어야할것이다.

3.1.2.1국내이동준비과정

모든지원은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피해자의사전동의에기반해야한다.

이는서면으로, 그리고피해자가문맹인경우에는구두로기록되어야한다.

의료지원

재통합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 단체, 정부 당국은 피해자를 이동시키기에 앞서

그의건강상태를확인해야하며이는국내연계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또한

지원 단체는 피해자가 출발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질병및취약성에대하여사전에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의료지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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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따른구체적인지침들은이핸드북의5장에서다루게될것이다. 

보안및위험사정

보안및위험사정은재통합프로그램에의해지원을받게될각각의피해자에대

하여이루어져야한다. 이는핸드북의1장에서설명한것과같이가능한한식별

과지원과정초기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미성년자연계

3.1.1항의국가간연계부분에서설명한것과기본적으로동일한사항들이적

용된다. 

3.1.2.2국내지원단체와의의사소통과정

국가 간 연계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내 연계와 재통합을 위해서는

연계단체와피연계단체간의지속적이며신속한정보교류가가장중요하다.

국내연계의경우보통연계·피연계단체모두가재통합과정에있어서의제약

이나가능성, 문제점등을잘알고있기때문에국가간연계보다수월하게안전

하고효율적인재통합을준비하고지원할수있다. 피해자이동이필요한경우에

는국내연계에있어서국가간연계를수행할때와마찬가지로일련의통보과

정을이행하는것이좋다. 더구체적인내용은3.1.1.2항을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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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국내이동과정

피해자이송이필요한경우비행기나기차와같이우선적으로고려되는이동수

단에피해자가완전히착석하기까지연계단체의실무자가동행하는것이좋다.

이송이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피해자와피연계단체의최초접촉까지연계단

체실무자가동행하면된다.

3.1.3도착지원

피해자의안전한귀환및연계를위해서는도착지원을제공하는것이필수적이

다. 지금까지기록된사례들중에서는피해자가지원단체의도움을받기도전에

귀환과정에서인신매매자를만나다시인신매매된경우도있다. 

IOM은귀환지원과정이원활히진행되어피해자가보다완전한보호를받을수

있도록지원단체들이피해자에게도착지원을장려하도록권장하고있다. 출신지

로의귀환을지원받는피해자는도착지원도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것이좋다.

참고로이는귀환한후에도지속적으로지원을제공해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단

지도착한시점에필요한지원을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

만약연계단체가피연계국가내에사무소를가지고있다면이를통해도착지

원을준비할수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다른단체들과의협력과같은여러

가지대안을생각해볼수있다. 단체들은피해자의귀환에앞서각각의사례에

맞는적절한준비를해야한다. 

이는국내연계에도적용될수있다. 즉국내에서의연계와도착지원도이원칙

에따라제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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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연계후관리

인신매매피해자가사후지원을위해연계된경우피연계단체는이들의지위와

건강에관한정보를지속적으로교환해야한다(3.2.6항의재통합모니터링부분

참고). 연계 단체가 이미 연계 과정이 마무리된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은옳지않다. 연계단체와피해자의사후접촉은피연계단체의협조와피해

자의동의하에이루어져야한다. 

3.2재통합

여기에서는 피 연계 단체와 피해자의 첫 대면에서부터 전체적인 재통합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국가간연계와국내연계모두에해당된다. 또한목적국, 경유국및제3국

에서의체류를승인받고출신국으로귀환중인모든피해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

할수있다. 

이항목은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적용가능한다양한재통합방법들과지원과

정에대하여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재통합지원과정

은국가별·프로그램별로다양할수있다. 이는때때로효과적인프로그램개발

과필요한자금조달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는사실을유념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재통합지원의목표는안전하고지속가능한방식을통

해피해자가사회와일상생활로복귀할수있도록돕는것이다. 따라서재통합

과정에는쉼터및각종시설지원에서부터의료·심리적치료, 사회적·법적상

담, 복학, 직업교육에이르는모든범위의지원이포함될수있다. 어떤지원은

피연계단체에의해직접제공될수도있으며피해자의재통합을담당하는다른

주요단체에의해제공될수도있다. 또한피해자의거주지근방에있는다른비

정부기구나정부협력기관에의해서도다양한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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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을위한모든서비스와지원은반드시피해자의자발성에근거해야한다.

IOM은실무자가지원과관련된모든내용에관해피해자에게미리설명해야한

다는 방침을 지원 단체가 채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지원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하에이루어져야하며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할수있도록비밀로유지되

어야한다.

3.2.1재통합사정과계획

재통합사정은피해자개개인에맞는재통합계획을수립하기위해중요하다. 우

선각각의피해자에대해두가지사정이이루어져야한다. 

■피해자와직접적으로관련있는요소에초점을둔개인사정

■피해자를둘러싼독립적인상황적요소에초점을둔상황사정으로, 예를들면귀환한

국가나지역내의구체적인사회·경제적맥락, 재통합지원인프라와같은환경

지원 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피해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아니다. 따라서지원단체는피해자에게현실적인선택사항들을제시하여

야하며효과적인재통합과정에방해가되는비현실적인기대를심어주지않도

록유의해야한다.

재통합계획은반드시피연계국가에서수립되어야한다. 연계국가내의지원

단체는상황에따른적절한사정을할수있는위치라고할수없으며, 피해자가

연계단체로부터들은내용을효과적인재통합방법이라고오해할수있기때문

이다. 그대신, 연계단체는피해자에게최종재통합계획이피연계국가에서결

정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욕구나요구사항들에대한개인별기본사정을진행한후출발정보통지와함

께이를피연계단체에전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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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과정에서피해자의안녕은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하는사안이다. 따라서인

적·재정적자원이나활용할수있는시간이제한되어있다면보안과건강문제를우선

시해야한다.

3.2.1.1개인별재통합사정

피해자사례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사정을수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지원단체의실무자, 사회복지사, 아동의후견인, 비정부기구실무자, 심리상담

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공적인 재통합과 사회 복귀를 위해

다음의네가지기준에기초하여재통합방법들을사정하여야한다.

■가장우선시되어야할피해자의신체적·심리적·정신병리학적·법적·사회적·경제

적욕구

■실현가능여부와는상관없이피해자가희망하는특정재통합방법이나지원내용

■연령, 성별, 업무경험, 교육수준등피해자의조건과상황을고려한실현가능성

■재통합지원내용과개인적인상황등에의하여형성된피해자의의욕수준

국가간연계의경우개별사정은연계단체에의해시작되어출신국내의피연

계단체에의해마무리되어야한다. 

3.2.1.2상황별재통합사정

개인 사정은 반드시 상황 사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 사정은 피해자의

사례와피해자의출신지역에대해잘알고있는사람이수행하는것이좋다. 여

기에는지원단체실무자, 사회복지사, 비정부기구실무자, 심리상담사등이포

함된다. 이들은다음의두가지상황별판단기준에기초하여재통합을위해각

각의피해자가선택할수있는사항들을사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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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을위해피해자가선택가능한사항들: 예를들어어떤직업교육과정은피해

자의출신지역에서는불가능할수있으며, 자금부족으로제공되지못할수도있다.

쉼터, 의료서비스, 정부복지·교육프로그램등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개인의특수한상황과제시된재통합지원계획과의연관성 : 예를들어직업

교육은피해자의출신지역과관련이있어야한다. (해당지역내에서경리가필요없

거나전형적인직업유형에속하지않는다면경리가되기위한직업교육은불필요할

것이다.)

3.2.1.3재통합계획

개인별상황사정은포괄적인재통합계획의수립을위해필요하다. 지원단체나

관련비정부기구들은재통합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피해자가재통합사정

에따라자신들의개인적욕구, 기술, 자격뿐만아니라재통합이이루어질국가

나지역에서유효한현실적인목표를세울수있도록도와야한다. 뿐만아니라

재통합 계획은 지원 단체와 협력자, 현재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기초로수립되어야하며재통합사정을통해설명될수있어야한다.

이후에변동사항이발생하더라도재통합계획은지원단체(국제기구, 비정부기

구, 정부기관 등)와 피해자 간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 형식은 국가별·단체별

로다를수있지만, 가능하다면다음의요소들을포함해야한다. 

■가족간갈등중재/재통합

■의료/건강관련요소

■재정적요소(재정착보조금, 가족또는피부양자지원보조금)

■법적요소

■교육/직업교육/인턴십프로그램

■소득창출활동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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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 하에 제공되어야 한

다. 따라서지원단체는가능한한위에서제시한요소하나하나에대해피해자

의서명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미성년자의경우, 본인의서명은물론부모

또는공식후견인의서명을함께받아야한다.

실제 재통합 계획은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도구로써 기능하기도

한다. 

3.2.2재통합과정

재통합계획이수립되면실제재통합과정이시작된다. 

3.2.2.1재통합지원제공의절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쉼터 지원이나 의료·심리적 지원에서부

터사회적·법적상담, 직업교육에이르기까지의폭넓은범위의서비스가포함

될수있다. 어떠한지원은피연계지원단체에의해직접제공될수있으나일

반적으로는다른단체들이나정부에의한여러서비스들을포함하게된다. 한단

체에서모든서비스를제공할능력이없거나피해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에해

당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나모니터링의경우에도피해자가거주하는곳에있는단체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재통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세가지주요절차는다음과같다.

■피연계지원단체에의한초기지원

■피연계단체에의한장기적인재통합지원또는다른단체나정부기관으로의연계

■피해자에대한정부의지원(노동부, 교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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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피연계지원단체에의한초기지원

피연계지원단체에의한초기지원은도착지원, 상시적이고포괄적인의료·

심리검사와치료, 단기적거주지지원등을비롯하여피해자의다양한사회적·

법적·경제적욕구에의한지원사항들을포함한다. 피연계지원단체는피해자

가 재통합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자립을이룰수있도록돕는것을목표로해야한다. 그러나장기적인지원은비

정부기구혹은정부기관이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3.2.2.3장기적재통합지원

장기적인 재통합 지원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재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피

연계지원단체에의해직접적으로제공될수도있고, 복수의지역비정부기구들

에의해제공될수도있다. 비정부기구들은피해자를직접적으로지원할뿐만아

니라재통합사정및준비를수행하여재통합계획을실시하기도한다. 또한이후

에진행될피해자의재통합모니터링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

다음의항목들은안전하고인도주의적인재통합지원을위하여고려해야할사항

들이다.

■인신매매피해자의거주지내에서의의료·심리검사, 치료, 상담

■가족간갈등중재/상담

■피해자거주지내에서의재통합과정에대한모니터링

■인신매매피해아동지원시설과지원준비에대한모니터링

■교육제도에의편입지원

■직업프로그램의개발

■피해자를위한직업상담과교육

■직업소개와고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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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재정착과직업교육을위한보조금

■신분증과여권등과같이분실된신분증명서류복구를위한지원

■이혼이나재산회수등시민으로서살아가는데필요한사항들과관련된법적지원

■범죄사례의증인이될피해자들에대한법률상담과설명 (아래의 3.2.3.4항과 6장

의6.5항참고)

■긴급직통전화선을보유할것

■정기적인연락에의한안전보장

■피해자들이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돕고그들의권리를보장하는동시에심

리적인지원을제공해주는것

■안전한교통수단제공

피연계지원단체는지역및국제비정부기구와긴밀하게협력하며활동을전

개해야한다. 이는피해자의효과적인재통합뿐만아니라재통합절차를지속하

는데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단체들이공식적으로협약이나양해각서등을체결한다면각자의역할과책임을

명확히할수있다. 피연계지원단체는서비스의효과와질을향상시키기위해

피해자를연계받게될협력단체들을모니터링하는것이좋다.

3.2.2.4 정부의재통합지원

때로는 정부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재통합 지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

다. 모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간 양해각서의 체결은 각자의 역할과 책

임, 제공해야하는서비스의범위등을명확히규정하는데도움이된다. 정부가

인신매매피해자에게제공하는재통합지원은보통직업및사회생활상담, 직업

교육, 의료지원, 보호, 다양한형태의교육등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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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재통합지원의유형

피해자에게제공되는지원내용은개별적욕구에따라서로다르지만, 아래에제

시된사항들은인신매매피해자에게일반적으로유익하다고여겨지는것들이다.  

■의료·보건지원

■상담

■재정지원

■법적지원

■교육제도로의편입

■직업교육

■소규모창업및소득창출활동지원

■직업소개, 임금보조금, 인턴십프로그램

■거주지및지원시설

3.2.3.1의료/보건

인신매매피해자는인신매매되었을때받은학대와착취로인하여건강상의문제

들을가지고있을수있다. 예를들면HIV/AIDS와같은성매개성질환이나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을 들 수 있다.

귀환중인인신매매피해자는다양하고심각한건강상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

크며이에매우취약한상태이다. 재통합과정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건강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만약국내에재활시설이있다면포괄적인의료검사는그곳에서이루어질수있을

것이다. 또한장기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피해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내에

위치한적절한기관을통해의료지원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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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도마찬가지로피해자의사전동의하에이루어져야한다. 지원단체는

어떤검진이나치료를시행하기전에반드시피해자에게충분한설명을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내용을 서류상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의료

지원의목표는피해자의신체적·심리적필요사항들을다루는것이다. 가능하다

면관련질병의원인과치료법, 생식건강과정신건강의문제들에대하여교육

을하는것이좋다. 

또한의료지원과정에서실시되었던검진결과및진단서사본을피해자에게전

달해야한다. 피해자를담당하고있는의료실무자는피해자에게권장될수있는

치료 계획이나 스케줄을 준비해 두도록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 거주

지역내에서도움을줄수있는비정부기구에이자료를제공해야한다. 의료지

원제공에관련된구체적인지침들에관해서는이핸드북의 5장을참고하기바

란다. 

3.2.3.2상담

여기서는인신매매피해자상담에대한기본내용에관하여설명하고자한다. 인

신매매피해자의정신건강지원을위한보다구체적인정보는5장의5.6항을참

고한다. 상담은전문교육을받은사람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 특히인신매매

피해아동의경우아동관련교육을받은상담사에의해상담이진행될수있도

록해야할것이다.

준비

상담사는인신매매피해자와의상담을위해서적절한준비를해야한다. 여기에

는 피해자 사례에 관한 서류 검토가 포함된다. 필요하다면 상담사는 다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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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또는피해자가머물고있는쉼터실무자로부터통역과같은특수지원사

항들에대한도움을요청할수있다.

상담사는상담회기중인신매매피해자가자유롭게자신이겪고있는문제에대

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나아진 부분을 사정하고 이에

대한적절한해결책과다음단계들을검토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확보해야한

다. 첫한두차례의상담회기에서는적어도한시간정도의여유를두는것이

좋다.

단기목표수립

피해자의주된관심사, 욕구및대처방법등이논의된후상담사는회복과사회

재통합과정을위한단기적목표를수립해야한다. 적절한단기목표란피해자의

안정과회복을도우며주어진기간 (예를들어피해자가쉼터에머무는기간) 내

에달성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 상담사와피해자는목표달성을위해걸리는

시간을예측하고구체적인달성목표들을설정해야할것이다. 

자원의동원

주된관심사와건설적대처방법, 단기목표등이설정되었다면, 상담사는피해

자가이를달성할수있도록적절한지원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지원에는의

료 지원, 법률 서비스, 가족 간 갈등 중재, 직업 교육, 취업 지원 그리고 사회

복귀와재통합지원등이포함될수있을것이다. 상담사는피해자와함께지원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제안된 서비스들에 대한 피해자의 선호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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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계획

필요한서비스와단계들이결정되고나면이를실행하고목표를달성하는데필

요한수단을확보하기위해계획을세워야한다. 이단계에서상담사는피해자와

지원단체의실무자가해야할일들을각각지정해야한다. 

예를들어실무자에게는피해자를위한의료검사를준비하도록하고, 피해자에

게는자료에포함된의료지원에관한정보를검토하게함으로써의사에게보다

자세한설명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건강검진을받으며의사가처방하는모

든치료를따르도록하는것이다. 

상담사와 지원 단체의 실무자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할당된 업무의 양과 성격은

피해자의상황, 환경, 목표에따라달라질것이다. 지원을제공하는첫며칠동안

상담사는피해자로하여금규칙적인식사, 규칙적인일정, 운동등기본적인일

들을수행하게함으로써자기관리에있어서책임감을기를수있도록격려해야

할것이다. 

개인상담

피해자와의개인상담은실제적인문제해결에초점을둔, 상대적으로간단한개

입유형에속한다. 개인상담의목적은완전한회복을위해서인신매매피해자가

긴급상황에잘대처하고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단기상담은심리치료와는엄격하게구분되어야한다. 상담은인신매매피해자

들이개별적인생활환경과각각의회복단계들에잘대처할수있도록돕는데

목표를둔단기개입이며, 개인의성격을바꾸려고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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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에서다루어야할문제들

상담과정에서다루어지는문제들의범위와성격은인신매매피해자의상황, 경

험, 환경, 문화적배경, 연령, 성별, 욕구등에따라매우다양하다. 이는일반적

으로피해자의가장긴급하고현실적인필요에초점을둔단기적인개입유형에

속한다. 

대부분의피해자들을위해상담과정은다음과같이피해자에게긴급하게필요한

문제들에대한해결전략및대응절차들을다루고있다.

■신체적·정서적안정과안녕회복

■인신매매자로부터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의안전보장

■처벌과각종제재로부터의보호

■인신매매자에대한법적소송과정중법집행기관과의협력

■가족구성원과의접촉여부와출신지역사회로의귀환여부및그방법

■인신매매피해자의부재와귀환에대한가족과지역사회구성원들의반응

■서류작업, 행정서류, 법적소송을마치는데필요한기간

■어디서누구와생활할것인가의문제

■지속적인지원을위한재정적수단

이에대한해결책은개별적인사례, 피해자의상황및사용가능한자원에따라

다르다. 이들중상당수는이핸드북의각부분에서다루어질것이지만원칙적으

로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명심해야한다. 

상담원칙

피해자들은다음의항목들에대한지원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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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 대처능력, 의사결정방법의습득또는회복

■피해자자신의발전가능성을깨닫기위한자원의개발

■피해자의개인적인욕구와상황에따른실제적인해결책개발

아동상담에있어서는이들의언어, 문화, 발달정도등을고려하여야한다. 

조력자/상담자의역할

사회복지전문가들은피해자들을‘질병의매개또는병리학적근원이아닌, 자원

으로서의 자산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10)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접근방식을제안한다. 이는피해자가자기자신의문제점을가장잘이해

할수있고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실행할수있다는믿음

을기초로한다. 이러한관점에서조력자의의무는피해자가자존감과자신감을

되찾고자신만의능력을계발하며, 피해자자신이본인의삶을통제해스스로결

정을내릴수있는능력이있음을인식하도록돕는것이다.11)

따라서조력자의역할은피해자가문제를인식하고목표를설정하며계획을수립

하여실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지원과정에서가장우선

시되어야하는점은피해자의능력과힘을이끌어내어대처기술이나자조능력

및 자기 계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12) 조력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움 제공자,

중개자, 지지자, 교육자와같은역할을한다. 

■도움제공자로서조력자는피해자가자신의필요사항을확인하고목표를정의하며자

기자신의힘을인식하고문제해결및목표를달성하는방법을찾는데도움을준다.

■중개자혹은지지자로서조력자는피해자가사용가능한자원을확인하고그자원들

을평가하는것을도우며다른자원에접근하는것을용이하게하거나연계할수있게

해준다. 

■교육자로서조력자는피해자들이지닌기술과정보의범위를확장시켜정보에기초하

여결정을내리고문제해결이나목표달성을더잘할수있도록돕는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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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와대상자간의지원관계는개인적인관계들과는달리전문적이면서목적

과방향이뚜렷해야한다. 이는대상자가명확한목표를수립할수있게하고강

점과약점을인식하며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돕는다.14) 그렇다고이러한접근

방식이피해자를차갑거나딱딱하게대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조

력자는 피해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공감과 따뜻함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한다.15) 

3.2.3.3재정적지원

피해자의재통합과정에있어서다양한재정지원이가능할수있다. 이용가능

한재정적지원의종류는귀환과재통합지원단체들의프로그램에따라다르지

만가능한한피해자에게이차이점들을설명하고지원금각각의목적을명확히

하는것이중요하다. 다양한방식의현금보조금제공은효과적인재통합을용이

하게한다. 예를들면다음과같은보조금종류가있을수있다.

■재정착보조금

■가족또는피부양자지원보조금

재정착보조금

재정착보조금은피해자가재통합과정을거치고있거나이들의성공적인재통합

을지원하고자하는국가에서지급된다. 과거사례들에따르면재정착보조금의

금액차이는서로다른국가또는프로그램을거쳐귀환하는피해자들사이에서

갈등을일으키고출신국에서의효과적인재통합을방해한다. 국가마다생활에필

요한금액은다를수있지만누군가를우대하거나차별한다는인식을피하기위

해서는국가내하나의지원단체가후원을맡아모든피해자에게동일한지원금

을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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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보조금은효과적인재통합과사회복귀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제공되는

것이며 연계 직후부터 30~90일간 거주지, 음식, 옷, 그 외 필요한 물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출신국으로 귀환하거나

다른국가에정착한이후 3개월에한번씩재정착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

보조금을분할지급하는것도가능하다. 재정착보조금의적절한금액은재통합

과정을책임지는피연계국가내단체에의해결정되어야하며해당국가의경

제적상황을고려해야한다. 

가족또는피부양자지원보조금

가족또는피부양자지원보조금은피연계국가내의단체에의해제공될수있

다. 이보조금은지원을받는피해자가아프거나부양해야할부모나자녀가있

는경우또는피해자가임신했거나걷지못하는경우와같이보조금을수령해야

할명확한이유가있을시각사례별상황과조건을감안하여제공된다. 보조금

의금액은각각의사례에따라피연계단체에의해결정되어야하며, 피연계단

체는피해자가장기적으로보조금에의존하게되는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이에

대해충분히고려해야한다. 가족또는피부양자지원보조금은사정되고제시된

재통합계획의효과적인실행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어야한다.

3.2.3.4법적지원

법적지원은주로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형사소송과관련된법적지원

■민사소송과관련된법적지원

피해자가요구하는긴급사항들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실시한후, 실무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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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한빨리피해자에게민·형사소송절차를비롯하여피해자가취할수있는

법적 선택권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가능성, 형사소송에서증인으로서게될가능성, 증인이되었을때그들을

보호해줄수있는법적조치들, 자신의재산에대한손해배상, 그동안입은피해

와상해에대해보상을받기위한인신매매자민사소송의가능성등에대해알

필요가있다. 법적조치와관련된피해자의선택권에대해서는6장의6.4항에서

보다자세하게알수있다.

피해자는종종자신이어떠한권리를가지는지인식하지못한다. 따라서그들이

취할수있는법적선택권들을알려주고이에따른위험과성공가능성을사정해

보는것이중요하다. 적합하고시기적절한법적지원은결과적으로피해자의걱

정을덜고, 사법기관과협력하거나법정에출두하는사안등에대한이해를바

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피해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법적 지원

방식에 관하여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에 따른 예상 결과들에 대해

알고있어야한다. 

인신매매자에대한증언을하는피해자에게는증언이전과이후에추가적인상담

과지원이필요할것이다. 지원단체들은이를위해특별상담과정을마련할수

도있다. 

민사소송지원

인신매매피해자들은그들이겪은피해와상해에대한배상또는재산의회복을

위해인신매매자에대한민사소송을할자격이있다. 대개민사소송은형사소

송과병행할수있다. 또한피해자들에게는이혼, 양육권, 재산분쟁과같이인신

매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인신매매자가 연루되어 있지 않지만 법적

지원이요구되는문제들이있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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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된법적지원에는다음의항목들이포함될수있다.

■이혼과관련된지원

■여권과신분증복구

■자산회복

■재산청구

■상속

■친권

■손해배상

3.2.3.5교육제도로의편입

때때로인신매매피해자들은교육과정을제대로마치지못하여일자리를구하는

데어려움을겪는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이중단되었던교육과정을마칠수있도

록돕는것은언제든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정부기관과의협력을통해

피 연계 지원 단체는 피해자가 교육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거나 이에 대한

재정적인지원을제공할수있다.

교육제도로의복귀는재통합계획의일부분이므로피해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

내에위치한교육시설에서이루어지는것이좋다. 종종거주비로교육비를충당

해야할때도있을것이다. 만약거주지역내에서적합한교육이불가능하다면

임시적으로거처를옮기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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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단체들은대학교육에많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대개학자금은지원하

지않는다. 그러나기금이승인되거나피해자가중단된대학교육을끝마치는데

필요한 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또는 고용주가 대학 교육을 마친 경우에만

피해자를고용하기로한경우등에는지원을제공한사례들이있다. 피해자들이

대학 교육을 마치길 원하는 경우, 지원 단체들은 이를 사정하여 각각의 재통합

계획에적절한지의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학위프로그램지원자들은자립심과

신뢰성그리고성공적으로학위프로그램을마치고일자리를얻을수있는잠재

력을보여줄수있어야한다. 

학교/기술전문학교

피해자들의재통합평가는교육또는기술교육이피해자들을위한적절한방법

임을보여준다. 만약지원단체가피해자의교육에대하여직접적인재정지원

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원단체들은피해자에대한교육지원을확대하기위해비정부기구나

국제기구또는고용및교육을담당하고있는정부부처와접촉해볼수있다.

개인지도

개인지도는인신매매로인해교육과정에공백이생긴미성년피해자의효과적인

재통합을위한필수적인과정이다. 개인지도를지원함으로써피해자가놓친학업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이는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한다. 개인지도는학교시스템으로의효과적인복귀를돕는과정으로

간주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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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직업교육

지원단체는피해자가자신의능력, 기술, 교육수준, 지역내의고용기회에적

합한현실적인취업목표를세울수있도록지원하여야하며, 이를실현하기위

해 필요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 교육은 인신매매 피해자들로 하

여금좋은일자리를얻을수있는기회를증가시키고생활에필요한능력과자

신감을심어줌으로써사회재통합의지속성을보장할수있도록도와주기때문

에재통합계획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중요요소라고할수있다. 

직업 교육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포괄적인

재통합사정에따라개별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직업교육은비정부기구, 교

육기관, 자선단체, 종교단체, 정부협력기관등에의해제공되거나이들과의

협조아래이루어지기도한다. 지원단체는직업교육을지원할수있는자원들

을찾아보고, 직업교육내용이각피해자의재통합계획에상응하며피해자거

주지역의상황에적합한지를확인해야한다. 

3.2.3.7소규모창업(micro-enterprise)과소득창출활동지원

일반적으로성인인신매매피해자들은출신지역으로돌아온순간경제적인어려

움에직면하게된다. 이는해당국가의어려운경제상황에기인하기도하며피

해자가전문적이고실용적인기술이부족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피해자가겪은

범죄로인한사회적낙인과우울증또는다른심리적인문제에서기인하기도한

다. 귀환후겪게되는이러한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피해자들은처음자신을

떠나게만들었던상황과달라진점이없다고느낄수있기때문에재인신매매의

위험이증가하게된다.

소규모창업을위한소득창출활동과보조금은피해자의독립심과자립심을증

가시키는데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다. 이러한면에서가벼운소득창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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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피해자의자신감과자율성을강화하고가족의소득을증가시킴으로써피해자

에게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다. 보다효과적인소득창출활동계획을세우

기위해서는심리지원, 직업교육과같은다른재통합요소와결합하거나그요

소들에의해지원받을필요가있다. 

각지원단체의재통합프로그램전문가들은피해자들의업무경험, 교육배경,

필요한경영기술및이를개선하기위한사항들, 사업에어울리는성격등을고

려하여 활동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역

노동 시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기술적 요건이 서로 상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성격과상황에대한사정이이루어져야한다. 

주의 인신매매피해자들이모두성공적인창업을하는것은아니다. 인신매매피해

자들은대개어리고경험이부족하며사업을시작하는데필요한충분한노력을기울

이지않을수있다. 사업의실패는피해자들의자존감에영향을미치고이들을위축

시킬수있기때문에반드시사업을시작해야되는것처럼부추기지않도록주의해야

한다.

소규모창업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끌어가기위해서는특별한기술과전문가적

지식이요구된다. 지원단체들은피연계국가내에서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 사례들을 찾아보거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기

위해전문가들과협력하는것이좋다. 

대부분의인신매매피해자들이사업을성공적으로시작하고유지하려면자본이

외의지원도필요할것이다. 소규모창업을위한지원은보통다음의네단계를

거친다. 협력기관들은이중필요한하나또는모든단계에대하여지원을제공

할수있다.

■사업계획교육

■소규모기업경영교육/소득창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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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현물지원

■평가

소규모 창업 프로그램은 인턴십 프로그램 또는 직업 교육에 의해 보완될 수 있

다. 인턴십과정과소득창출프로그램을결합함으로써부족한업무경험을상쇄

시킬수있다. 

3.2.3.8직업소개, 임금보조금과인턴십프로그램

귀환한피해자들은대개직업을찾고유지하는데지원이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종종출신국에서인신매매되었을때와유사한환경, 다시말해고용기회가적

고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로 귀환한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일자리를 찾거나

고용주들에게자신을효과적으로소개하거나심지어일정에맞추어생활해본경

험이거의없다. 따라서이에대한지원과상담은피해자들이급여가좋은일자

리를구할수있도록도울뿐만아니라, 그일자리를유지하고고용자및동료와

의돈독한관계를형성하는데있어서도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미

래에대비하여피해자를고용할가능성이있는고용주명단을작성해볼수도있

다. 이들을확인하고연락을취하기위해서관련정부기관에문의할수있다. 

공공 기관과 회사들은 종종 교육받지 못한 귀환자를 고용하거나 그들의 교육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이 때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임금 보조금이

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지원단체는선별된피해자들이회사에서일하고업

무경험을쌓는처음몇개월동안임금에대한보조금을지급해주거나특정회

사에서근무하는데필요한장비를지원할수도있다. 즉, 지원단체는고용주에

게재정적지원이나장비등을제공하여인신매매피해자를고용하도록장려함으

로써피해자들의사회적재통합과자립을도울수있을것이다. 

일정한기간동안지원단체가인신매매피해자의임금을대신지불하거나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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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지급해주게된다면, 고용자는그를고용하는것에대해다시고려하게될

것이다. 꼭이러한경우가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은다른곳에서일자리를구하는

데필요한교육을이수하거나이에대한경험을습득하게됨으로써도움을받을

수있다. 그러나지원단체는귀환자들이자립할수있도록용기를북돋아주기

보다는임금보조금을제공하는데에만집중하여그들의의존성을증가시키는결

과를낳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다.  

임금보조금은해당직업의시장임금을초과해서는안된다. 임금보조금은단

순히피해자의소득을증가시키기위한것이아니다. 임금보조금의목적은고용

주로하여금피해자에대한임금부담을줄이고한정된기간동안무급인턴십을

제공할수있게함으로써피해자를고용할수있도록장려하기위한것이다. 만

약피해자가신뢰할수있는직원임이증명된다면고용주로부터정상임금을받

고일하게될것이다. 시장임금보다더높게지불하는것은임금보조금에대한

의존도를증가시키거나고용자에의해임금이삭감되었을때의불만을야기할수

있다. 만약 그 일자리가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임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을고려해야한다.

개인정보와보안에관한주의사항

피해자의사생활에대한권리는항상존중되어야한다. 피해자의인신매매경험과다른

과거경험들은고용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항이므로, 고용주나잠재적인고용주

에게알려져서는안된다. 이는그들의사생활을침해할뿐만아니라보안위험을증가

시킬수있다.

3.2.3.9거주지및지원시설

출신국가에성인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나재활시설이존재한다면, 도착

초기에피해자를그곳에머무르도록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다. 만약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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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기자신을돌볼능력이없고가족들에게돌아갈수없거나이를원하지않

을때, 그리고영구적인거주지가없을때에는쉼터나재활시설에머물수있도

록지원하여야한다. 피해자가이런시설들을알아보고검토할수있게하기위

해서비정부기구나복지기관들과협약을체결해야한다. 피해자는이러한시설

에무료로몇개월간머무르면서구직활동을하며, 성공적인경우에는일자리를

찾고독립할수있게된다. 경우에따라서재통합계획및직업교육과같은세부

과정들이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거주비가지급되기도한다. 

재활센터를통해서제공되는안전한편의시설은포괄적인의료지원을제공하

기위한것이지인신매매피해자에게장기적인거주지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것이아니다. 피해자들은긴급한건강상의문제가해결되면본국의출신지역으

로귀환해야한다. 피해자들은대개만성적인건강문제를갖고있기때문에장

기적인지원을제공할수있는쉼터및재활시설과연락을취할수있어야한다. 

거주비지원은지속가능한재통합과일상생활복귀를위한쉼터제공의한대

안이라고할수있다. 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피해자의완전한사회통합을실

현하는것이모든지원단체프로그램의목표가되어야한다. 쉼터지원이피해

자의의존성을증가시키고재통합과정을좌절시킬수있기때문에한정된기간

동안의임차보조금과같은소액의거주비지원이선호되기도한다. 

사례별로원칙에따라처리하되피해자의안전에위협이있는경우에는대안적인

거주지가별도로마련되어야한다. (쉼터관리에대한권장사항은이핸드북의4

장을참고한다.) 

3.2.4 미성년자에대한재통합지원

미성년인신매매피해자들은혹독한경제적상황, 전문적이고실용적인기술부

족, 우울증과같은심리적인문제, 사회적낙인등으로인해귀환중건강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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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기거나경제적어려움에처할수있다. 지원을받기위해연계된미성년자

중대다수는검사나치료를받아야하는심리적·신체적상처로고통받는다. 미

성년자들과관련된건강상의문제들은특히복잡하다. 미성년인신매매피해자들

이다양한직·간접적재통합지원에관한법정후견인의권유에자발적으로동

의를표명한다면이주지위와상관없이피연계단체등으로부터이러한지원을

받을수있다. 가족들의경제적인상황도미성년자의성공적인재통합에영향을

미친다. 따라서경제적인보조, 상담등을포함한각종지원들이피해자본인뿐

만아니라그가족에게도제공될필요가있다. 출신국내에서재통합지원이이

루어지기전에가능한모든곳에서다음의사항들이보장되어야한다.16)

■지원과정에관련된모든사람들은전체지원과정동안유엔아동권리협약(CRC)과현

지법률및정책등에명시된아동의최선의이익을염두에두어야한다.

■법정후견인의동의

■아동과보호자에대한충분한정보와상담

지원단체는미성년자의재통합과정에있어유엔아동기금(UNICEF)과같은전

문기구또는비정부기구, 관련정부단체등과긴밀히협력해야하고조언을구

할수있어야한다. 아동은연계국가의사정에따라적용가능한사회복지서비

스의보호를받을수있어야한다. (미성년자에대한서비스제공은5장의5.5항

을참고한다.)

3.2.5재통합과정의운영상보안

인신매매방지프로그램은그본연의특성상범죄요소와직·간접적으로연관될

수있는위험이있기때문에, 재통합과정에있어서가중되는이러한위험요소

에대해주의를기울여야한다. 이를위해지원단체들은실무자, 피해자또는협

력기관들에의해보고된상황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이에따라보안

사정수준을조정해야한다. 피연계지원단체는재통합과정에걸쳐모든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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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실무자들을보호해줄것이라신뢰할수있는지역경찰또는다른협력

자들과긴밀히협력해야한다. 

이 핸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무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안 수단이나 지침들은

보안위협과우려를방지하고제거하기위해적용되어야한다. 운영상의보안과

재통합과정의완전성을높이기위해위험사정을자주실시하고, 임시보안수단

을추가하며, 교육과정을마련해야한다. (더많은정보는1장을참고한다.)

3.2.6재통합모니터링

효과적인재통합을위해서는피해자가귀환한이후에도피해자와정기적인연락

을유지하며보안을점검하고모니터링을수행해야한다. 피해자거주지역인근

의전문협력기관들은피해자에게직접적인지원을제공할뿐만아니라재통합

계획을준비하고실행하며재통합사정을직접수행하기도한다. 재통합과정에

대한모니터링은재통합프로그램의성공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준을제시해

주기때문에매우중요한부분이다.  

재통합모니터링과정의첫 3개월동안은매달각각의피해자에대한모니터링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적어도 2번 이상 3개월 단위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재통합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

또는피해자의가족이위협을받거나괴롭힘을당한적이있는지를모니터링해

야한다. (본장첨부자료Ⅰ의모니터링보고서를참고한다.)

1년 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거나

일상회복또는효과적인재통합을방해할수있기때문에피해야한다. 다만미

성년자피해자의경우유엔아동기금(UNICEF)은 이들이성인이될때까지모

니터링을지속할것을제안하고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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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그룹

피해자들만의자조그룹은성공적인재통합을장기간지원할수있는매우효과적인도

구라고할수있다. 자조그룹의구성원들은서로를지지할수있을뿐만아니라추가적

인지원이필요하거나문제에직면한경우지원단체에연락을취할수있다. 

3.2.7평가

지원단체는필요하다면재통합및관련과정들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평가하며

조정해야한다. 다음의평가방법들이유용할수있다. 

■피해자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후원자평가

■국가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실행의모니터링과정으로서의평가

3.2.7.1피해자평가

지금까지제공받았던재통합지원에대한피해자들의반응은프로그램의장단점

을파악하는데유용한지표가될수있다. 이는또한피해자의모든의료적·심

리적·재정적·사회적·법적필요사항들이충족되었는지또는기타추가적인고

려사항이없는지에대하여알수있게해준다.  지원단체는피해자들이익명으

로평가서를작성할수있게해야한다. 평가서에는연계국에서제공된지원, 출

발·도착지원, 의료·심리적지원, 재통합보조금, 직업프로그램과교육, 법적

지원을포함한재통합과정의모든단계가포함되어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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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내부평가

지속적인 내부 평가는 현재의 재통합 상황의 장단점을 모니터링하게 하며 향후

재통합계획수립및그내용에대한정보를제공해준다.

3.2.7.3외부평가

공정하고정당한재통합과정평가를위하여지원단체는외부기관에위탁하여

프로그램의장단점을평가하고보고하며개선점이나필요사항에대한조언을구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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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장기적인 재통합 지원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해 이동하게 되면서 지원 실무자와 연락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피해자에 대

한 장기적인 재통합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심층 평가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

며, 모범사례 또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통합 지원은 이 핸드북의

내용을 넘어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6,

CRC/GC/2005/6, 1 September 2005, para. 25.

3. 피해자가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계 단체(referring

organization)’란 처음 피해자로 확인되었던 국가 내에서의 귀환 준비를 도와주거나 연계

후 피해자를 지원해 줄 단체와의 조정과 지원을 제공해 주는 단체를 말한다. ‘피 연계 단

체(receiving organization)’란 도착 이후의 재통합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다른 단체로 피해자를 연계해 주는 단체를 말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에 관한 다른 관련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고한다. UNICEF

(2006).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UNICEF:

NY; Statement of Good Practice, Third Edition, 2004, issued by the Separated

Children in Europe Programme; European Union, Council Resolution of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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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Ⅰ 모니터링보고서

단체명:

1부 피해자의개인정보

이름(名)

성(姓) 

생년월일

혼인여부

자녀

주소

연락처

2부 재통합

1. 피해자와얼마나알고지냈는가?

2. 마지막으로만난날짜는언제인가? 

3. 제공되었던지원의종류는무엇인가?

•상담

•강의

•심리적지원

•의료/보건지원

•가족간갈등중재

•법적지원

•교육

•거주지

•이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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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활동을하고있는가? 

•취직(기관, 업무)

•실직

•학생

•기타

5. 피해자가보수를받는가?

•정기적

•부분적

6. 피해자가귀환한후직면한문제가무엇인가?

7. 인신매매자에의해위협을받거나괴롭힘을당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8. “그렇다”라고답한경우, 어떻게위협을받게되었는가? 

보호를위해누구와연락을취했는가?

9. 피해자는법집행기관과연락을취했는가?

•그렇다

•아니다

10. 피해자는법집행기관과협력하기를바라는가?

•그렇다

•아니다

11. 피해자는미래에대하여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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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은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를설립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종합

적인안내를목적으로구성되었다. 쉼터는주로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고

거처를제공하는광범위한시설을의미하며, 별도로명시된바가없다면의

료재활시설, 임시경유쉼터, 사회복귀시설등을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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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어떻게구성되는가?

쉼터는재정확보능력이나보안문제, 서비스제공능력, 쉼터역량과수요등여러요

인에따라다양한형태가될수있다. 그러므로쉼터입소자의수가많을수도있고그

렇지않을수도있으며, 임시로운영될수도있고다음과같은다양한장소에위치할수

도있다.

■주택

■아파트

■호텔

■(병원과같은) 특수시설

■교회

쉼터는인신매매피해자만을위해전문화되어있기도하고유사한지원이필요한다른

범죄(예를들어가정폭력) 피해자와같은사람들을위해운영되기도한다.

본장은쉼터운영에대한구체적인제안사항과함께기본원칙을제시하고있

다. 이를통해목적국, 경유국, 출신국에있는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와그

협력단체들이도움을받을수있기바란다.

4.1쉼터설립

모든쉼터는다음을목표로운영되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적절하고안전하며보안이철저한임시거주환경을마련한다.

■쉼터실무자에게적절하고안전하며보안이철저한업무환경을마련한다.

■추가적인피해를막고최대한회복할수있도록피해자의안정을도모한다.

■잘훈련된실무자가협조적이고다각적인방식으로포괄적ㆍ지속적인지원을제공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32



133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개별화된사례서비스계획에기초하여충실하게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한다. 

■국가별ㆍ지역별인신매매피해자지원및보호의틀안에서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운

영한다.

쉼터를운영하는단체는쉼터가현지규정과법규에따라운영되도록주의를기

울여야한다. 보통은관련부서에등록하거나허가를받는것이필요하며정부와

쉼터관리및운영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할수도있다. 이중어떠한경우라도

쉼터의설립이나운영에관한책임은문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한다. 이러

한문서로는관계부처나정부당국그리고관련협력단체들과의양해각서, 쉼터

운영단체의등록증이나허가증등이해당될수있다. 다음은쉼터설립시관련

서류를작성할때포함되어야하는내용이다. 

기본원칙

일단적절한협력자를물색한다음에는아래에서설명하는협력준비를위한기

본원칙과실질적세부사항을명확히정의해야한다. 다음에서몇가지기본원

칙을제안한다.  

■관련협력자들간효과적인협력을통해인신매매피해자의보호와지원에이바지한다.

■모든관계자들에게있어인신매매피해자및피해자로추정되는자의안전과보호는언

제나최우선의고려사항이다.  

■모든지원사항은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의「인권및인

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제시

된국제적기준과지침을반영한다.

■피해자의참여는충분한정보가제공된상태에서피해자의자유의지에따라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외국인보호소나기타구금시설에수용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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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동의없이, 또는피해자의정보공개가피해자의최선의이익에반하는상황에서

단체는정보공개요청에답할의무가없다(단, 타인의안전과관련된경우는제외).

이러한다섯가지기본원칙은정부부처나정부당국, 지원단체나국제기구등

이준수해야할합의협약에포함되어야한다.

쉼터의목적

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설립과운영의목적을설명하고지원제공기간이

단기적인지중기적인지를명시한다. 

지원대상자

쉼터가모든피해자를위한것인지아니면특정범주의피해자만을위한것인지

쉼터의지원대상자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또한지원대상자가쉼터에입소하

기위해필요한공식또는비공식연계체계에대해상세히설명한다. 이는향후

피해자입소와관련하여발생할문제와혼란을피하는데유용하다.

다음목록은어떤범주의피해자들이지원대상자에해당될수있는지를보여준다.

■특정유형의인신매매피해자

(예를들어성착취, 가사노동, 아동노동, 소년병, 농업노동등) 

■여성피해자

■남성피해자

■성인피해자

■아동을동반한성인피해자

■아동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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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피해자

■외국인피해자

■본국으로송환되기를원하는외국인피해자

■임시거주를원하는외국인피해자

미성년자를위한거처

■미성년피해자로확인된아동은속히안전한거처로이동시켜야한다. 

■아동의연령과발달정도에적합한거처를제공해야한다. 

■아동이같은또래, 같은성별의아동들과함께지낼수있도록해야한다. 

■아동이가족과함께거주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단, 아동개인의상황이안전하고

적합하며, 이것이아동의최선의이익일경우). 

■아동피해자를절대구금시설에수용해서는안된다. 

■미성년자에게쉼터를제공하는단체는거주지원을위해현지법에준하는지위와권한

을획득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아동을위한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더많은정보와지침은5장5.5항

을참고하기바란다.

서비스범위

쉼터가제공해야하는필수서비스를간단한목록으로정리해보면일반적으로다

음과같은보호와재활지원이포함된다.  

■안전하며보안이철저한임시거처

■음식

■의료지원

■심리사회적지원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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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기초생필품

쉼터가경유국, 목적국, 출신국중어느곳에있는지에따라다음서비스항목들

이포함될수있다.

■자발적귀환지원

■재통합지원

- 교육/학교등록

- 직업교육

- 취업알선

- 가족간갈등중재

지출경비

재정을지원할단체와협약을맺는경우본항목에서는각각의관계자들이쉼터

경비와관련해합의한예산내역및지불일정을구체적으로명시한다. 예를들면

다음과같다. 

■쉼터건축비용

■쉼터재건축및보수비용

■쉼터유지비용

■가구및설비마련비용

■실무자와피해자의교통비

■피해자의거주, 식사, 의료지원, 심리사회적지원을위한비용

■필요한물품과임시물품을마련할비용

■임대료나다른서비스를위한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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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입지마련

필요할경우, 쉼터의입지를마련할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에대해상세히설명

한다.  

만약 현지법에 따라 쉼터 등록이 필요하다면, 누가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쉼터실무자고용과파견

누가쉼터실무자를고용하거나파견하고그들에게급여와경비를지불할것인가

를명시한다. 경우에따라, 계약당사자들이각쉼터실무자의고용및급여지불

에대한책임을공유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실무자수와직무에대해서는구체

적으로규정하지않아도되지만실무자교육, 실무자수퍼비전, 징계조치, 기술

적인지원에대해서는명시해야한다. 

쉼터보안

쉼터보안을위한개인및공동의책임에대해상세히설명한다. 쉼터에입소, 거

주, 퇴소하는피해자뿐아니라쉼터에서일하는실무자를보호할책임도쉼터보

안에포함된다. (1장의1.3항을참고한다.)

다른단체나기관과의서비스지원에관한합의

쉼터피해자들을지원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기구및지원단체들과지원

이나협력에관해합의한(혹은합의할예정인) 사항에대해상세히설명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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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합의 사항에서 기본적 원칙들을 명시할 수도 있는데, 보호 기준이나

쉼터운영상의기준과원칙등이이에해당된다.

쉼터의보험가입

어느단체가쉼터를위한보험에가입할책임이있는지와가입시에는어떤종류

의보험이적절할지에대해설명한다. 

4.2쉼터입지와조성

어떤쉼터든입소자와실무자의건강과안전이가장중요하다. 모든쉼터는주변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며, 쉼터의 내부가 청결하고 안전하며 편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모든쉼터설비와비품은제대로작동되어야하며현지보건,

화재, 전기, 건축법규를따라야한다.

4.2.1쉼터설비의요건

세부적인쉼터설비의요건은입지의적합성과쉼터의재정및지원상태에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가능한한 24시간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다음의

설비를갖추어야한다.  

부엌과식당

식사가준비되고제공되는장소는안전하게음식을준비하고보관하는데적합해

야한다. 부엌에는적절한조리기구와식기가구비되어야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38



139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공동생활공간

다수의입소자가모여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충분한공간이있어야한다.

화장실설비

변기, 세면대, 샤워기와욕조설비는청결한상태로충분히구비되어야하며, 제

대로작동해야한다. 쉼터입소자들은이를청결하게사용해야한다. 

취침공간과침구

쉼터입소자들에게적절한취침공간, 쾌적한개인침대와이불, 그리고옷이나

개인물품을보관할수있는장소가제공되어야한다. 대부분의인신매매피해자

들은매우불편한곳에서생활했을가능성이높고, 심지어바닥에서생활하거나

다른피해자들과함께좁은공간에서생활하도록강요받았을수도있다. 그러므

로 비록 입소자가 단기간 머물더라도 쉼터에서 이러한 환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것이중요하다. 

비상시에 실무자는 입소자를 간이침대와 같은 대체 기구에서 자도록 하는 것이

입소자에게안전하고적절하다고판단할수있다. 이는쉼터에적합한공간이생

길때까지단기간에한해서만이루어져야한다.

개인상담실

쉼터에서언제나입소자들과사적이고개인적인이야기를나누거나상담을진행

할수있도록최소한방하나를마련해두는것이좋다. 피해자와나누는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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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에는민감하고비밀스러운이야기가오갈수도있으므로다른실무자혹

은입소자들이그내용을듣지못하게해야한다. 따라서상담실은쉼터의공동

영역에서떨어진곳에위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쉼터실무자를위한사무실

쉼터에서방하나는실무자를위한사무실로제공되어야한다. 사무실은쉼터에

서야근을하는실무자가잠을자거나휴식을취할수있도록설계할수있다.

의료검진실

입지조건또는쉼터내·외부에서의료지원이가능한지의여부에따라쉼터에

의료검진실을마련할수있다. 의료검진실에의료담당직원이나의사가없을

시에는항상안전하게문을잠가두어야하며, 특히약보관함을잠그는것이중

요하다.

의료검진실이있는지의여부와관계없이각쉼터는응급처치상자및관련물품

들을구비해두어야한다. 

세탁시설

세탁시설은쉼터안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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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실

작더라도안전한실내외오락공간을마련해야한다.

창고

각쉼터는저장창고를마련해두어야한다. 쉼터비품, 개인위생물품, 입소자를

위한여분의옷과물건등을보관하기위해충분한공간이필요하고모든물품은

한공간에보관하는것이가장좋다. 빈번한사용으로정기적구매가필요한다

음의 물품들은 재고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잠금장치가 된 창고에 보관하여

사용해야한다.

■쉼터청소비품

■입소자를위한개인위생물품

■입소자를위한여분의옷과신발(계절별)

■여행가방

■기타물품

4.2.2쉼터의최대수용인원

쉼터의최대수용인원(안전하게숙박할수있는입소자의총인원)은추가입소자가

어느정도될것인지를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현지보건및안전규정을준수하

면서, 쉼터실무자가관리할수있는역량과자원그리고쉼터내부의적절한취침

공간의수를고려하여쉼터최대수용인원을결정해야한다. 지원단체와쉼터실

무자는수용인원을초과할때를대비한대응책을마련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또

한쉼터의공간부족으로인해즉시입소를할수없는피해자를위한안전한장소

와지원방법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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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유지및보수

각쉼터는평상시와비상사태에서의운영유지및보수에관한서비스협약을맺

어야한다. 민감하며비밀을유지해야하는쉼터의특성상, 쉼터실무자들은쉼

터 유지 및 관련 작업을 위하여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신뢰할수있는서비스제공자와쉼터유지서비스와관련해사전에

합의해야한다. 합의사항에는다음항목에관한유지및보수서비스가포함되

도록한다. 

■건물

■설비 (수도및전기포함)

■가구

■장비

■자동차 (해당시)

4.2.4 위생상태와서비스

각쉼터는현지보건법규와관행에맞는청결과위생기준을준수해야한다. 쉼

터입소자는자신의취침공간을청결히하고, 쉼터를유지하는데협력하고참

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각 쉼터는 실무자와 입소자에게 구체적인 일과와 함께

청소 담당을 지정하고 공지해야 한다. 쉼터 실무자는 쉼터 내에서 청결과 위생

기준이지켜지도록책임져야한다. 쉼터의규모와입소자수, 실무자구성에따

라서청소담당자를고용해야할수도있다. 

다음은쉼터의일과와규칙에관한예이다.

부엌과식당

■최소한하루에두번깨끗이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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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들이영양있고균형잡힌세끼식사를하고아동은하루에두번간식을제공

받을수있도록지침을작성한다. 

■부엌사용규칙과사용시간을공지한다.  

■특별한식이요법이필요한입소자에게는그에맞는식사를준비한다.

욕실과화장실

■최소한하루에한번깨끗이청소한다. 

■필요하다면, 욕실사용을위한일정을공지한다.  

취침장소

■하루에한번청소한다. 

■입소자스스로깔끔하게정돈한다. 

■이불과베개, 담요는정기적으로세탁한다. 

■입소자의소지품보안에관한방침과절차를작성한다.

사무실과회의실

■하루에한번청소한다. 

쉼터전체

■정기적으로청소한다. 

■금연한다. 

4.2.5쉼터운영시간과입소방침

각 쉼터는 운영 시간과 신규 입소에 관한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이러한방침은모든관련된연계기관및협력단체들이함께정해야하고,

이들사이에서공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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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쉼터에서근무하는시간에신규입소자를받게되면, 기존입소자들이

나쉼터의활동을방해하지않으면서도신규입소자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

수있다. 각쉼터는신규입소자를받아들일준비에필요한최소한의공지사항과

시간에관한방침을세워야한다. 적절한입소준비를위해서는피해자에대한초

기사례파일을작성하고보안사정을실시하며최초인터뷰진행자를결정할시

간이필요하다. 또한추가적으로다른서비스제공자가필요할경우, 이를확보

할시간도고려해야한다.   

그렇지만근무시간외에피해자를입소시켜야할수도있다. 특히, 늦은밤에입

소시켜야할경우, 쉼터는다른쉼터입소자들에게미칠영향을고려해야한다.

다른입소자들을최대한방해하지않으면서신규입소자가편안히쉴수있는방

안을마련해야한다. 

4.2.6보안기준과절차

일반위험사정과정(1장1.1항참고)을통해확인된위험영역을효과적으로관리

하기위하여, 다음과관련된위험을최소화하고보안을유지할수있는적합한기

준과절차를개발하여충실히이행해야한다. 

■쉼터입지

■쉼터이외의거처

■실무자

■쉼터방문자

■입소자

■비밀보장과행정절차및문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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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입지

다음에소개되는지침은 IOM의경험에기초한모범사례이다. 입지가적합한지

의여부와재정상황, 사업에대한정부지원수준과같은요소들이쉼터입지관

련보안수준을높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

■재정적으로또현실적으로가능하다면, 해당 건물의보안상태를점검하고사정하기

위해보안전문가를고용해야한다. 예를들어협력관계를맺은전담경찰이이를수

행할수도있고외부보안전문가를고용할수도있다. 

■각쉼터는종합적인화재안전및대피계획을세워야한다. 또한침입으로부터피해

자를보호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때에는반드시긴급대피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

다. 따라서문과창문에설치된모든경보또는보안시스템은대피시쉽게해제할

수있는것으로해야한다.

■일부국가의낡은쉼터건물은오래된전기시설이나건축설비로인해화재가일어날

수있기때문에이러한위험을줄이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쉼터의경호

쉼터입구와주변을경비하는것이권장되기는하지만다음두가지사항에대해

고려해야한다.

■공공연하게경비담당자를두는것은근처에있는모든사람에게쉼터의존재를알리

는것이다.

■제복차림의경비담당자를두는것은입소자에게부정적인심리적영향을줄수있다.

정부기관의적극적인협력에따라설립된쉼터인경우, 경찰에24시간쉼터보

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쉼터가 아닌

경우, 발생가능한보안문제에관해현지경찰과함께대비할수도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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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즉시경찰의긴급출동을요청할수있도록현지경찰과연결된비상알람이

나기타경보시스템을만드는것도가능하다. 이부분은현지조건에따라달라

질것이다. 보안담당자의역량이높을수록더유리할수있으나반드시그런것

은아니다. 

또한경찰대신사설보안업체를고용하여쉼터의보안을유지할수도있다. 이

러한경우재정적으로감당할수있는지를잘생각해보아야하며, 계약서를작

성하기에앞서업체에대한철저한검증과심사절차를완료해야한다.

예상되는위험수준과현지상황에따라경호요청및수락여부가결정될것이

다. 최선의보안대책으로항상경호원을배치하거나경보시스템을갖추기를권

장한다.

또한현지경찰이나사설보안업체를통하여쉼터건물에대한충분한보안사

정을실시할수도있다. 

쉼터이외의거처

어떤곳에서는인신매매피해자에게공동쉼터개념과는구별되는지역사회내

독립된거처를개별적으로제공하기도한다. 

이러한상황에서실무자는지원대책을제공하기에앞서위험과보안문제를고

려할필요가있다. 피해자에게사설거처에서머무를것을제안하는경우, 다음

사항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

■해당 장소에 대해 위험사정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

다. 해당장소에범죄율이높지는않은가? 지원을받고있는피해자를위험하게할수

있는개인또는집단과마주칠가능성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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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택이나아파트에대해위험사정을실시하도록한다. 접근과대피가용이한가?

해당장소에서집단보안과개인보안이이루어지고있는가? 병원진료, 심리적지원

또는기타지원을받기위해이동하기에편리한곳에있는가?

■해당장소에있는의사소통수단을점검한다. 필요할경우피해자가긴급지원을요청

하기위해유선전화나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는가?

■현지경찰에알릴것인지고려한다. 쉼터이외의거처에서인신매매피해자가지원받

고있다는사실을알릴필요가있는가? 이에피해자가동의하는가?

■피해자는다른사람과함께생활할것인가? 만약그렇다면피해자의안전에어떤영

향을미치게되는가?

쉼터이외의거처를제공한경우, 실무자는피해자에게보안지침을숙지시키고

비밀문서관리에대한실무자지침이잘적용되도록해야한다.

실무자

실무자신원조회와계약상의무

쉼터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고거처를제공하는것은입소자와실무자의

신체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도움을요청하거나법집행기관에협력하고자하는피해자가늘어날

수록위험은더욱증가할수있다.

피해자 지원 업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실무자는 반드시 엄격하고 철저한 신원

조회절차를통해선발되어야한다. 지원단체에이미잘알려진사람이아닌경

우에는지원자에게자기소개서, 자격증, 경력사항, 지원단체나쉼터에서일하려

는동기가상세히기록된지원서를제출하도록요구해야한다. 지원서에는그내

용을뒷받침하는서류가첨부되어야하고, 엄격한배경조사를받고신원조회를

통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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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게는실무자가맡게될직책과업무의민감성및발생가능한보안위험

에대해알려주어야하며, 위사항들에대해지원자가적합한인물인지를엄격하

게평가해야한다. 쉼터의모든실무자는업무중알게되는모든정보와자료,

특히개인비밀자료와인신매매기밀자료를유출하지않을것임을고용계약서에

서명해야한다. 협력단체실무자나쉼터에서일하는자원봉사자도동일하게비

밀보장의의무를가진다.

실무자보안절차

지원단체뿐만아니라쉼터실무자들도자신의안전에책임을지고보안지침을

충실히따름으로써개인보안에힘쓸의무가있다. 보안을강화하기위해 IOM은

다음의절차를따를것을권한다. 

■인신매매와보안상황에대한정기적인실무자회의를열어모든실무자들이최신의

위험사정결과에대해충분히숙지하도록한다.  

■실무자간정보교환은정확한업무처리를위해‘구체적필요’에의한정보교환원칙

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어떠한경우에도지원단체실무자는신원과신용이알려지지않은사람에게전화로

개인비밀자료나인신매매기밀자료를알려주어서는안된다. 

■어떠한경우에도쉼터실무자의개인세부정보나주소또는전화번호를정규실무자

가아닌사람에게알려주어서는안된다. 

■실무자의이름을제외한세부정보를쉼터입소자에게알려주어서는안된다.

■실무자는항상자신의주변상황을살펴야한다. 

■실무자는항상쉼터에거주하고있는인신매매피해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노력

해야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48



149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기초보안교육

기초보안교육이필요하고가능한지의여부는현지상황에따라달라질것이다.

실무자의기초보안교육은개인보호를완벽하게보장할수는없다. 이는교육

의실시그자체가본래의도와는관계없이실무자를안심시키기보다는불안하게

할수도있으며교육의수준역시다양할수있기때문이다. 기초교육과정을진

행할수있는상황이거나현지사법집행기관이교육을제공할수있는경우, 실

무자(가능하다면피해자도포함)를위한기본적인자기방어기술, 보안의식과위

험사정, 긴급상황인식, 감시인지에대한방법과감시대처기술을비롯하여비

상알람과호신용스프레이와같은기본적인자기보호법에관한단기교육과정

을구성할것을권한다. 

또한쉼터관리자와의료지식이없는실무자를위해기초적응급처치법에대한

추가교육을실시하는것도중요하다. 비협조적인피해자나원치않는방문자를

대해야 하는 실무자에게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소통법, 위험에 대한 개인 행동-

인지 지표(personal behavior-recognition of danger indicator)와 점진

적해소(de-escalation) 기술을교육할것을권한다.  

쉼터방문자

쉼터는대개현장전문가, 후원자, 학자, 기자들사이에서큰관심의대상이되며,

이들이쉼터방문을요청할수도있다. 이는입소자와실무자의보안, 복지, 사생

활과관련된매우민감한문제이다. 그러나모든접근요청을거절하는것은비현

실적이며심지어단체활동에있어역효과를낼수도있다. 따라서 IOM은쉼터방

문자에대해서엄격한규칙을정할것을권한다. 명확한지침을세워두면모든방

문응대시입소자의복지와사생활보장을최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고, 이를통

해실무자도업무를수월하게처리할수있으며, 후원자나다른관계자들도단체의

방침을쉽게이해하고지지할수있다. 방침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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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의위치가알려지지않도록주의한다.

■인신매매자가쉼터에침입하지않도록보호한다.

■쉼터는피해자들을위한임시거처임을감안하여쉼터입소자들의사생활을존중한다. 

■쉼터입소자와실무자의신변을보호한다.

■쉼터입소자의복지와최선의이익을보장한다.

IOM은쉼터방문자를위한지침을세울때다음의사항을고려할것을권한다.

■쉼터방문횟수와방문자의수는반드시최소로유지되어야한다. IOM은지원단체가

한번에방문할수있는최대방문자수를제한할것을권장한다. (예, 쉼터에한번에

두명이상의방문자가방문할수없다.) 

■최대한쉼터입소자들을방해하지않기위해방문자들은사전에약속한방문일정을

엄격히준수해야한다.

■모든쉼터방문요청은반드시지원단체의심사와승인을받아야한다. 

■쉼터방문을승인하기에앞서지원단체는방문자가쉼터심리상담사의심리검사를

받도록해야한다. 이는외부인의방문이쉼터에머무르고있는피해자에게심리적으

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게하기위함이다. 

■쉼터 방문은 입소자의 회복에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될

때에만허용해야한다. 

■방문자에게정확한쉼터의주소를절대알려주어서는안된다. 방문자를쉼터로직접

오게해서도안되며, 반드시단체의실무자가동행하여데려오도록한다.  

■쉼터를방문하는동안실무자는반드시방문자와동행한다. 

■방문자는피해자의직접적인동의와쉼터심리상담사의승인없이는쉼터에입소하고

있는피해자와만나거나이야기해서는안된다. 만약심리상담사가승인하였다면, 방

문자와피해자가만나는동안쉼터심리상담사나실무자가반드시동석해야한다. 

■방문자는쉼터에카메라나다른기록장치를가지고와서는안된다. 따라서방문자가

쉼터를방문하는동안쉼터실무자는카메라나기록장치를받아서안전하게보관하

도록한다. 

■쉼터관리자는모든외부방문을주의깊게기록하고기록한것을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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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쉼터접근에관한명확한규정을세우도록한다. 이에관해다음의내용을참

고한다.  

언론의접근

단체는반드시언론관계자를주의해야한다. 어떤쉼터에서는언론의접근을전

혀허용하지않는반면, 어떤쉼터에서는잘알고신뢰할수있는기자의경우특

정조건하에접근을허용하기도한다. 허용할경우라도, 카메라및기록장치소

지금지규칙과입소자와의인터뷰및대화규제규칙을포함한모든규칙은동

일하게준수되어야한다.

입소자

쉼터의책임

입소자의안전과보안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다음을준수해야한다.

■입소자에게항상자신의주변상황을살피라고알려주어야한다. 

■실무자는입소자가쉼터나쉼터외부에서의사, 변호사, 경찰등을만나는경우그와

동행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경찰이나다른사법기관공무원을만나야할경우에는법률상담

사가동행해야한다. 

입소자의책임

인신매매피해자와관련된모든사항에는항상어느정도의위험이따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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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출신국으로돌아갈경우가족이나친구에게연락하기를원할수도있는

데, 이는쉼터의보안과안전에위협이될소지가있다. 또는입소자가쉼터에머

무르는동안의무를다하지않을수도있다. 입소자는쉼터실무자의조언을따

르지않고자신이예전에자주가던장소나지인들을방문하며자신의존재를알

릴 위험이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인신매매자나 업주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여

다시연락을취하고관계를형성하기를원할수도있다. 

이러한위험이있기때문에, 쉼터입소자는스스로를보호할책임뿐아니라다른

입소자및실무자의안전과보안에대한책임도지고있다는사실을충분히숙지

하고있어야한다.

쉼터가제대로기능하기위해서, 입소자는반드시정해진보안절차와쉼터규칙

을지켜야하며단체는명확한절차와규칙을정해야하고모든입소자와실무자

가이에대해잘알고있어야한다. 규칙으로다뤄질수있는문제로는쉼터업무

에대한개인의책임, 실무자및다른입소자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한행

동기준등이해당될수있다. 또한, 약물, 술, 무기, 휴대전화사용이나소지및

검증되지않은외부인의방문을금지하는규정을세우기를권장한다.

피해자는 정식으로 입소하기 전 보안 절차와 쉼터 규칙을 읽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비밀보장과행정절차및문서보안

전자문서나종이문서형식으로된모든개인비밀정보와인신매매기밀자료는주의해

서다루고폐기해야한다. 1장1.2항의권장사항을참고하라.

쉼터는입소자와실무자간의상호교류가일상적으로이루어지는매우혼잡한

장소일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이러한상호작용과친밀함으로인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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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자료의 유지, 보안 및 기타 보안 문제와 관련된 기본 보안 절차가 허술해질

수있다.

■쉼터보안의기본조건으로입소자와실무자에관한모든개인비밀기록과문서는반

드시안전한곳에보관되어야한다.  

■쉼터관리자는모든비밀문서와기록의보안이철저히이루어지도록직접책임지고관

리해야한다. 

■쉼터관리자는모든사람이보안규칙과지시를엄격히준수하도록직접책임지고관

리해야한다.  

이러한보안지침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피해자나실무자에관한개인적비밀자료나인신매매관련기밀자료는우연히든의

도적이든검증되지않은사람에의해접근또는누설되어서는안된다.

■쉼터입소자에관한모든문서와기록은쉼터프로그램관리및감사에필요한최소한

의양만보관한다. 

■‘구체적필요’에의한정보교환원칙을항상엄격히준수해야한다. 이는 제3자에게

최소한의정보만을전달하기위해서이다.

4.3쉼터관리와실무자구성

4.3.1쉼터실무자구성

각쉼터에서일하는쉼터실무자의수, 직무및자격은각쉼터의필요와자원에

따라서다를것이다. 지원단체와협력자들은다음을고려하여쉼터의실무진을

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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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범위

■대부분의서비스를현장에서제공하는가아니면협력단체로연계하는가?

■쉼터에서지원을받거나거주하고있는평균혹은대략적인입소자의수

■평균적인쉼터거주기간

각쉼터는다음의직무를담당할핵심쉼터실무자를최소한명이상두어야한

다.

■쉼터관리

■직접상담과심리적지원

■입소자관리와일반적지원

■재정관리와조달

4.3.2쉼터관리

각쉼터는쉼터관리에총괄적인책임을지는핵심실무자한명을쉼터관리자

로지정해야한다. 쉼터관리자는쉼터실무자및제공서비스에대한수퍼비전

을포함하여쉼터의일상업무에대해종합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 쉼터관리

자는쉼터의원칙과목표를존중하고쉼터입소자와실무자의안전, 건강, 안녕

을도모해야한다.

다음목록은쉼터관리자가가져야할의무이다.

■쉼터의일상업무를감독한다. 쉼터입소자의필요에맞추어계획을개발하고실행하

며조정하고평가한다.   

■효과적인관리를위한기반을세우고모니터링하며쉼터실무자, 입소자및서비스를

지도하고이끈다.

■실무자가쉼터입소자의개인적인문제해결을돕는일반적인지원은물론, 입소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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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입소자사정, 개입, 서비스연계에있어쉼터의원칙과목표, 방침을지키도록장

려한다. 이러한지원에는필요할경우의료, 상담, 법률지원이포함되며, 음식, 물품

등과같은기타관련서비스도포함된다.

■입소자의입소와퇴소를결정한다.

■안전과보안체계및검사와관련절차를유지한다.

■정확한프로그램의내용과입소자에관한기록은반드시비밀이유지되는상태로보

관한다. 필요한것은모두문서화한다.

■쉼터실무자와서비스제공자의신원을확인하여고용하며지도, 교육및지원과정에

참여한다. 

■쉼터 실무자의업무에대한수퍼비전을실시하고평가한다. 필요하다면매주실무자

회의를열어사례서비스계획을검토하고실무자의고충에대한해결책을찾고자노

력하며잘못된행위에대해서는징계조치를취한다.

■쉼터실무자의휴가, 병가및기타결근사항을관리하여쉼터에실무자가항상근무하

도록근무일정을조정한다.

■실무자의업무성과를모니터링한다. 

■방문자기록을보관한다.

■필요할경우매달보고서를제출한다.

■기존예산에대한지출내역을관리ㆍ감독하고예산에대한의견을제안한다. 

■쉼터건물과설비가항상청결하고제대로기능하는지관리상태를감독한다.

■인신매매방지활동, 개발, 조정, 협력과관련하여지원단체실무자와협력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된모든기타업무를수행한다.  

4.3.3직접상담과심리적지원

각 쉼터에는 직접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책임지는 실무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쉼터관리자의지원과수퍼비전하에사회복지사, 상담사또는

쉼터심리상담사가쉼터입소자에대한직접상담이나심리적지원을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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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상담사

사회복지사/상담사는 쉼터 입소자와 상담을 하고 다른 지원 제공자와 협력하여

개별사례계획에따른지원서비스를관리하고모니터링한다. 

다음목록은사회복지사/상담사가가져야할의무이다.

■피해자와의최초인터뷰를진행하고입소자를위한쉼터오리엔테이션을담당한다.

■입소자가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이해하고받아들일수있도록설명한다. 

■입소자가필요로하는긴급한사항과부수적사항이무엇인지확인한다. 

■입소자와쉼터실무자, 그리고다른지원제공자와함께사례별서비스계획을개발

한다.

■현장과외부에있는지원단체에게적합한서비스연계를수행한다. 

■입소자가요구하거나필요할경우, 서비스제공자와의약속에입소자와동행한다. 

■입소자가쉼터에머무는동안사례진행과정을모니터링한다. 

■쉼터퇴소일자와연계및후속서비스를결정하는데참여한다.

■입소자의퇴소절차를만들고조정한다. 입소자가이러한절차와연계과정에대해이

해할수있도록돕는다.

■만약쉼터가경유국이나목적국에있을경우, 의사소통을위해입소자의모국어로서

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람을참석하게하고입소자가퇴소한이후3개월간경과보

고서를받도록한다. 

■쉼터가출신국에있을경우, 입소자가쉼터에서퇴소한후6개월동안은개별사례를

모니터링하고적합한후속절차를제공한다. 

■쉼터가출신국에있을경우, 다른서비스제공자와최신정보를교환하고지속적으로

연락한다.  

■매주실무자회의와개별사례발표에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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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쉼터심리상담사는입소자가주어진상황과환경에서제대로기능할수있는정

신적능력을가지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입소자를인터뷰해야한다. 또한심리

상담사는 입소자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치료를 실시하고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실행하며, 필요할경우치료및사례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고진행하

기위해다른지원제공자와협력해야한다.

다음목록은쉼터심리상담사가가져야할의무이다.

■입소자의사례에대한사정을실시한다.

■긴급한위기와문제를다루는방법에대해입소자에게알려준다.

■입소자에게지원을제공한다.

■정신질환징후를보이는입소자를확인하고정신과치료를권장한다.

■입소자의정신적상태가의심이가는경우, 해당자를평가하고쉼터관리자와다른관

련서비스제공자에게도이를알린다.

■입소자를위한사례별계획수립에참여한다. 

■입소자의쉼터퇴소와관련하여시기, 상황, 서비스연계를포함한사례종결과정에

참여한다.

■종합적인쉼터활동과프로그램개발에기여한다.

■사례발표에참석한다.

■필요하다면, 매주실무자회의에참석한다.

4.3.4입소자관리와일반적지원

쉼터실무자중에는24시간입소자를관리하며지원하는쉼터상주직원이있어

야한다. 상주직원의업무는쉼터관리자의수퍼비전과지원하에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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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상주직원

각쉼터에는입소자에대한수퍼비전과일반적인지원을책임지는상주직원이두

명이상있어야한다. 상주직원은낮에는쉼터활동을감독하고밤에는쉼터에서

당직을서면서쉼터규칙과보안절차가준수되도록관리한다. 

다음목록은쉼터상주직원이가져야할의무이다.

■입소자가쉼터규칙과규정을반드시준수할수있도록수퍼비전을책임진다.

■쉼터관리자의지시와쉼터내부일정에따라일상활동을계획하고진행한다.

■입소자의출입사항을기록한다. 

■쉼터관리자가사전에허락한모든방문자의쉼터출입사항을기록한다.

■입소자의진료일정과절차를모두기록한다. 

■입소자가의료서비스를이해할수있도록돕고동의서에서명을받는다. 

■입소자가보안규칙과지시를따르게한다.

■청결하고편안한쉼터환경을조성하기위해입소자와실무자가규칙을따르게한다.  

■각각의입소자들이존중과관심으로서로를대할수있도록돕는다. 

■입소자들간의문제나쉼터관리자에대한입소자들의불만은신속하고적절하게해

결한다. 

■필요할경우청소, 세탁등을관리한다.

■일반지급품과쉼터물품이부족할때회계담당자에게알린다.

■쉼터유지및보수에관해필요한사항을쉼터관리자에게알린다.

■보안상의위험이나특정한사건이발생한경우쉼터관리자에게알린다. 

■쉼터활동과일상을기록하고보관한다.  

■일상적인변화와사건에대해매주보고서를제출한다. 

■매주실무자회의에참석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58



159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4.3.5재정관리와조달

쉼터실무자중에는쉼터재정과조달을책임질실무자(재정담당자나회계담당

자)가한명있어야한다.  

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는모든쉼터지출에대해서정확히기록할책임이있다. 또한, 쉼터

관리자의 감독과 지원 하에 사용 가능한 쉼터 예산 한도에 맞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한다.

다음목록은회계담당자가가져야할의무이다.

■모든지출내역을정확하고상세히기록한다.

■쉼터자원을효율적으로소중히사용한다. 

■쉼터의모든소요비용을적시에지불한다. 

■필요에대비하여신선한식품, 통조림, 건조식품등을비축하고, 적당한옷, 신발, 위

생용품, 여행가방및기타필수품을마련해둔다.  

■쉼터관리자와상의하여쉼터필수품을구매(또는구매위임, 관리)한다.

■모든지출을상세하게기록한후쉼터관리자에게재정보고서를매주제출한다. 

■필요하다면쉼터실무자회의에참석하거나대신감독할수있는사람을회의에보내

도록한다.

4.3.6기타실무자

쉼터가가진자원과필요에따라그리고서비스가쉼터의내·외부어디에서주

로제공되는지에따라, 쉼터실무자는의료종사자, 교사, 활동 진행자, 통역사

등을추가로포함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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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자원봉사자관리

쉼터에서는입소자가증가함에따라다양한서비스및활동을보조해줄자원봉

사자를활용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자원봉사자는쉼터의서비스와활동을보완

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정규 실무자의 주요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일부쉼터에서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자원봉사자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도움

을받는다.  

■언어기술

■컴퓨터기술

■드라마치료및무용치료

■미술공예

자원봉사자의활용여부는보안문제와자원, 수퍼비전능력, 입소자의욕구, 자

원봉사자가가지고있는기술이나재능에따라좌우될것이다. 자원봉사자가활동

을할때에는정규실무자가항상함께있는것이바람직하다. 확실한보안규정

준수와자질관리를위해모든자원봉사자는반드시다음단계를거쳐야한다.

■초기에신원확인과정을거친다.

■쉼터규칙에서명한다.

■비밀보장을위한동의서에서명한다.

■인신매매방지기초교육에참가한다. 

아동을지원하는자원봉사자는인신매매피해아동의특별한필요와권리에관한

인지강화교육에참여해야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60



161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4.4쉼터실무자관리와교육

쉼터관리자는쉼터실무자관리를위해다음을개발하고감독할책임이있다. 

■실무자교육

■실무자행동수칙

■실무자근무일정

■실무자수퍼비전

4.4.1실무자교육및개발프로그램

각실무자는쉼터에서일하는첫주에쉼터관리자가진행하는인신매매방지및

쉼터안내에대한오리엔테이션을받아야한다. 실무자의경험에따라해당업무

에대한구체적인오리엔테이션과적합한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 

교육주제로다음을제안한다.

■인신매매현상

■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에관한일반적원칙 (인신매매방지의정서, 국가별인신매매방

지법과규정)   

■외상을입은피해자의치료와회복과정에의개입

■인신매매피해자의회복과재활을촉진하기위한치료활동이나개입

■외상을입은피해자와의의사소통기술

■서비스제공에있어다각적인접근방식과팀워크

■위기관리원칙

■상담기본원칙

■인신매매피해자에게적용되는구체적인상담원칙

■지역사회가제공하는지원과전문서비스에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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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보안교육

■응급처치교육

쉼터관리자는쉼터실무자의필요와현장의변화에맞추어교육과정을마련해

야한다.

4.4.2쉼터행동수칙및업무기준

각 쉼터는 쉼터 실무자를 위한 행동수칙 및 업무 기준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

다. 이핸드북의앞부분에서제시한주요원칙을기본으로하여각쉼터별인신

매매방지방침을반영한행동수칙을마련해야하며, 실무자의보안규칙과비밀

보장규칙을명시한업무절차기준을확립해야한다. (본 장의첨부자료Ⅰ과

Ⅱ를참고하길바란다.)

4.4.3실무자근무일정

쉼터관리자는실무자가쉼터에 24시간상주할수있도록실무자들의근무일정

을조정하고관리해야한다. 담당실무자가병이나비상사태로결근할경우를대

비하여대체인력을미리마련해두어야한다.

효율적인근무를위하여, 실무자의근무일정은반드시실무자와입소자간의적

절한비율을고려하여세우도록한다. 이는당시의쉼터실무자수, 쉼터수용능

력, 입소자의수에따라달라질것이며, 제공하는서비스와입소자의요구, 쉼터

실무자가최대로지원할수있는능력에도영향을받을것이다. 업무가효과적으

로진행되는지확인하기위해실무자와입소자의비율을정기적으로검토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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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실무자수퍼비전

주간실무자회의

주간실무자회의는실무자의활동과입소자의사례를모니터링하고수퍼비전을

실시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 주간실무자회의를통해다음의주제를정기적

으로논의해볼수있다.

■사례조정

■전반적인사례경과

■입소/퇴소사례

■사례에서발견되는문제에대한해결방법

■윤리적사안

■쉼터실무자와다른서비스제공자및인신매매피해자지원단체의실무자와의관계

■입소자혹은실무자간의갈등이나불만

■쉼터방침과절차에대한평가

■입소자의질문지검토

■기타논의사항

개별면담및수퍼비전

쉼터관리자는쉼터실무자와의개별면담을통해다음을의논하고확인해야한다. 

■방침(Direction)：쉼터실무자가주어진조건과활용할수있는방법에맞게현실적

이고실현가능한목표를세울수있도록지도해야한다. 

■코칭(Coaching)：쉼터관리자는실무자에게어떠한비공식적인교육과코칭이이루

어지고있는지확인해야하고각자맡은바를잘수행할수있도록실무자들을격려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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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Feedback)：피드백은 실무자의 업무결과를 평가, 인정, 격려 혹은 비판하

는데도움이되며, 쉼터의업무와관련된모든의사소통에서지속적으로활용될수

있다. 또한 쉼터실무자나입소자가겪을수있는어려움이나상황을다루는데에도

도움이된다.

■상담(Counselling)：쉼터 실무자의 행동이나 업무결과 또는 입소자의 행동과 관련

하여어떤문제가있는경우, 쉼터관리자는당사자에게이를환기시키고문제점이개

선될수있도록조언하며당사자가이를극복할수있도록격려해주어야한다.  

■징계(Discipline)：만약실무자가쉼터규칙과규정을무시하거나위반할경우, 쉼터

관리자는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관리자는 기존의규칙과목적,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하는이유에대해해당실무자의주의를환기시켜야한다. 보안규정이나비밀

보장의무를위반하였을시에는강력한주의를주어야한다. 

4.4.5소진

소진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장기간 개입함으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감정

적·정신적고갈상태이다.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실무자는자기자신을돌

보는데에도신경을써야하며, 자신의업무를하는데안전할정도의에너지만

쓸수있도록감정적에너지의양을조절해야한다. 관리자는인신매매피해자와

같이외상을입은사람을지원할때받게되는스트레스가다양한심리적반응을

일으켜 2차스트레스장애와 2차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

다. 실무자가장기간지속적으로스트레스를받아왔다면소진이될수있다.1) 

업무소진과실무자지원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5장5.14항을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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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쉼터의피해자지원절차

본장에서는인신매매피해자가쉼터에입소해서퇴소할때까지이루어지는활동

에관하여쉼터실무자에게몇가지지침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지침은출신

국, 경유국, 목적국에서행해지는쉼터의피해자지원절차를전반적으로아우르

는것으로, 대개쉼터가어디에위치하는가에관계없이적용가능하다.

지원절차상의지침은연계, 귀환, 재통합절차와서로겹쳐지고보완될수있으

므로3장에서설명하였던연계, 귀환, 재통합을위한구체적인지침을적절히참

고해야할것이다. 또한쉼터의피해자지원절차는피해자개개인이필요사항과

지원범위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이에대해서는다음에서설명할것이다.

부록 I：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하고지원하기전에모든지원단체의실무자는이핸드북의

「부록 I：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과「부록 II：인터뷰

점검목록」을상세하게읽고검토해야한다.  

4.5.1기본개념

모든쉼터실무자는쉼터입소자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하기위해인신매매현

상과이것이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그리고서비스제공이가지는함의를명확

하게파악하고이해해야한다. 쉼터실무자는인신매매의특성과과정에대해숙

지하고있어야한다. 인신매매의범죄요건, 핵심요소및인신매매과정그리고

이것이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핸드북의다른장에서설명하고있으므로이장에서는반복하지않을것이다.

모든쉼터실무자는이핸드북에서설명하고있는지침을숙지할것을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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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자세와태도

피해자에대한쉼터실무자의자세와태도는이들의재활과사회재통합과정에

있어중요한영향을미친다. 쉼터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와연락을취하거나

만날때다음을명심하도록한다.  

■수용：수용은 입소자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수용은 진심어린 관심, 공감하

며경청하는태도, 비심판적태도, 상호존중의분위기를통해이루어진다. 이때, 피

해자가비난받지않는다고느끼게하는것이중요하다. 

■개인의특성에대한존중：실무자는입소자개개인의특성을인정하도록노력해야한

다. 각 입소자에대한이해와관심을바탕으로입소자가자기자신의생각과감정을

표현할수있도록장려한다.

■객관성：실무자는상황을객관적으로검토하기위해노력해야하며, 입소자를지원하

는데있어사적인의견이나판단을개입시켜서는안된다.

■피해자의상태를고려한개입：실무자는피해자의신체적ㆍ정서적상태에따라개입

의내용과방식을조정해야한다. 이는쉼터에있는피해자에게긴질문을하는것을

피하고피해자가말한것과말하지않은것을주의해서파악해야함을의미한다. 

■피해자에대한감정조절：실무자는입소자가표현하지않은감정까지도세심하게살

펴야하며, 인간행동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적절히반응해야한다. 쉼터실무자는

냉담하거나관심이없는태도를보여서는안되지만입소자와자신을너무동일시하

거나감정적으로휘말려서도안된다.  

신뢰관계의수립

쉼터실무자는피해자가인신매매피해로인해자신감과타인에대한신뢰에심

한손상을입었음을인지하고, 피해자가다시금타인에대한신뢰와관계를회복

하기위해서는실무자의인내심과집중력이요구된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따

라서 피해자가 다시 신뢰와 자신감을 쌓기 위해 노력할 때, 실무자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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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압박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하며많은대화를나눌수있도록먼

저다가가야한다. 또한실무자는심판하는듯한태도를보여서는안되며자신

의감정을적절히통제하고피해자에게공감하는태도를보여야한다. 

쉼터에서피해자를대할때에는언어적·비언어적수단을함께사용하여공감을

표현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이때도움이되는기술은다음과같다. 

■개인적특성과상황에초점을맞출것

■피해자의말을경청할것

■솔직하고인간적으로반응할것

■평정심, 신중함, 관심과공감

■통제하고무시하는듯한태도를피할것

■스스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격려할것

■쉼터의지원체계에대해설명할것

■이용할수있는자원을알려줄것

■개인의욕구나필요사항에대해유연한태도를취할것

■필요할경우추가적인지원과도움을제공할것

쉼터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피해자개인의관심

과심리적·신체적상태를반영한자기자신만의개입방식을개발해야한다.

4.5.2쉼터도착

피해자가쉼터에도착하기전에모든준비를마치는것이중요하다. 이는기본적

으로쉼터관리자의책임이지만, 상황에따라서다른실무자에게위임할수도있

다. (피해자인터뷰모범사례에대한더많은정보는이핸드북의「부록 I: 인신

매매 피해자 지원과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에 나와 있다. 5장

5.11.2항도함께참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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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최초인터뷰진행자결정

일반적으로쉼터에서는관리자가피해자와의최초인터뷰를누가진행할것인지

결정한다. 최초인터뷰는쉼터관리자에의해이루어지기도하지만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에의해진행되기도한다.

최초인터뷰를진행하는사람은다음의능력을갖추어야한다.

■라포형성기술

■언어능력(관련이있을경우)

■전문적인심리상담기술(피해자가심리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

■전문적인아동상담기술(피해자가아동일경우)

쉼터에서이루어지는인신매매피해아동과의인터뷰는이들의심리적·정서적·

신체적발달및행동에대하여특수교육을받은전문가가진행하는것이이상적

이다. 가능하다면 피해 아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동일한

언어를사용할수있는전문가를선택하는것이좋다. 

피해자와의 최초 인터뷰가 진행될 때, 쉼터에 인터뷰 담당자 외 다른 실무자가

근무하고있어야한다. 인터뷰를진행하는동안실무자는입소자들을적절히감

독하고지원하여최초인터뷰진행자가온전히피해자에게집중할수있게도와

야한다.  

4.5.4 인터뷰시기와환경

피해자가쉼터에도착하는날짜와시간을정하고확인하는것은보통쉼터관리자

의책임이다. 따라서최초인터뷰를맡은실무자의근무교대시간과입소자가도

착하는시간이겹쳐지지않도록최소한시간이상의여유시간을확보해야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68



169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일반적으로쉼터실무자는최초인터뷰때한번에여러명의피해자를담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쉼터는 신규 입소자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실무자수를더늘려야한다.     

피해자가최초인터뷰진행자가사용하는언어로효과적인의사소통을할수있

을지에대해조금이라도의심이간다면, 통역서비스가가능한시간으로인터뷰

일정을조정하는것이좋다.

각쉼터는연계기관및기타협력자들과쉼터도착시간에관해합의된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쉼터는 명시된 근무 시간 내에 신규 입소자를

받아야한다. (단, 일반근무시간외에긴급입소허가가필요한예외적인경우

는제외한다.) 각쉼터는신규입소자도착에관해사전통보를의무화하는정책

을세워야한다. 이는피해자의초기사례파일을만들고인터뷰진행자를결정

하며, 다른지원제공자의추가적인협조가가능한지의여부를확인할충분한시

간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

4.5.5최초인터뷰의환경

최초인터뷰는쉼터내독립적이고비밀이보장되는공간에서진행되어야한다.

인터뷰진행장소는넓고밝으며편안하게느낄수있는곳이이상적이다. 또한

입소자들의 개인 비밀정보와 인신매매 경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쉼터의방한칸을항시비워두는것이좋다.  

피해자와의최초인터뷰가이루어지는동안다른실무자나입소자들이들어서는

안되는민감한비밀정보가다루어질수있다. 따라서인터뷰실은쉼터의일상공

간에서떨어진곳에위치하는것이적절하며, 가능하다면실무자사무실은피하

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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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진행하는실무자는인터뷰중에다른실무자가들어오거나전화벨소리

가울리는것과같이주의를산만하게만들수있는요인을최소화하도록노력해

야한다. 뿐만아니라다른입소자들이인터뷰실에들어오지못하도록해야한다.

4.5.6최초인터뷰의목표

최초인터뷰의네가지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라포형성

■안전보장

■쉼터정보제공및오리엔테이션

■서비스내용및사례별서비스계획을구성하기위한피해자정보수집

라포형성

쉼터실무자는최초인터뷰를통해대상자와의라포를형성하게된다. 라포형성

의목적은피해자가안전하며자신의회복을지원하고자하는사람들과함께있

음을재확인시켜주는데있다. 어떻게쉼터실무자가피해자와의최초인터뷰를

진행하는가는인터뷰담당자의진행방식, 상황에대한사정, 피해자의반응과상

태, 피해자에대한사전정보에따라달라진다.

인터뷰진행자는쉼터서비스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기전에자기소개를간략

히하고쉼터내자신의위치와역할에대해설명한다. 동시에피해자가원한다

면물이나차등과같은마실것을제공한다.

이야기를나누는동안최초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의신체적·정서적상태와인

터뷰내용에대한피해자의반응에유의해야한다. 인터뷰진행자는이핸드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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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분에서도강조되었던인신매매가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특히유

념해야하며, 피해자의상황을이해하고신뢰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노력해야

한다. 예를들어피해자에대한관심을표현하거나, 피해자가자신의삶에대한

통제력을되찾으려고노력할때그용기를인정해주는것등이이에해당될수

있다. 

안전보장

이와같이초기단계에서는피해자에게신체적·정서적안전을확인하고안심시

켜주는것이중요하다. 성공적인회복단계로나아가기위하여피해자들의기본적

인신체적·정서적안전은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최초 인터뷰 진행자는 쉼터가 입소자와 실무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설립된것임을확인시켜주어야한다. 입소자와실무자

는인신매매자와공범자로부터의보호, 신체적·정서적자율성및안전의보장,

또는식량, 기초생필품, 의료지원과같은다른지원수단을필요로한다. 일단

사전연락과안전확인이끝나면피해자는쉼터의규칙을소개받고오리엔테이션

을받을수있다. 

쉼터정보제공및오리엔테이션

기본적인소개를하고피해자의안전을확인한후, 인터뷰진행자는이어지는인

터뷰에서피해자에게쉼터와쉼터서비스에대해서알려준다.

쉼터의주요목표중하나는피해자의통제력과결정력, 주위환경에대한예측

능력등의회복을지원하는것이므로새로입소한피해자와다음에대해이야기

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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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서피해자가가지는권리와책임

■피해자의동의확인

■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피해자의인식강화, 개별화된서비스계획확립을

위한적극적인참여및의사결정능력증진

■서비스제공의기본내용및사례별서비스계획을구성하기위한피해자정보수집

4.5.7쉼터입소자의권리와의무

쉼터입소자의권리

인터뷰진행자는쉼터입소자가실무자나다른입소자들로부터존중받아야할권

리가있음을피해자에게설명하고, 인터뷰후받게될정보책자에이러한권리

들을정리한자료가포함되어있을것이라고알려주어야한다. 인터뷰를시작할

때정보책자및입소자권리사본등을먼저주게되면나머지시간동안피해자

의주의를분산시킬수있으므로모든서류는최초인터뷰가끝난후에주는것

이좋다. 

인터뷰진행자는신규입소자에게그들의권리에대해충분히설명해야하며, 특

히동의권과비밀보장의권리, 자기결정권은강조되어야한다. 피해자는이미쉼

터입소시입소조건으로지원단체에구두및서면상의동의를표했을것이므

로 동의서 사본은 피해자의 쉼터 정보 책자와 사례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그러나피해자가동의권에대하여완전하게이해하고인식하고있는지확인

하기위하여, 쉼터에서제공되는모든서비스에대한동의권을상황에따라가능

한한피해자가본인의말로다시진술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피해자는쉼터의서비스나특정처우와관련하여불만이있는경우내부절

차를 통해 건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려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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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거나적절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개인면담이마련될수있다. 쉼터입

소자의권리를문서화하여발행해야하며, 모든입소자들의모국어로번역된사

본이열람가능해야한다.  

다음은입소자의권리에관한몇가지예이며, 이내용은본장의첨부자료Ⅲ에

서자세히설명하고있다.  

입소자의권리

쉼터의모든입소자들은

■이해와존중으로대우받아야한다. 

■비밀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사생활을침해받지않을권리가있다. 

■자신만의서비스목표와계획을확인하고설정할권리가있다.

■충분한사전동의에기반하여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다.

■서비스의내용과목적에대해이해가능한언어로안내받을권리가있다. 

■자신과관련된기록에접근할수있는권리가있다.  

또한 입소자들은 위에 언급된 권리 중 일부가 침해당했다고 느끼거나 쉼터에서

제공되는처우와서비스가부당하다고느낄경우, 쉼터관리자와의개별면담을

요청할수있다. 

이 단계에서 인터뷰 진행자는 피해자의 사례와 상태에 대한 심리상담가의 견해

및피해자의법적권리에대해간략하게재검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

우법적권리에대한논의는피해자가최소한하루정도의휴식을취하면서쉼터

서비스에대한정보를검토하고쉼터실무자와함께서비스계획에대해이야기

를나눈뒤에진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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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입소자의의무

쉼터입소자에게입소자본인, 쉼터실무자, 그리고쉼터의다른입소자들에대

한일정한책임을준수할의무가있음을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 

인터뷰진행자는신규입소자에게입소자규칙사본을전달한후이를입소자와

함께검토해야한다. 규칙의문구를하나하나자세히살펴볼필요는없지만, 신

규 입소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과 의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다음은쉼터규칙의한예이다.  

쉼터일반규칙

■모든입소자와쉼터실무자를존중과예의로대해야한다. 

■쉼터실무자가배정한쉼터내부의일이나기타업무를성실히수행해야한다.  

■모든입소자는쉼터내본인의취침공간을청결히유지하고정리정돈할책임이있다.

■쉼터의소유물과자원을소중히사용해야한다. 

■입소자는실무자에게보관을요청하지않은개인물품에대해개인적인책임을진다. 

■기상시간과소등시간을비롯한쉼터의정해진일정을준수해야한다.  

■외출시에는사전에쉼터실무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담당의사, 심리상담사, 쉼터실무자가결정한모든치료와권고사항들을준수해야하

고, 약물치료를할때는처방된시간과분량에맞추어약을복용해야한다. 

■모든쉼터입소자는개인위생을철저히준수해야한다. 

■쉼터입소자는소리를지르거나시끄럽게소음을내서는안된다. 

■쉼터내흡연은허용되지않는다.

■쉼터내접근제한구역(예, 실무자사무실, 의료검사실)은실무자의허가없이출입해서

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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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소자의경우에는아동의연령과발달정도를고려하여일반규칙을조정

해야한다. 다음은미성년자를위한규칙의예이다. 

■자기관리및위생지침을준수한다.

■청소나침대정리와같은가사일을분담한다. 

■다른사람의권리와소유물을침해하지않는다.

■입소자와실무자를포함한다른사람들과협력한다.

■일정표에정해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일반규칙을설명한후에는입소자본인의사례파일에쉼터에서발행한모국어

규칙사본이포함되어있음을알린다. 만일피해자가규칙사본에아직서명하지

않았거나쉼터가피해자의서명이담긴사본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 최초인

터뷰가종료되기전피해자에게사본에서명하도록요청해야한다. (본 장 첨부

자료Ⅳ를참고하기바란다.)

쉼터보안규칙

일반규칙에대해알린후에인터뷰진행자는보안규칙에대하여심층적으로이

야기를나누어야한다. 인터뷰진행자는반드시피해자와함께보안규칙의구체

적인사항을상세히검토해야하고, 피해자가규칙을이해하고있으며이를기꺼

이준수할의향이있는지확인해야한다.  

다음은피해자에게설명해야하는보안규칙의예이다. 

■마약, 알코올, 무기등을비롯한기타밀수품들은반입이금지된다. 

■쉼터내에서휴대전화나호출기의사용은금지된다. 이러한물건은쉼터입소시에실

무자가맡아별도로보관해야하며입소자는퇴소시에이를돌려받을수있다. 

■사전허가혹은확인이안된방문객은쉼터방문이허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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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국제전화의사용은쉼터관리자와의협의를통한실무자의승인을받거나

긴급상황이발생한경우가아니라면허용되지않는다.  

■쉼터의위치또는쉼터입소자및실무자의개인정보는누구에게도공개되어서는안

된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기타 개인정보는 다른 입소자나 실무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

다. 달리명시되어있지않는한, 성(姓)을제외한이름만사용될수있다.

■가족, 지인혹은쉼터외부인에게연락을할때에는쉼터실무자가정한보안규칙을

엄격히준수해야한다.  

■외출이나외부인과의접촉과관련해쉼터실무자가정한보안지침을엄격히준수해

야한다. 

■어떠한경우에라도의심스러운점이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쉼터실무자에게보고해

야한다. 

보안규칙에대한설명이끝난후에는입소자에게본인의사례파일에모국어로

된 규칙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쉼터에도 사본이 비치되어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신규입소자가규칙사본에아직서명하지않았거나쉼터가피해자의

서명이담긴사본을가지고있지않을경우, 최초인터뷰가종료되기전피해자

에게사본에서명하도록요청해야한다. 

피해자가규칙을완전히이해하고있으며준수할의향이있음을확인하고난뒤

에는쉼터지원과서비스에대한안내가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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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쉼터지원과서비스

최초 인터뷰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피해자의이해와동의및참여의사를확인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에, 최초인

터뷰시에는서비스에대해간략한소개만을다루도록하고심층적인내용은인

터뷰다음날에논의하도록한다. 인터뷰진행자는이용가능한서비스목록과설

명이정보책자에포함되어있으며다음날에쉼터실무자와함께이를더욱상세

히검토하게될것이라고피해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이용가능한서비스목록은피해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번역하여쉼터에비

치해야한다. 서비스목록의예는다음과같다. 

■귀국이송

■식사

■기초생필품

■의료지원

■상담

■심리적지원

■법률정보

■필요할경우, 전문가의지원

■레크리에이션활동

경유국과 목적국에 위치한 쉼터는 피해자가 임시 거주 허가증을 얻거나 자발적

귀환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그외지원가능한사항

은다음과같다.

■신분증과출입국서류준비

■귀국이송

■도착시머무를수있는안전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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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서비스연계와재통합지원

출신국에위치한쉼터의재통합서비스에는다음에관한지원과정보제공이포

함될수있다.

■가족간갈등중재및상담서비스

■신분증명서류및사회복지서비스를위한증명서류의준비

■의료지원

■심리적지원및정신과치료

■법률지원

■교육및직업훈련지원

■취업지원

■소규모창업과소액자금지원프로그램

■지원단체협력자

■재통합모니터링

인신매매 피해자의 재통합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3장 3.2항을

참고하기바란다.

4.5.9피해자와의심층면담

인신매매피해자를인터뷰하고지원하기전에모든지원단체의실무자는이핸드북의

「부록 I：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과「부록 II：인터뷰

점검목록」을상세하게읽고검토해야한다. 

쉼터 서비스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는 보다 폭넓은 대화를 통해 더

많은정보를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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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의목적은다음과같다.

■피해자에대한다양하고포괄적인정보획득

■피해자가자신의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부여

■피해자의필요사항이나관심사확인

피해자에대한다양하고포괄적인정보획득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와의인터뷰를통해필수적이고정확한정보를수집하고

자노력해야한다. 우선인터뷰초기단계에서는주어진정보안에서혼동되거나

모순되는부분이없는지를잘살펴야하며, 수집된정보들이가지는난점과한계

를파악해야한다. 쉼터에도착했을당시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상태와주변

상황은 피해자가 특정 질문에 답할 능력과 답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준다.

피해자는지쳐있거나혼란스러워하거나갈피를못잡고두려워하고있을수있

으며, 세부사항들을일관성있게기억하거나묘사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있을

수있다. 이러한증상이발견된다면인터뷰진행자는인터뷰를계속진행할지아

니면피해자가휴식을취하고진정할시간을가질수있도록인터뷰를연기할지

를결정해야한다.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가대답하지않거나개인정보공개를꺼려하는이유에대

해숙지하고있어야한다. 다음과같은이유가이에해당될수있다.  

■수치심과당혹감

■경찰의개입에대한두려움

■법집행기관과의부정적인대면경험

인터뷰진행자는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피해자가안심하고인터뷰에임할수

있도록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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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지원목적에대해부드럽고명확하게설명한다.

■피해자가현재안전한환경에있음을확인시켜줌으로써피해자를안심시킨다. 

■피해자에게모든정보에대한보안이엄격하게유지되고있음을확인시킨다.

만일이러한노력에도성과가없다면심리상담사나쉼터관리자와상의하여인터

뷰일정이나연기여부에대해유연성을가지고결정하는것이좋다.

피해자가자신의이야기를할수있는기회부여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로부터더많은정보를얻어더욱정확하게상황을파악

하기위하여그동안겪은일에대한설명을부탁할수있다. 피해자가자신의관

점에서이야기할수있게하는것은인터뷰진행자가피해자를이해하는데도움

이될뿐만아니라피해자에게도자신이특별히중요하거나고통스러웠다고느꼈

던구체적인사건들에대해말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또한이는피해자와

이야기를듣는사람간의유대감을조성해라포를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

며, 공감과신뢰의토대가된다. 

피해자가살아오면서겪었던모든경험을상세히말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거나

권장되는것은아니다. 이야기하는내용의깊이는쉼터에도착하기전에이루어

졌던인터뷰의횟수와방식에따라달라지기쉽다. 

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돌이켜보며이를자신의언어로표현할기회를갖는것

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때인터뷰진행자는다음의사항을유념해야

한다.

■피해자가이야기도중감정적변화를일으킬수있음을이해한다.

■피해자가지지받는다는느낌을가질수있게한다. 

■단정적이거나심판하는듯한태도를취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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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필요사항이나관심사확인

피해자의우선적인필요사항

피해자가 스스로 경험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

후,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에게있어가장우선적인필요사항이무엇인지를식

별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인터뷰 진행자는 피해자 자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과같은감정이중요한의미를지니며그들의바람, 관심, 참여에따라지원

내용이구성된다는점을강조해야한다. 이미피해자가가장우선적인필요사항

에대해언급하였다면, 인터뷰진행자는그것이피해자에게있어어느정도중요

한지를다시한번확인해야한다.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의우선적인필요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피해자의심리

상태를면밀히살펴야한다. 이때인터뷰진행자의경험수준은피해자지원에

도움이될수있다. 예를들어경유국과목적국에있는피해자들의우선적관심

은인신매매자로부터의안전, 사법적제재로부터의보호, 집으로돌아가고자하

는바람등에주로집중된다. 출신국에있는피해자들은대개가족과의최초연

락과가족이보일반응, 인신매매경험의공개에대한두려움, 건강상태등에관

심을가진다. 

인터뷰 진행자는 피해자가 우선적인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사안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필요가있다. 이때피해자가언급한내용이비논리적이거나일관성이없

어보일수도있다. 그러한경우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가느끼는불안과우려

에대한실질적인원인을식별할수있도록노력함과동시에피해자의감정을인

정하고받아들이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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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과응급상황구분하기

피해자의우선적인필요사항을파악할때위기상황과응급상황을구분하는것

이중요하다. 이들모두세심한주의와시급한처리가필요하지만, 응급상황시

에는 더욱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급 상황은 갑작스런

위험상태또는긴급한조치나치료가필요한, 지연되어서는안되는의료적상

태를의미한다. 

의료적응급상황과구별되는일반적인신체적외상증상

대개지원단체실무자와쉼터관리자는피해자의입소를허가하기전피해자가

긴급한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와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된다. 쉼터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에게서발견되는일반적인신체적

증상들과긴급한의료지원이필요한듯이보이는신체적징후들에항상주의해

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이공통적으로보이는신체적반응은이핸드북의5장에언급

되어있다. 최초인터뷰진행자는신체적상태에대한질문을통해이러한징후

를찾아낼수있어야하고, 이를초기사례파일에기록해야한다. 만약피해자에

게서긴급한진료가필요한듯이보이는증상이발견된다면, 인터뷰진행자는이

를피해자에게알리고의사나의료관계자에게연락하여검진받을수있도록해

야한다. 

심리적응급상황과구별되는심리적위기

신규입소자가일반적인의료지원과정에서제공되는심리적지원을받을필요

가있는지또는긴급한심리적혹은정신과적진료가필요하지는않은지를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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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해서인터뷰진행자는심리적위기와긴급한진료가필요한심리적응급

상황을구분할수있어야한다.

위기(Crisis)：쉼터에 입소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균

형에따른심리적위기상태를보이는경우가많다. 이들의반응기제는스스로

어려움을이겨낼만큼강하지못하거나최근의경험으로인하여이미마비된상

태이다. 이는수일에서수개월까지지속될수있으며치유를위해지속적인지원

과상담이필요하다. 위기는일반적으로극도의불안과동요, 또는우울과패배

감으로 특징지어지며 피해자가 일상 활동을 정상적인 태도로 영위할 수 없거나

전혀불가능하게만든다. 적절한위기개입은심층적인평가와상담을비롯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이전의 적응 능력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개입방식들을포함한다.   

응급상황(Emergency)：심리적 응급 상황이란 발생 가능한 상해를 막기 위하

여긴급대응을필요로하는시급한상황이다. 

응급상황의요소는무엇인가? 

■자살위험- 피해자가자해의욕구를표현하거나암시하는경우

■타인에대한신체적상해의위험- 피해자가타인에대한가해욕구혹은가능성을표

현하거나암시하는경우

■피해자가섬망2), 치매, 급성정신증적삽화(acute psychotic episodes)와같은심

각한판단장애와위험의징후들을보이는경우

만일위에서열거된사항이실제로발생하였거나발생할조짐이있다면, 인터뷰

진행자는즉각쉼터심리상담사, 정신과의사, 내과의사, 혹은쉼터관리자와의

논해야한다. 정신적응급상황에대응하는것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이

핸드북의5장5.11.2항을참고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83



184 4장 _ 쉼터운영지침

미성년자의경우, 법정후견인이나적절한아동보호기관에즉각적인지원를요청해야

한다.

최초인터뷰에서응급처치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었거나필수적인응급처치

가이미제공되었다면, 인터뷰진행자는최초인터뷰의마무리단계로넘어가야

한다. 

4.5.10 최초인터뷰의마무리

인터뷰마지막단계에서인터뷰진행자가해야할일은다음과같다.

■피해자에게정보책자를제공한다.

■규칙및동의서에피해자의서명을받는다.

■다음단계에대하여개괄적으로설명한다. 

정보책자제공

각쉼터입소자는쉼터와관련된모든정보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적혀있는

정보책자를받게된다. 정보책자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지원단체에대한정보

■이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정보

■동의서견본

■쉼터규칙

■보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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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동의서에피해자서명받기

피해자에게정보책자를나누어주었다면, 인터뷰진행자는아래서류에피해자

의서명을받아야한다. 

■동의서

■쉼터일반규칙

■쉼터보안규칙

피해자가서명을거부할경우,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가사전에동의를표하고

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후에도피해자가계속서명을거부할경우에는그이유가무엇인지를확인해

야하며, 필요하다면쉼터심리상담사나관리자에게도움을요청해야한다. 그가

쉼터입소를원하지않기때문에서명을거절한것이라면, 쉼터실무자는피해자

의 의지에 반하여 피해자를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서류에 서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피해자가 입소는 원하지 않지만 일일 치료나 지원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따라서각쉼터는이에대한방침을정해두어야하며관련정보를피해자

에게전달해야한다. 

피해자가입소를원하지않으며비입소자를대상으로한서비스또한원하지않

는다면,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에게협력단체, 정부간기구, 정부기관의지원

등과같은선택사항을제시해야한다. 만일그중에피해자가관심을보이는기

관이있다면실무자는적절한연계및연락조치를취하여최선의대안적지원을

제공해야한다.  

피해자의사례및연계사항에관한최종처리결과는피해자사례파일에기록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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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설명

피해자에게정보책자를지급하고필수서류에서명을받은후에는이어서진행

될단계에대해설명해야한다. 대개후속단계는피해자가요청한지원내용과

피해자가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중어디에있는지에따라다를수있다.

피해자의질문에답변하기

피해자가정보책자를받고동의절차도완료하였다면, 인터뷰진행자는쉼터의

정책및관련서비스에대한피해자의질문에최선을다하여답변해야한다. 특

정질문들에어떻게답을해야할지확신이서지않는경우에는이를다른실무

자와논의한후에피해자에게답변해주어야한다. 

4.5.11기초생필품세트와초기회복시기

최초인터뷰가끝나고나면피해자는쉼터를둘러본뒤, 위생물품과계절에맞

는옷을포함한기초생필품세트를받고취침공간을배정받아야한다. 가능하

면개인물품을보관할수있는사물함을배정해주는것이좋다.

쉼터실무자는피해자가취침공간에서일찍휴식을취할수있도록배려해야한

다. 또한피해자가쉼터일정을잘지키도록장려함과동시에이들이쉼터일정

에 적응하는 데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쉼터에서와

같은규칙적인생활을경험한적이없는피해자들은아마도밤에일어나고낮시

간에잠드는것에익숙할것이다. 이에쉼터실무자는점차적으로일정을변경하

고매일함께규칙적인운동을함으로써입소자가정규시간에적응할수있도록

도움을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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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신규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들과 취침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이

중비어있는침대가있다면, 신규입소자가침대를선택할수있게한다. 쉼터실

무자는신규입소자가도착하기최소몇시간전에는다른입소자들에게입소사

실을알려주어야한다. 

일부쉼터실무자들은신규입소자를위한공간을만들기위하여다른입소자들

에게도움을요청함으로써입소자들간의동료의식과자발성이강화될수있다고

이야기한다. 입소자의국적이다양할경우, 같은국적의사람들이한방을쓰려

는경향이있다. 실무자는입소자들이서로잘지낼수있도록각입소자의특성

을고려하여가장편안하게있을수있는곳으로입소자를배정해야한다.

쉼터의 공간이 충분하다면 일인당 방 하나씩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신매매피해자는대체로방에혼자있으려하지않거나다른사람들과함께방

을쓸때편안함과안도감을느끼는경향이있다. 실무자는이부분에대한입소

자의선호도를미리파악해둘필요가있다.  

4.6아동에대한특별한고려

(미성년자를위한지원과인터뷰에대한상세한정보는5장5.5항을참고한다.) 

가능하다면인신매매피해아동은성인피해자와구분하여동일한연령과성별의

아동들과함께지내게하는것이좋다. 쉼터실무자는취약한환경에있었던아

동, 특히성적으로학대받은적이있는아동을적절하게지원할수있도록훈련

되어있어야한다. 또한쉼터실무자는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피해자의

거처에관해지역적·국내적·국제적기준을찾아보아야한다. 어떤경우에서든

쉼터실무자는개별아동의상황과최선의이익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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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쉼터서비스와지원

쉼터에입소한피해자는3장의3.2.3항에서설명한재통합서비스를요구할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쉼터들은 피해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줄수있는타단체의쉼터로피해자를연계해야한다. 쉼터실무자는피

해자와논의하여각쉼터입소자들을위한사례별서비스계획을개발해야한다. 

쉼터서비스에는다음이포함될수있다.

■상담

■의료지원

■심리적지원

■정신과치료

■법률지원

■레크리에이션활동

■기타재통합서비스(교육, 직업훈련, 소규모창업지원, 취업지원, 보조금지원)

■신분증명서류, 출입국관련서류, 자발적귀환지원

■출발전지원

본장에서는쉼터가제공하는서비스와지원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고자

한다.

4.7.1상담

개인및집단상담은쉼터에서제공되는중요한서비스중하나이다. 많은쉼터에

서피해자를위한정기적인집단상담과교육과정이제공되고있다. 집단상담의

목적은피해자에게안전하고지지받을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피해자는개인및대인관계기술, 특히자신의감정을보다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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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표현하는능력을개발할수있다. (개인상담에관해서는3장의3.2.3.2항

을, 인신매매피해자의정신건강지원에관해서는 5장의 5.11.2항을참고하기

바란다.) 

집단상담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를 직접 다루며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피해자들은자신과동일한경험과어려움

을겪었던다른사람들의이야기를들으며문제를극복하는방식을서로배워나

갈수있다. 

집단상담참여는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피해자의특정한욕구, 연령, 문

화적지향에맞게조정되어야한다.

집단상담가및집단상담지도자의역할

집단상담가또는지도자의역할은집단안에서생산적이며서로존중하는방식의

의사소통이이루어지도록돕는것이다. 집단상담지도자는해당상담회기에이

야기하게될주제와목표등과같은기본적인틀을제공하고참여자들스스로가

방향을설정할수있도록도와준다. 지도자는공통된문제들을짚어내기도하고,

필요할경우피드백을제공하기도하면서참여자들을지원하게된다.  

집단상담지도자는회기가시작되기전에상담내용이비밀로유지되어야한다는

점을참여자들에게상기시켜야한다. 또한개인의법적인문제와같이특정피해

자에대한민감한정보를포함할수있는내용은집단상담토론주제로서는적합

하지않으므로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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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에서다루는주제들

집단상담 회기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루어진

다. 상담가들은교육적요소를결합하여개인적인주제에초점을맞춘내용으로

상담회기를구성해야한다. 

대부분의피해자들은자신의사회적·신체적안녕에대해우려하고있으므로다

음과같은주제를다루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가족과의관계

■자존감

■우울

■불안

■스트레스감소

■영양

■위생

■성매개성감염질환(STDs)과HIV/AIDS

4.7.2의료지원

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안녕은회복에있어매우중요하다. 각쉼터는인신매

매피해자를위한쉼터내의의료지원과연계를통한쉼터밖의의료지원이가

능해야한다. 각쉼터의의료시설과의료전문가의존재여부는쉼터가보유한

자원에따라달라진다.

쉼터 소속이 아닌 의사가 쉼터 내·외부에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IOM은피해자의료지원제공에관한서비스협약을맺을것을권한다. 협약서

에서는의료지원이공공보건기관, 사설의료기관, 의료지원단체중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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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되는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및 지원의 기준, 비밀보장에 관한 조건들과

함께서비스의적절한비용에관한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다.  

쉼터입소자는사후서비스계획을위한실무자와의면담에서의료서비스에대

한정보를제공받아야한다. 쉼터실무자는다음의사항에대하여입소자가이해

할수있는언어로알려주어야한다.

■쉼터내의료지원에관한정보

■의료검진과진료형태

■성매개성감염질환(STDs)과HIV 등에대한검사및검사전후상담

■진료시간표와진료일지

■입소자가받은검진및진료기록

의료지원에대한구체적인지침은이핸드북의5장에서다루고있다.

4.7.3심리적지원

쉼터는지원이필요한인신매매피해자에게쉼터내·외부및연계기관을통해

심리적지원을제공해야한다. 쉼터내심리상담사의고용여부는각쉼터의자

원과필요에따라달라질수있다. 

쉼터 소속이 아닌 외부 심리상담사가 쉼터 내·외부에서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쉼터의경우, IOM은심리적지원에관한서비스협약을맺을것

을권한다. 협약서에서는의료지원이공공보건기관, 사설의료기관, 의료계

지원단체중어디에서제공되는지와상관없이, 서비스및지원의기준, 비밀보

장에관한조건들과함께서비스의적절한비용에관한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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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대상으로한심리적지원은전문가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전문가는외

상을입고취약한상황에처한아동에게심리적지원을제공하기위한전문지식

과경험을갖추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의정신건강지원에대한더자세한정보는 5장의 5.11.2항을

참고한다.

4.7.4.정신과치료

각쉼터는지원이필요한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정신과적검사와지원, 연계와

관련된방침을세워야한다. 쉼터내정신과전문의의존재여부는각쉼터의자

원과필요에따라달라진다. 의사나심리상담사와같은전문가가피해자를공식

적으로정신과전문의에게연계할지의여부는현지상황에따라다를수있다.  

쉼터소속이아닌정신과전문의가쉼터내·외부에서입원환자나외래환자에

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쉼터의 경우, IOM은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서비스협약을맺을것을권한다. 협약서에서는의료지원이공공보건기

관, 사설의료기관, 의료지원단체중어디에서제공되는지와상관없이, 서비스

및 지원의 기준, 비밀보장에 관한 조건들과 함께 서비스의 적절한 비용에 관한

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다.  

아동 입소자의 경우 쉼터 실무자는 아동의 후견인이나 적절한 아동보호 기관과

함께정신과치료지원여부를논의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의정신건강지원에대한더자세한정보는 5장의 5.11.2항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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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법률지원

법률지원은대개쉼터시설내에서제공될수있다. 쉼터소속의법률전문가가

없는경우사적, 공적, 또는비영리적법률서비스제공자와협약을맺어법적인

지원을제공해야한다. 또한쉼터실무자는입소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다

음정보를서면으로전달해야한다. 

■쉼터가위치한국가에서의인신매매피해자의지위에관한법률(쉼터정보책자)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국제적기준(쉼터정보책자)

미성년자에게법률지원을제공하고자할때, 쉼터실무자는미성년자를위한별

도의법제가존재하며이들이국제규범에맞게지원받아야함을명심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의법률지원에대한더자세한정보는3장의3.2.3.4항과6장

의6.4항을참고한다.

4.7.6 레크리에이션활동

쉼터는레크리에이션활동을원하는피해자들을위해충분한일일레크리에이션

을계획해야한다. 레크리에이션활동은입소자들에게다음과같은기회를제공

한다.

■동료입소자들과함께활동할기회를가질수있다. 

■지루함을떨쳐내고대안적이며건설적인과제에집중할수있다. 

■에너지소모와운동량을증가시켜규칙적인취침시간을가질수있다. 

■기술과자존감을향상시킬수있다. 

레크리에이션활동을통해다음과같은실질적인과제를수행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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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구성(영양)

■구매목록작성(예산세우기)

■식사테이블준비(정리정돈) : 충족감을느낄수있음

■요리 (영양) : 자신과타인을돌본다는느낌과자긍심을느낄수있음

■청소 (가사일)

또한다음과같이신체적건강, 통제력, 자신감을증진시켜주는신체운동을할

수도있다.

■미용체조

■에어로빅

■요가

■단체운동

예술및수공예활동은치료적성격을지닌활동이며기술을향상시키는동시에

입소자들이자녀들과가족들에게선물을만들어줄수있게해준다. 인신매매피

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설계되어야 하

며, 이를통해피해아동들은자신의연령과발달수준에적합한규칙적인발달

증진활동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

4.7.7 추가적인재통합서비스

쉼터입소자들은쉼터에서제공받을수없는추가적인재통합지원을필요로할

수도 있다. 쉼터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점검하고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단체에피해자를연계해야한다. 이러한서비스의예로

는교육체제로의편입지원, 직업교육, 소규모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및재

정적지원등이포함될수있다. 이에대한보다상세한정보는3장의3.2.3항

을참고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194



195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4.7.8신분증및출입국서류준비와자발적귀환지원

대부분의경우지원단체실무자는경유국및목적국에있는피해자가필수신분

증명서류및출입국관련서류를마련할수있도록도와주고이들의귀환을지원

할책임이있다. 이때쉼터실무자의역할은다음과같다.

■책임자와함께관련절차를조정한다. 

■쉼터입소자에게관련정보를확인한다.

■관련서류작업의진행과완료에소요되는예상시간을쉼터입소자에게지속적으로

알려준다. 

■사례별서비스계획은시간적한계를감안하여쉼터입소자의필요에맞게개발하도

록한다.

■출발전계획과지원을포함해사후서비스를위한연계지원을제공한다.

4.8사례지원계획의수립

쉼터 실무자는 각각의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인터뷰 이후에 인터뷰 진행자는 가장 적절한 지원 과정을 논의하기

위하여쉼터관리자및다른관련실무자들과모임을가져야한다. 피해자각각

을위한지원내용과범위는피해자의상태, 우선적인필요사항, 쉼터의자원, 쉼

터에서의예상체류기간및피해자의동의여부에따라달라진다. 지원계획수

립을위한준비사항은피해자와함께검토하고논의해야한다.

각피해자의사례지원계획에는다음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피해자에게권장되고제공되는지원내용

■피해자가수락하고제공받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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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서명한동의서

■피해자가퇴소전에성취하고자하는단기목표

■피해자의목표와전반적인진행경과에대한보고

■전반적진행상황에관한일일기록

■피해자퇴소전에완료되어야하는업무

■피해자와가족및친구간의교류내용

■사후지원을위한권장사항과연계체계

아동과청소년을위한사례지원계획은법정후견인이나기타적절한아동보호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며이들의바람과관점을반영해야한다. 해당아동의신체적·심리적발

달수준에따라의사결정및지원계획수립시의참여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

이다. 

일반적으로가장적절한지원및진행과정에관한논의는개인상담시간에이루

어진다. 

4.9퇴소

대부분의경우쉼터관리자는입소자들이적정한시기에순조롭게퇴소하고적절

한후속지원을받을수있도록보장할책임이있다. 또한쉼터관리자나실무자

는퇴소를위한점검목록을만들어확인해야한다. 점검목록의견본은본장의

첨부자료Ⅴ를참고하기바란다.  

쉼터환경내에서지원을받은피해자는서비스의질과적절성에대하여의견을

제시할기회를가질수있다. 쉼터실무자가입소자와의개인상담및서비스계

획회기중에직접질문할수도있지만, 입소자가퇴소하기전의견서를작성하

도록요청할수도있다. 입소자가퇴소하루혹은이틀전에받아서작성한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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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매달말실무자회의에서검토될수있다. 설문지견본은본장첨부자료

Ⅵ에실려있다.  

4.10기록관리

각 쉼터는 쉼터 기록과 입소자 및 실무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보관·

이용하는것에대하여서면화된정책과지침을갖추고있어야한다. 

모든쉼터기록은지원단체의보안절차뿐아니라개인정보의수집·보관·

이용·공개와관련된국내및국제적지침에따라다루어져야한다. 

피해자및실무자와관련된모든문서는 필요가없어질경우, 구체적인개인정

보가기록되어있는지의여부와상관없이파쇄기등을사용하여비밀리에폐기

처분되어야한다. (자료보안에대한정보는 1장의 1.2항과 5장의 5.16항참

고한다.)

주/

1. S. Kahill, "Interventions for Burnout in the Helping Professions: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Review, 22:3 (1988)

2. 섬망의 일반적인 증상은 치매와 비슷하나 치매와 달리 급성으로 발병하는 것이 가장 큰 특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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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Ⅰ 실무자행동수칙안내

서문

행동수칙서문에서는단체의기본원칙이나임무를설명하고행동수칙의필요성

을명시한다. 예를들어단체의목적을달성하는데기여할것, 단체의명예를훼

손하는행위를삼갈것, 실무자에게요구되는행동기준을준수하고전문성을갖

출것등과같은내용을포함할수있다.  

핵심가치와기본원칙

단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될

수있다.

■기본적인권, 사회정의, 인간의존엄성과가치

■모든행동에있어서성실하고진실하며정직할책임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혼인여부, 성적지향, 나이, 신체장애, 정치적신념

등에관계없이모든이들에대한관용, 이해, 존중을실천하고증진시킬의무

■단체의자원사용에대한책임감

기준준수

실무자들이적극적으로행동수칙을준수해야할책임에대해명시한다. 

차별금지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결혼여부, 성적지향, 나이, 신체장애,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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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등에관계없이모든사람들의존엄, 가치, 평등을존중할책임이있음을명

시한다.  

괴롭힘금지

실무자스스로가어떠한종류의괴롭힘에도가담하지않을것, 단체는괴롭힘이

없는업무환경을보장할것등을명시한다. 여기에포함되어야하는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일터또는업무와관련된장소에서일어나는성희롱, 성차별, 신체적ㆍ언어적폭력을

포함한모든형태의차별과괴롭힘금지

■다른실무자의업무능력을직·간접적으로방해하는위협이나협박등의행위금지

■동료에게해를끼치려는목적등사적인이유로공적인지위를이용하는행위금지

성평등

단체가성별에따른차별을금지하고성평등에장애가되는모든요소들을제거

하는데노력할것임을명시한다.   

이해관계의충돌

이해관계 충돌에 있어서 실무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문제나 직·간접적으로 실무자의 재정적

이해가얽혀있는사안들을공식적으로처리해야할때실무자가취해야하는절

차들을강조한다. 

실무자는 어떠한 공무상의 행동을 수행 또는 수행하지 않게 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다른실무자나제3자에게호의, 선물, 보상등을약속하거나제공해서는안

되며, 어떤공무상의행동을수행또는수행하지않거나지연시켜주는것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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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가로 다른 실무자나 제3자로부터 호의, 선물, 보상 등을 수령하거나 이를

요구해서는안된다는점을명시한다. 

실무자는공적업무상의지식이나사무공간을자신의금전적이득등의사적인

이익을위해사용해서는안되며, 가족, 친구, 지인을포함한제3자의사적이익

을위해서사용해서도안된다는점을명시한다. 

소유물및자산의사용

단체의소유물및자산의사용에대한행동수칙을규정한다.

실무자관리

실무자관리에대한모든관련사안을규정한다. 예를들어상호존중하는환경

의중요성, 구성원의이익증진을위한협회나조합을조직하고가입할권리, 실

무자자신에게영향을주는문제에대한적극적인참여와협의의중요성을언급

한다.

언론과의접촉

언론과의접촉과관련된규칙및제도를설명한다. 예를들어언론접촉시누가

단체를대변할것인지, 어떤정보가공개되고공개될수없는지를명시하고인신

매매피해자와언론이접촉하는사안에대해다룬다. 

정보의사용과보호

정보의분배와관련된규칙및제도, 비밀정보에관한규칙등을설명한다. 또한

인신매매피해자들에관한정보를보호하는데있어서의책임감과중요성을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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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안 규칙을

명시한다. 보안규칙의몇가지예는본핸드북4장의첨부자료 II, III, IV를참

고한다. 

실무자의개인행동

개인행동을할때실무자들이지켜야하는수칙에대해설명한다. 여기에는인

신매매와같이국내법, 국제법, 인권기준등을위반하는행위에가담한것으로

의심되는사람과의관계를금지하는내용도포함된다.

외부고용및활동

강의, 연설, 도서출판, 출판물간행, 정치활동등에있어서의외부고용및활

동에관해규정한다. 

외부로부터의선물, 포상, 보상

선물이나 훈장 등을 수여받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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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Ⅱ 실무자비밀보장동의서

나는쉼터와입소자, 실무자의안전을지키기위하여비밀보장이중요하다는사

실을이해하고있다. 

나는입소자의정보에대한비밀을유지할책임이있으며, 긴급한경우에도해당

입소자나상사의허가없이는어떠한개인정보도공개하지않을것이다. 

나는언론과접촉할때그성격, 목적, 한계를상사에게확실하게알리고이를허

가받은경우가아니라면입소자나쉼터운영문제들에대해언론에공개하지않

을것이다.

나는공공장소에서입소자에관한정보를이야기하지않을것이다. 

나는쉼터위치에관한정보를이야기하지않을것이다. 

나는 공공장소에서 쉼터의 운영과 실무자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

다. 

나는비밀보장과관련된의문이생기거나문제가발생한경우나의직속상사에

게보고할것이다. 

나는비밀보장정책의고의적인위반은직무정지혹은퇴직과같은징계조치로

이어질수있음을이해하고있다. 

실무자서명 쉼터관리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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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Ⅲ 쉼터입소자의권리

모든쉼터입소자는다음의권리를갖는다.

■존엄성과존중을바탕으로대우받을권리

■비밀을보장받을권리

■사생활을존중받을권리

■서비스목표와계획을확인하고수립하는데있어스스로결정할권리

■문화적차이에대해존중받을권리

■서비스에대한충분한정보를기반으로사전동의여부를결정할권리

■서비스의목적과내용에대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정보를제공받을권리

■자신에관한기록에접근할수있는권리

쉼터입소자는위에제시된권리가지켜지지않는다고판단된다면쉼터관리자와

의개별면담을요청하여이문제에대해즉시논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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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Ⅳ 쉼터일반규칙

■모든입소자와쉼터실무자를존중과예의로대해야한다. 

■쉼터실무자가배정한쉼터내부의일이나기타업무를성실히수행해야한다.   

■ 모든입소자는쉼터내본인의취침공간을청결히유지하고정리정돈할책임이있다.

■쉼터의소유물과자원을소중히사용해야한다. 

■입소자는실무자에게보관을요청하지않은개인물품에대해개인적인책임을진다. 

■기상시간과소등시간을비롯한쉼터의정해진일정을준수해야한다.  

■ 외출시에는사전에쉼터실무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담당의사, 심리상담사, 쉼터실무자가결정한모든치료와권고사항들을준수해야하

고, 약물치료를할때는처방된시간과분량에맞추어약을복용해야한다. 

■모든쉼터입소자는개인위생을철저히준수해야한다. 

■쉼터입소자는소리를지르거나시끄럽게소음을내서는안된다. 

■쉼터내흡연은허용되지않는다.

■쉼터내접근제한구역(예, 실무자사무실, 의료검사실)은실무자의허가없이출입해서

는안된다.  

아동입소자의경우에는아동의연령과발달정도를고려하여일반규칙을조정

해야한다. 다음은미성년자를위한규칙의예이다. 

■자기관리및위생지침을준수한다.

■청소나침대정리와같은가사일을분담한다. 

■다른사람의권리와소유물을침해하지않는다.

■입소자와실무자를포함한다른사람들과협력한다.

■일정표에정해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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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Ⅴ 쉼터퇴소를위한점검목록

실무자:                                   입소자:     

퇴소날짜및시간: 

이는쉼터실무자가다음의절차를준수하였는지확인하기위한것입니다: 

□실무자는이동절차및후속단계를퇴소자에게설명하였으며, 퇴소자는퇴소

이후필요한모든단계와절차들을확인하였다. 

□퇴소자는쉼터퇴소서류에서명하였고사본을받았다. 

□퇴소자는쉼터서비스에관한설문지를익명으로작성하도록요청받았다. 

□퇴소자는다음의서류를받았다. 

•이동적합확인서

•의료검진기록

•사례파일관련서류(서명한동의서포함)

•후속서비스제공자의연락정보

□쉼터에머물당시실무자가보관하였던모든개인물품과현금을돌려받았다.

□퇴소자는모든개인소지품을돌려받았다.

□퇴소자는현재날씨와퇴소후이동여건에적합한복장을갖추고있다. 

□퇴소자는개인소지품을넣기에적합한여행가방을제공받았다.

□퇴소자는점심도시락을받았다.

□퇴소자는모든쉼터소유물을반납하였다.

실무자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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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Ⅵ 쉼터퇴소자설문지

익명으로작성

본설문은입소자의의견, 생각, 제안사항을모아입소자들에게최적의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달 말 실무자가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

가, 확인, 조정하기위하여본설문지를검토할것입니다. 다음의질문에답변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쉼터에서합리적이고공정하게대우를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항상그렇다 □대체적으로그렇다 □거의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실무자가여러분이쉼터에서이용할수있는서비스에대하여적절한정보를제

공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항상그렇다 □대체적으로그렇다 □거의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실무자가여러분의사례가진행되는상황에대하여적절한정보를제공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그렇다 □대체적으로그렇다 □거의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실무자가여러분의바람과의견을적절하게고려하였다고생각하십니까? 

□항상그렇다 □대체적으로그렇다 □거의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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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서제공받은다음의서비스에관하여의견이있으십니까? 

•쉼터편의시설/건물

•음식

•의료지원

•상담

•법률지원

•레크리에이션/직업/교육활동

쉼터가제공한서비스에만족하십니까? 

쉼터서비스에있어개선되었으면하는점이있다면어떤것입니까? 

쉼터에대한의견이나제안사항이있다면어떤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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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인신매매근절을위한지원의많은부분은정보교환, 형사및사법적

협력, 귀환과재통합지원에집중되어있었다. 그러나지난몇년간여러의정서
1)와 선언문2) 및 연구물들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보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 지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인신매매피해자와인신매매영향을받은지역사회의보건상의필요를충족시킬

수있는전문적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고강조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인신매매가노동, 성, 기타어떤착취의목적으로이루어졌

든건강과관련된다양한문제에노출되게된다. 감금기간동안피해자들은신

체적폭력, 성적착취, 정신적학대, 열악한생활환경을경험하고다양한질병에

노출되는데, 이는 이들의 신체·생식·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이러한건강문제들을인식하여부다페스트선언(첨부자료 I)은“인신매매와관련

된건강및공공보건문제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고기술한다. 특히

이선언문은인신매매피해자들이“안전하고지지적인환경에서훈련된전문가들

로부터포괄적이고지속적이며, 성별, 연령및문화에적합한보건지원”을받아

야한다고강조한다. 이를위하여 IOM은정신건강지원을위한최소기준을개

발하였다.4) 

건강할권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건강이란 신체적·정

신적·사회적으로완전한조화를이룬삶의상태로, 단순히질병이나장애가없

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그리고“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건강을향유하는

것은인종, 종교, 정치적신념, 경제적또는사회적상황에관계없이모든인간에

게부여되는기본적인권리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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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인권협약들은건강과인권의연관성및인신매매피해자들이의료지원을

받을권리를강조한다.6) 7) 8) 9) 일례로「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

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는 인신매매가 개인의 건강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미

치는다차원적영향을인지하고인신매매피해자의회복을위한다각적인서비스

를제공해야한다고언급한다. 

인신매매피해자는건강할권리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개개인의권리를전적

으로존중하고차별하지않으며모든관련국제협약이제시하는원칙들을적절

히반영한정책과실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10) 

본장의개요

본 장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 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표준

의료 협정, 기존 연구,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최근

실천내용에기초한정보를제공하고이주민과난민의건강, 여성폭력, 아동학

대등관련분야에서의의료개입전략도제시할것이다. 본장은이핸드북의다

른부분들과연관지어읽도록한다.

보건지원의최소기준

많은국가내의보건당국은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인

적, 물적, 운송및물류자원을보유하거나활용하지못한다. 따라서인신매매피

해자들을위한보건서비스제공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데, 지원단체들은

인신매매문제를다루고있는각국정부와협력하여최소한의보건지원기준을

개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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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인신매매의보건적측면

인신매매의보건적측면에관한연구는건강상의필요를다음과같은세가지영

역에서구분하고있다.1)

■인신매매과정의각단계별건강문제

■주변화되고취약한대상의건강문제

■위험, 학대가가져오는건강상의결과

인신매매과정의각단계별건강문제

인신매매피해자들이겪는건강상의위험과그에따른필요사항은인신매매과정

의다섯단계에따라구별할수있다.12) 13)

■출발전단계

■이동과경유단계

■목적지도착후착취단계

■구금, 강제추방, 범죄증거확보단계

■재통합단계

출발전단계는개인이인신매매로인해신체적으로구속되기이전의기간을의

미한다. 출발전단계는출발시의건강상특징뿐만아니라모집에취약한피해

자의상태를반영하는데, 이는인신매매의전과정에걸쳐피해자의건강과보건

관련행동에영향을미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보통적절한자원이부족하고

접근성이떨어지며, 의료체계가열악한지역출신이기때문에건강상의문제를

진단받거나치료받아본경험이거의없다. 따라서의학적평가를실시하거나의

료지원을계획할때출발이전의개인병력을감안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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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경유단계는개인이모집되어목적지에도달하기까지의기간을의미하며,

‘초기외상’을겪게되는시기로도알려져있다. 이는대개이시점에서자신이

속았다는것을처음으로깨닫고, 모든통제권을상실한채생명을위협하는위험

에직면하며, 종종위험한방식의운송수단, 위험수위가높은국경횡단, 위협과

협박, 강간과성적학대등을포함하는폭력에노출되기때문이다. 

목적지도착후착취단계는각피해자가강압, 신체적폭력, 착취, 채무에의한

속박을비롯한각종형태의학대에노출된상태로노동에동원되는단계를일컫

는다. 일단인신매매상황에들어가게되면피해자가의료및기타지원을받는

것이거의불가능하다. 따라서일부피해자들은각종질환, 부상, 감염성질병그

리고적절한치료를받지못해발생한합병증등에복합적으로노출된상태에서

구출되기도한다. 

구금, 강제추방, 범죄증거확보단계에서는피해자가형법이나이민법을위반

했다는이유로경찰이나이민국의관리하에있거나인신매매자, 착취적고용주,

기타착취자를기소하기위해법적절차를밟고있는단계를의미한다. 일부구

금시설의환경은매우열악하여신체건강의위험을초래하기도하며, 피해자가

가해자 검거나 증거물 제시 및 증언을 위해 관계 당국과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것은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이는심리적지원을통해어

느정도완화될수있을것이다. 

재통합단계는장기간의다차원적인과정으로서해당개인이다시한나라의경

제·문화·시민·정치적삶의활동적인일원이될때비로소종결된다.14) 인신매

매상황에서벗어난다고해서자동적으로회복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인신매

매피해자는종종불안, 고립, 공격적인감정이나행동을경험하고, 자책을하거

나타인으로부터비난을받는다고느끼기도한다. 또한필요한자원의활용이나

지원제공자들과의의사소통을어려워하기도하고, 과도한흡연, 음주, 약물복

용과같은부정적인방식으로대응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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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문제들은가족이나지역사회로재통합되는과정에서직면하는어려움뿐

만아니라기존의건강상태로인해더욱악화될수도있다. 

주변화되고취약한대상의건강문제

인신매매피해자들이가지는건강상의위험과이에따른필요사항은다음의취약

집단을살펴봄으로써확인할수있다.

■이주자와난민

■폭력, 고문, 성적학대, 유년기에신체적또는성적학대를겪은사람들

■아동성매매를포함한성매매피해자

■노동착취피해자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와 착취를 경험하거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지위에 있

어서주변화된인신매매피해자들은위의집단들이가지는취약성과보건상의필

요를 일부 공유한다. 보건과 인신매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들에 대한 문헌이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15) 16)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보건

서비스를제공할때발생할수있는어려움에적절히대처할수있을것이다.

위험, 학대가가져오는건강상의결과

인신매매와결부된위험과학대, 건강상의결과들은동시에나타나거나중복되어

나타날수있다. 이들중일부는다음과같다.

■신체적학대/ 신체건강의위험

■성적학대/ 생식건강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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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학대/ 정신건강의위험

■강제, 강압적인약물및알코올의복용/ 약물남용

■사회적제약과통제/ 사회적안녕을위협

■경제적착취와채무로인한인적구속/ 경제적안녕을위협

■법적불안정/ 법적보호의어려움

■착취적인노동및생활환경/ 직업및환경과관련된건강의위험

■주변화와결부된위험/ 보건서비스활용과보급의어려움

5.2피해자지원을위한윤리및안전수칙17)

인신매매피해자가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자이거나법정후견인이요구

되는성인인경우, 아래에제시된‘인신매매피해자’라는말은‘인신매매피해자

또는그의보호자’로해석되어야한다. 

모든전문가는항상윤리와안전의기본원칙을준수하면서피해자의안녕을증

진하는데필수적인지원과서비스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다. 피해자와전문가

간의모든만남은피해자의회복을위한지원의일부이기때문에전문적인기술

이요구된다. 

긍정적인만남은타인에대한신뢰를형성하고자존감을높이며미래에대한희

망을가질수있도록돕지만, 부정적인경험들은수치심을유발하거나비난받는

다고느끼게하고피해자를무기력하게한다.

(「부록 I :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을참고한

다.)

■18세 미만의아동혹은장애인과같이특수한지원이요구되는피해자의경우, 다음

원칙들은관련된특수절차를고려하여적용되어야한다(예, 보호자를 동반하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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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자나법적대변인이필요한사람들).

■본장의모든원칙과가이드라인은아동및특수한지원을필요로하는성인뿐만아니

라스스로생활을영위할수있는인신매매피해자들즉, 이해능력이있고의사소통이

가능하며자신의삶과관련된결정을내릴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능력을갖춘성인

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의료실무자등의전문가는아동이나특별한상황에놓인성인의최선의이익에부합

하는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항상신념을가지고행동해야한다.

해를끼치지말것

‘해를끼치지말것’은대부분의의료윤리지침에있어최우선의원칙이다. 인신

매매와관련하여심각한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있고피해자의상당수가취약한

상태이며 외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기본 원칙은

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모든의료실무자는해를입힐수있는가능성

을사전에검토할윤리적책임이있다. 또한인터뷰나조사및의료처치가피해

자의상태를악화시킬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해당행위를중지또는연기해

야한다. 안전하다는확실한증거가있을때까지지원제공자는해가발생할가

능성을염두에두고대상자와피해자가처한상황을신중히다루어야한다.   

안전, 보안과편안함보장하기

인신매매피해자들과대화를나누기전에그들이안전하다고느끼며안심하고있

는지확인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미당사자의안전에영향을미치는위

험요소들이검토되었을지라도, 지원제공자는바로그순간에피해자가안전하다

고느끼는지물어보아야하며안정을취하기위해필요한일은없는지물어보아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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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인신매매피해자에게긴급한의료지원이필요한지구체적으로질문할필요

가있다. 인신매매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증상들은인터뷰나서비스제공과

정과같이피해자가압박을느끼는상황에서더욱심해질수있다. 지원제공자

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질문해야한다.

■“지금기분이어떠세요?”

■“현재어디아픈곳이나불편한곳이있나요? 아니면의사나간호사에게진찰받고싶

은건강상의어려움이있으신가요?”(의료실무자：“시작하기전에저에게이야기하고

싶은불편한점이나건강문제가있으신가요?”)

5.3인신매매피해자의사회관에대한이해: 
피해자지원시영향을미치는요소들

지원제공자는과거의학대경험이나현재혹은미래의상황과관련된스트레스

가인신매매피해자에게영향을줄수있음을이해해야한다. 지원제공자의선

의와헌신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스트레스반응은실무자의

업무수행을방해할수있으며피해자의회복에장애가되기도한다.  

주의 인신매매피해자가보이는모든행동과감정이과거외상의발현이라고단

정짓기전에, 실질적인위험에대한자기방어적반응일수있음을고려해야한

다. 불안해하거나말하는것을꺼리는등의스트레스반응이현재의실질적위협,

예를들어인신매매자의보복에대한공포나가족구성원, 공동 거주자, 이전의

동료들로부터의 상처 또는 비난과 관련이 있는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두려움속에서의삶

인신매매자, 고용주, 포주가인신매매피해자를통제하기위해사용하는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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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이나가정폭력, 아동학대의가해자들이사용하는방법들과유사하다.18)

■위협: 지속적이고집요하게공포를주입한다.

■기만과사기:자신에대한신뢰와사회에대한이해력을손상시킨다.

■예측불가능하고통제불가능한상태유지 :자신의신념에따라인생을계획하거나

미래를예상하지못하게하여불안하게만듦으로써반사적이고자기방어적인생존전

략을취하게한다.

■모든의사결정권박탈 :자신의삶은가해자의이익만을위해존재하며자신의생존

과안위는오로지인신매매자를만족시키는지의여부에달려있다는의식을불러일으

킨다.

■심리적조종 :피해자와친밀한관계에있는가해자의경우, 좋아하거나의지하는감

정등을이용하여피해자를통제하고친밀감을유지한다. 이러한 인신매매자들은인

신매매의일부분을긍정적인것으로왜곡하고강조하려고노력한다. 예를들어, 타지

에서의여정이나노동을통해도움이필요한가족들에게보다많은돈을보낼수있

고, 사회적ㆍ종교적의무를다할수있으며, 더 나은 삶을위한개인의꿈과목표를

실현할수있다는등의말로피해자를현혹시키거나감정에호소한다.

이러한형태의폭력, 강압, 심리적조종행위의목적은개인의자아의식과타인

과의관계를파괴함으로써피해자를의존적이고종속적으로만드는것이다. 

먼저, 인신매매피해자는죽음의가능성을실질적으로경험하는‘극한의생존상

태’에강제로놓여진다.19) 가해자는피해자가더이상스스로를보호할수없으

며가해자만이피해자의안전에대한통제력을갖고있다는사실을인지시킨다.  

두번째단계는‘신체적소진’과연관된다. 피해자는휴식시간없이장시간의노

동에강제적으로동원되며, 이를통해가해자는상당한통제력을획득한다. 피해

자는피로를회복할시간을갖지못하게되면서점차소진되고자기방어전략을

생각할수도없게되며오로지명령과감지된위협에따라반응하는데에만집중

하게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20



221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인신매매 피해자의 의존성을 확고히 하는 마지막 요소는‘통제와 고립’이다.20)

피해자는 억류된 상황에서 오직 인신매매자와만 실질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으

며, 이러한상황에서피해자가스스로와사회에대해갖는인식은인신매매자에

의해왜곡된다. 이를통해피해자는오직가해자의요구에만의존하는비인간적

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며, 인신매매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종종 자신이

의식하거나통제할수없는심리적·생리적반응이나대처기제로나타난다.

(인신매매가개인의정신건강에미치는심리적영향에대한보다상세한논의는

임상지침중특수고려사항과정신건강을다룬5.4항과5.6항을참고한다.)

두려움

인신매매경험이후에보이는상당수의반응은그동안발달된생존전략과관련

되지만, 일부는현재와미래에대한피해자개인의불안에기인하기도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이주자나 난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경험할수있다. 이러한문제에는고립, 언어및문화장벽, 거주·체류·귀환에

대한불안, 그리고서비스제공자에대한지나친의존등이포함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모욕과

관련된스트레스에직면하게된다. 성매매를강요받아서, 성적학대를받아서, 기

대했던돈을벌어오지못해서, 빚을갚지못해서자신의가족이나지역사회로부

터거절과외면을당하는상황은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흔히벌어지는일이다.  

행동방식과이에대한지지적대응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모든실무자는피해자의행동방식을이해하려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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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실무자로 하여금 최선의 지원 제공 방식을 발견하게

하며, 왜인신매매피해자들이지원서비스를거부하고후속인터뷰약속을어기

거나약물치료를거부하는지를이해할수있도록도와준다. 개인은인신매매에

자신만의방식으로대응한다. 상당수의사람들이외상을입거나좌절하기도하지

만어떤사람들은상당한독립심과자기확신으로대응하기도한다. 지원원칙은

모든경우에동일하게적용된다. 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는항상존중받고개별

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한 최선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데있어서의가장큰어려움은타인이나자신에대

한신뢰부족과자기삶에대한통제력상실이다. 성적학대, 위험한강제노동

등과같이신체에가해지는일로인한통제력상실은자기신체에대한통제권을

의료실무자에게위임해야하는의료환경에서특히문제가될수있다. 

서비스환경에서신뢰는필수적이지만, 인신매매피해자에게있어타인을신뢰하

고지원을받아들이는것은자신의삶에대한통제권의일부를다른누군가에게

위임하는것을의미한다. 역설적이지만도움을거부하거나자기파괴적으로행동

하는것은스스로현상황에대처하고있으며다른누군가가자신을위해행동하

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자신이통제권을가지고있다

고생각하게한다.

다음에제시되는표는인신매매를겪은사람들에게서나타나는공통적인감정을

일부보여준다. 또한, 이러한피해자의반응이서비스제공에어떠한영향을줄

수있는지를설명하며서비스제공자가취해야할대응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임상지침에관한보다상세한내용은본장5.4항의특수고려사항, 5.6.1항의

정신건강과정신질환, 5.7항의HIV와AIDS를참고할수있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22



223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인신매매피해에대한공통반응과적절한대응방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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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특수고려사항

5.4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할 때 특별한 주의나 절차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다룬다. 피해자의문화적특성에적합한지원을제공하는것과같은문화적

역량에대해기술하며, 젠더와관련된취약성및필요성, HIV/AIDS, 약물남용

문제, 의료실무자-환자관계의복합성등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5.4.1문화적역량

‘문화적역량(cultural competence)’이라는용어는인종·민족·국가·사회·

언어적요인들이의료지원및서비스제공자-환자관계에미치는영향을지칭

하기위하여의료적또는비의료적환경에서종종사용된다. 문화적역량을획득

한다는것은문화적차이에대한인식, 수용, 반응능력을개발하는것을의미한

다. 이러한 차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며「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2)과같이국제적

으로용인된인권문서에명시된의무이기도하다.

문화적역량은문화간의의사소통과 타인과의적절하고효과적인상호작용을증진시

키는 지식, 태도, 기술의 복합적인 통합(integration)으로 정의되며 다음 사항들을 포

함한다. 

■문화가타인의신념과행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지식

■자신의문화적특성과편견, 그리고그편견이타인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특정상황에정치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맥락이미치는영향에대한이해23)

의료실무자, 환자집단및지원이이루어지는환경은매우다양하기때문에, 문

화적역량을갖추는데많은시간과자원이소요될수있다. 문화적역량을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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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해서는태도, 행동, 지식, 또는기술을지속적으로배울수있는환경이제

공되거나적어도교육과정이수반되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관리자와실무

자쌍방의관심과의지가반드시필요하다.

대상자는고통에대해여러가지방식으로반응하며, 평가하거나이해하기힘든행동을

보일수있다. 이에대한오해는오진으로이어질수있다.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지원할 때에는 심리적 반응이 문화적·사회적으로 결정된

다는사실을유념해야한다. 개인이외상적사건을경험하고이에반응하는방식

은자신의개인사및문화와관련되어있다. 그들의가족, 공동체, 사회의대응

방식이인신매매피해자들이외상을경험하고대응하는방식에중요한영향을미

친다.

특정사회의개념모델은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지닌사람들의고통을해결하

는데불충분하거나부적절할수있다. 비서구인이외상적사건을다루는방법

과비교하였을때서구에서일상적으로활용하는지원책들은이질적이거나심지

어공격적으로비춰질수있다. 예를들어심리적디브리핑(debriefing)을 제공

하거나 개인에게 지난 사건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망각이 과거의

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일반적인방편으로간주되는문화권이나, 사적이거나부

끄러운세부내용을밝히는것이가족이라는테두리밖에서는허용될수없는문

화권의사람에게는효과적이지않을수있다.24)

다수의 문화권에서는 상담이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이 구금과 연결되는 문화권 혹은‘사람의 마음에 대해

다루는것’이부자연스럽다고여겨지는문화권의사람들은상담에참여하는것

을강력하게거부하거나두려워하며이로인해더큰스트레스를받을수있다.

따라서의료실무자들은적절한지원을제공하기위하여환자의문화나종교적

배경에대해이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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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무자는“만일당신이집에있다면당신이지금겪고있는문제나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지원제공자는종교기관이나종교지도자, 전통요법치료사등을방문하

거나의식을행하는것과같이환자가자신에게도움이될만한자원에접근하

는것을도울수있다.

다양한국가에서온인신매매피해자들을존중으로대하기위해서는문화적역

량개발이필수적이다. 따라서이들을대하기에앞서국가, 사회및문화에대

해 지원 제공자 자신이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한

자기평가를수행해야한다. 보편적인편견중에서는빈부의차이, 교육혜택의

차이등과같이경제·사회계층과관련된것이많다. 일반적으로의료지원제

공자쪽이보다혜택받은경제·사회계층에속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러

한 환경적 배경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태도에 어

떤영향을줄것인지생각해보는것이중요하다. 모든인신매매피해자들을존

중으로 대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며 명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서로를이해해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문화적역량개발에있어서또하나의중요한단계는지원하는문화집단의특

수한전통의학및신앙체계에친숙해지고이에대해존중을표하는것이다. 서

비스 제공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을 시기적절하게 자신의 치료 계획에 통합시킬

수있어야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문화적 중재자(cultural mediator)를 고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화적중재자는이주문화와지배문화의동기, 관습, 관례를이해하는중

간자이다.25) 이는피해자와실무자간의상호이해를도모하는데도움이될수

있다.

문화적 역량을 갖춘 서비스는 모든 사람의 안녕에 있어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

져야한다. 문화적으로다양한업무환경속에서피해자및동료들과서로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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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며효과적으로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적절한태도, 행동, 지식, 기술을

습득할수있는실무자교육이필요하다.

5.4.2외상과기억

인신매매와관련해서외상을경험한사람은보통이름, 날짜, 장소를포함한사

건의세부사항을기억하지못한다. 또한시간이지나면서사건을다르게기억하

는 경우도 많다. 기억상실은‘초기 외상’26)이 발생하였을 때나 피해자가 처음으

로위험을깨달았을때에특히심해진다. 이시기는공무원이나그밖의사람들

이궁금해하는이동일정, 인신매매대행사의명칭, 입국지등과관련된정보가

포함된시기와종종일치한다. 

외상시기를기억하는것을억제하는생리적·심리적반응은이후에피해자가사

건에대하여기억하거나정확하게이야기하려고시도하는것을방해하기도한다.

위기에처하게되면생리학적으로‘직면또는회피반응’이우세해지는데, 이때

뇌에서는선택적으로집중하거나인지한내용을여과하는능력을방해하는화학

물질이분비된다.27) 충격적인사건이일어나는동안피해자는더이상집중하거

나 관찰하지 않는다. 대신 이후에 인지된 위험에 재빨리 반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극에대해고도로경계하게된다. 자동신경체계의생리적반응의결과로발

생하는 기억의 상실은 해리를 발생시키는 자기 비난의 감정과 결합하여 사건의

세부내용을기억할수있는능력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가기억을못하거나사건에대한설명을번복한다고해서반드시피해자

가비협조적이거나거짓말을하는것은아니다. 실무자는기억문제와관련해서인내심

을가져야하며, 피해자의기억이돌아와자신의사건에대한기존진술을수정하거나

이야기를추가하려고할때이를방해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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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섹스(생물학적성)와젠더(사회문화적성)

섹스(생물학적 성)와 젠더(사회문화적 성)는 보건과 의료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차지한다. 여자혹은남자라는생물학적성을의미하는섹스와사회문화

적으로구성되는여성성이나남성성을의미하는젠더가건강에미치는영향을인

지하는것은효과적인보건증진활동을구성하는데있어중요하다.28) 성인지적

접근은인권인지적접근으로서반(反)차별원칙과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대우

받을권리를옹호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훨씬높지

만, 성인남성, 남자청소년및아동또한매매되고있으며그들역시성폭력, 학

대와착취및그와연관된보건문제들을겪고있다.

성인여성, 여자청소년및아동은여성의료실무자가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

이중요하다. 그렇게할수없는상황이라면의료진이아닐지라도신체검사가진

행되는동안에는여성이동석해야한다. 마찬가지로남성과남자청소년들도남

성의료실무자에게지원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여성의권리는사회적·정치적맥락속에서흔히부정되거나간과된다는점을고

려해야한다.

여성에대한폭력

여성인신매매는여성을대상으로발생하는심각하고도잘알려진폭력이다. ‘여

성에대한폭력’이란여성에게신체적·성적·심리적위해나고통을가하거나취

약한젠더에기반한폭력을의미하며, 협박이나강요, 공사영역에서임의적인자

유박탈등을포함한다. 다음은여성에대한폭력의예이다.

■가정 내 신체적ㆍ성적ㆍ심리적 폭력: 구타,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 관련 폭

력, 아내강간, 여성할례와기타여성에게해로운전통과관습, 배우자외가족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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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한폭력, 착취와관련된폭력

■지역 사회 내 신체적ㆍ성적ㆍ심리적 폭력: 강간, 성적 학대, 직장과 교육기관 및 그

밖의장소에서의성희롱이나성적위협, 여성인신매매, 강요된성매매

■국가에의해발생하거나묵인된신체적ㆍ성적ㆍ심리적폭력29)

또한여성에대한폭력행위에는강제불임, 강제임신중절, 피임기구사용의강

제, 여아살해도포함된다. 

상당부분여성에대한폭력은가까운사람들에의해자행된다. 10~50%에해

당하는여성들이배우자, 동거인, 애인등에의해구타나신체적공격을당했다

는연구조사가있다.30) 가정폭력과같이여성이삶에서가족으로부터경험한폭

력을살펴보는것은여성의신체적·정신적건강을정확하게진단하고치료하는

데있어서, 그리고무엇보다도재통합설계에서안전하고건강한선택사항을선

별하는데있어서중요한통찰력을제공해준다. 가정폭력은많은여성들에게매

우민감한주제이다. 정신건강분야에서훈련받은의료실무자나경험이많은의

료진이여성의병력을확인하는과정에서과거에학대받은사실이종종드러나기

도한다. 의료실무자들은이와같은상황에서발생하는여성의고민이나고통에

적절히대응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성폭력

성폭력이란‘가정과직장을비롯한모든환경에서, 서로가어떠한관계인지에상

관없이, 강제나위협또는물리적힘을사용하여발생하는모든종류의성적행

위, 성적행위를획득하기위한시도, 원치않는성적발언이나접근, 여성의성

을거래하려는행위’31)를 의미한다. 강제노동의명목으로인신매매된여성을포

함하여인신매매맥락에서성적학대는매우보편적이다. 성폭력및합의되지않

은성행위에는강요된성매매, 강요된포르노,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임신

중절, 강제노역, 강제결혼등이포함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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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정신건강지원에있어서중요한사회적·개인적함의를갖는다. 성폭력

에따른심리적반응은성이개입되지않은외상을경험한사람들의반응과다르

기때문에차별화된지원이필요하다. 성폭력에대응할시에는성폭력이피해자

의자존감과자신감, 심지어생존의지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으로인해피해자

가깊은상처를가지고있으며이에대해매우고통스럽게느끼고있음을이해해

야한다.

성적학대와성매매로인한낙인은정신건강지원과피해자의회복을방해하며,

의사소통과자기개방, 자존감확립및자기용서에걸림돌이된다. 또한이러한

낙인은가족과지역사회구성원들의부정적인반응과냉대를유발하기도한다.

인신매매피해경험이있는여성들, 특히성매매를강요받은적이있는여성들은

대개자신에게가해진폭력으로인해오히려비난받게된다. 성적착취와성매매

에서기인한실질적혹은암묵적낙인은도움을청하고자하는여성들의의지에

영향을미친다. 지원제공자들은성폭력과성적착취로인해피해자가자존감에

상처를입고자기방어적인태도나강한생존본능을보일수있음에유념해야한

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와 접촉할 때에는 외부에서

보일수있는부정적인반응에대해서도염두에두어야한다. 

성폭력의피해자였던사람을대하기위해서는지혜와이해심이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은자신의인격과삶에대한통제력을모두포기하도록강요당해왔다.

경찰및의료실무자와만나는동안에도여성들은통제력에대해상실감을느낄

수있다. 이들은여러질문과검사를견디면서굴욕감, 무력감, 수치심, 자기비난

을느낄수있으며외상이심해질수있다. 그러므로지원제공자는공감과친절

한태도로피해자를대함으로써그들의신뢰를얻는것이매우중요하다. 피해자

가어느정도자존감과신뢰감을회복하고지원제공자를신뢰하게되면, 피해자

로부터제공받은정보는더나은진단과치료, 궁극적으로는최종적인회복을촉

진시키는데활용될수있을것이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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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존중및겸손

실무자는산부인과검사등성과관련된의료검진과질문에있어서여성이당혹

감을느끼거나침묵할수있음을이해해야한다. 산부인과검사는기본절차이며

검사 중에 던지는 질문은 일반적인 확인 사항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인내심을

가지고설명해야한다. 

또한피해자가인신매매피해경험으로인해특별취급되거나차별대우를받고

있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분명히이해시켜야한다. 피해자의사례가피해자개

인에게만국한된일이아니며의료진이이미유사한사례를많이다루어보았다

는점을피해자에게알리고, 이들이안심하고지원을받는데필요한질문에답

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민감하고난처해할수도있는신체기능과신체

영역을언급할때에는문화적맥락에서친숙한언어와용어를사용해야한다.

5.4.4차별과여성의전통적성역할

의료실무자들은선입견과사회문화적고정관념을가지고인신매매피해자를대

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여성들은자신의말이신뢰받지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건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할

수있으며, 의료정보에대한자신의권리를알지못할수도있고, 의료실무자,

특히 남성 종사자의 권위와 지식을 의식한 나머지, 피해자 자신의 의료 정보를

이해하는능력과정보를제공받아야할필요성을과소평가하기도한다.

또한의료실무자는영양과위생, 일반적인생식기능과산부인과적지원, 성건

강, 안전한성적실천, 피임, 성매개성감염질환(STDs)의증상및잠재적인장

기적위험등에관한보건정보와교육자료를제공해야한다. 보건전문가들은

여성, 남성, 성적소수자, 아동등각대상그룹에맞는적절한건강증진활동의

개발을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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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무자는보건관련서비스가차별없이인신매매피해자의건강과회복만

을위해제공되고정보에대한권리와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동의권을포함

한 모든 피해자의 권리가 상담과 치료기간 동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전세계적으로여성들은낮은사회경제적지위로인해직업·시민활동에참여할

기회가적고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자원에의접근이제한

된다. 많은사회에서여성에게부모를보살필책임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여성

들은자신이기대했던만큼의돈을벌지못하고돌아왔을때죄책감과수치심을

느끼기도한다. 이들은가족의명예를훼손했다는이유로가족들로부터비난, 처

벌, 보복을받을수도있으며, 특히가족이직업알선비를제공했을경우에그위

험은더욱커질수있다. 

일부지역사회에서는가족구성원들이가족에게불명예를끼쳤다는이유로여성

을내쫓거나살해하는것이문화적·사회적·법적으로용인되기도한다. 만일피

해자가귀환후에폭력에노출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는경우, 대안적인지원

방법을피해자와상의하여적극적으로추진해야한다.

5.4.5성·생식건강

여성의인신매매는성과생식건강과깊은관련이있다. 일반적으로인신매매피

해여성의생식및성건강손상은성적착취에서비롯된다. 강제적성매매이외

의목적으로인신매매된여성들역시성적학대와착취로인해고통을받는다. 성

과생식건강관련질환은사회적·정신적·신체적함의를가지고있으며, 각영

역은전문적이고적합한지원방식을통해다루어져야한다. 인신매매와성적착

취의피해여성들은종종HIV/AIDS를비롯한성매개성감염질환에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질환의감염여부검사는피해여성들의자발성에근거하여실시되

어야 하며, 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 검사전후에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5.7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32



233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항HIV와AIDS 참고). 검사와검사결과보고는모두비밀이보장된상태에서신

속하게진행되어야한다.  

의료실무자들은피해여성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와문화에적합한형태로다음의필

수정보를제공해야한다.

■성건강, 안전한성적실천, 피임

■성매개성감염질환의증상과장기적위험

■생식건강, 산전후관리

■검사전후의상담등을통한HIV/AIDS에관한정보

■생식기능및산부인과적지원

■(필요할경우) 여성할례

■건강할권리와성적표현의권리

주요이해당사자들은필요한경우서로협력해야하며, 성과생식건강에관한여성들의

의식을높이고자기결정력을강화시키기위해필요한정보를습득해야한다. 다음은생

식건강과관련해서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하는몇가지주요사안들이다. 

임신

의료실무자들은임신과출산, 산전후관리등을지원하면서서비스제공에있어

서개인의선택권을존중해야한다. 이러한서비스들은인신매매의전과정에걸

쳐제공될수있어야하며, 인신매매피해자보호와지원계획의예산및법적허

용범위내에서최대한의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임신한인신매매피해여성은,

■세심하고비심판적인태도로보살핌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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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검사와지원을적시에받을수있어야한다.

■적절한상담, 보살핌, 사후관리지원을받을수있어야한다. 

■이동혹은귀환이출산과관련된위험을초래할것으로예상될경우출국이강행되어

서는안된다. 특히, 귀환국에서치료를받기어려운임신및출산관련합병증이있

는경우에는이동을삼가야한다.

여성이임신중절을요청하는경우, 현재체류하고있는국가에서선택가능한방

안들에대한정보와상담을제공해야하며, 지체없이적절한의료기관에연계

해야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안전하지못한임신중절로인해연간약2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더높게나타난다(임신중절10만건당330명사망).34)

피임

의료실무자는적절한보건교육자료를통해세계보건기구(WHO)와유엔인구기

금(UNFPA)이수립한국제기준을준수하며문화적으로도적합한피임종류, 방

법등을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제공해야한다. 

많은국가에서여성들은자신의임신에대한선택권을거의혹은전혀가지지못

한다. 따라서피임은정보에대한권리라는폭넓은틀안에서다루어져야한다.35)

불임

생식건강관점에서가장우려되는사항중의하나는성폭력및인신매매피해를

경험한여성들이가지게되는불임에대한두려움이다. 불임과관련된근거없는

통념이나진실을분명하게밝혀야하며, 감염이나상해와관련된필수적인의료

절차를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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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생식 건강 문제는 분명 인신매매와 깊은 연관이 있으나, 그것이 인신매매

피해여성이요구하는유일하거나우선적인의료지원영역은아니다. 하지만정

책입안자와의료실무자는인신매매의보건적측면을고려할때여성이가질수

있는다른건강상의문제는배제한채성매개성감염질환이나성기관련외상과

같은성과생식건강문제에만집중하는경향이있다.   

5.4.6성적소수자

성적 소수자는 트랜스젠더,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 양성구유자 등과 같이

‘이성애적이지 않은’이들을 의미한다.36) 성적 소수자들은 소외되거나 관습적으

로배제된집단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특별한고려가필요하며, 이들의취약

한상황과보건적필요에적합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들이직면하는차별

과주변화는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경청과선입견없는태

도로이들을대하면서이해, 존중, 관심을표현해야한다. 성적소수자들의권리

는국제인권협약에서명시하고있는기본권에근거한다.37)

성적소수자는폭력을동반한차별과박해및자신의성정체성과연관된성폭력

의대상이된다. 어떤문화권에서는동성애를‘치료’하겠다는명목으로가족구성

원들의동의하에레즈비언여성을강간하기도한다. 동성애자나그렇게의심받

는사람들은종종비하적인말이나손짓등에노출되거나강간, 구타, 심지어살

해를당하기도한다.

개인의정체성을바꾸려고해서는안된다. 생물학적으로남성인사람이자신을

여성으로정체화하고있다면, 의료실무자는모든대화에있어서당사자를여성

으로대해야한다. 의료지원시지원대상자의생물학적인측면과트랜스젠더로

서의측면을모두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트랜스젠더인성적소수자들은호르

몬치료를받고있을수있으며, 자신이복용하는약의이름과투여량을모를수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35



236 5장 _ 보건과인신매매

도있다. 특정지원대상자가필요로하는바를인식하고필요한처방(호르몬등)

을제공하는것은의료실무자의책임이다. 

5.4.7인신매매피해여성의자녀

인신매매피해여성들의상당수는한부모가정을이루고있으며이들의자녀는종

종 여성의 본국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인신매매 된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여자녀가인신매매된국가에서살게되는경우도있다. 특히해당여성

이경찰이나이민국단속에붙잡혀자녀만홀로남겨질경우여성과아동모두에

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자녀와 관련해서 여성이 갖는 두려움과 염려는

반드시고려되어야하며, 인신매매자가아동에게보복을가할것을두려워할만한

이유가있을경우에는더욱주의해야한다. 여성의자녀가본국에있을경우, 여

성은본국의가족들과연락을할수있어야한다. 자녀가어머니와동일한국가

에살고있을경우, 지원제공자는아동에게필요한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데

도움을줄수있는경찰, 사회복지공무원및그외의관련공무원들과의접촉에

관해인신매매피해자인아동의어머니와상의해야한다. 

5.5아동과청소년

아동과 청소년은 공장노동, 가사노동, 성매매, 매매혼과 같은 성인 인신매매와

유사한목적과형태로인신매매된다. 또한아동포르노, 낙타기수, 구걸, 탄광노

동, 장기적출등과같이아동에게만행해질수있는특정한방식으로착취당하기

도한다.38) 인신매매기간동안아동은정상적이고건강한발달을촉진하는능력

을손상시킬수있는신체적·심리적환경에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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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작은성인이아니다. 

인신매매피해아동들을지원하는의료실무자는아동을작은성인으로취급해서

는안된다. 의료실무자는어려운환경에처한아동의특별한필요에민감하게

반응해야한다.39)

아동 인신매매의 경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발달중인 시기에 착취가 일

어나기때문에아동보건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 청소년들은인신매매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게 되며, 이 시기에 학습된

행동유형은성인이되어서도지속되는경향이있다. 인신매매아동과청소년들

은자신이어느정도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지제대로인식하지못하는데, 특히

성정체성을포함한자신의정체성과자존감을결정짓는사안들과마주하게되는

시기에외상과무기력함을경험하게되면이미어렵고복잡해진발달국면은더

욱악화되게된다. 

5.5.1 인신매매피해아동과청소년지원

아동및청소년이연령과상황에적합한건강및보건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는

그들의생존과안녕을위해필요할뿐아니라여러국제인권협약들, 특히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

동과관련된모든결정에있어서항상아동의최선의이익이일차적기준이되어

야함을명시하고있다.40) 의료실무자는이협약을비롯하여아동의권리, 특히

인신매매피해아동의권리에관해국제협약에서제시하고있는기준을준수해

야한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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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청년의정의42)

아동권리협약

-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children)              0-18세

청소년 (adolescents)   10-19세

청년 (youth)             15-24세

젊은이 (young people) 10-24세

아동, 청소년, 성인의 정의는 문화마다 다르며, 문화에 따라 청소년이 성인의

역할과책임을담당하기도한다. 아동및청소년보건관리에있어서해당국가

및지역의문화적·법률적개념은존중되어야하지만, 이는치료관리, 사전동

의, 의료사례관리계획, 지원기준등에관한국제규범들과상충하지않는범

위내에서만가능하다. 특히약물처방시, 아동및청소년의 1회약물복용량

은반드시국제기준에따라제공되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는데에는다음의사항들이필요하다.

■존중과참여를장려하는접근법개발

■과거경험이피해자에게해를끼치는복합적인방식에대한이해

■성인들을위한프로그램을단순히반복하는것이아니라, 아동의연령과특성에부합

하는서비스개발

■과거외상이미치는영향력을완화하고건강한발달양상증진을목표로하는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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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유엔아동권리협약(CRC) 12조에따르면, 아동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

제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권리가있다. 따라서의료실무자는건강검

진과절차가진행될때마다아동이이해할수있는수준으로정보를제공해야하

며, 나이와발달정도에따라아동의의견을적절히고려해야한다.43) 또한의료

실무자는 아동의 말을 항상 경청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등에관한아동의의견과결정을진지하게수용해야한다.  

아동이나청소년을대변할법정후견인이지정될수있다. 

주의 아동의법정후견인이해당아동을학대한적이있는부모나친인척또는아

동을인신매매자에게팔아넘긴사람일경우가있다. 따라서피해자가아동이라면,

지원 제공자는 사례에관한세부내용을가족에게알리기 전에아동의 과거학대

경험과인신매매자와의접촉경로에대해세심하게확인해야한다. 아동이이전에

학대를경험했거나가족이나출신국으로돌아갈시에학대의위험이있다는타당한

근거가있을경우, 지원제공자는법적자문을구하고사회복지사또는아동심리

전문가에게도움을요청해야한다. 

아동및청소년보건전문가

인신매매피해아동및청소년의필요사항은성인과는명백히다르기때문에이

를인지할수있는훈련된전문가가지원해야한다.44) 인신매매피해아동및청

소년을지원하기위해서는아동발달학과청소년의학에식견이있고훈련된의료

실무자가필요한데, 이러한인력을찾지못하였을경우아동학대를많이다루어

본해당분야의전문가를채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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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정보를제공하고인터뷰하기

아동의생명이위급한상황을제외하고는어떤의료검진이나절차도동의가이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진행될수없다.

모든인터뷰에적용되는일반적인가이드라인(「부록Ⅰ: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

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과「부록Ⅱ: 인터뷰점검목록」참고)과더불

어아동에게정보를제공하고인터뷰를진행할시적용할수있는부가적인특별

원칙및기술들은다음과같다.

■인터뷰이전에해당아동의사례에대하여가능한한많은정보를검토한다. 그리고

분명하고친절하게인터뷰진행자자신을소개한다. (아동과라포를형성하는데도움

이될만한친근한것들에관해이야기를나눈다.)

■대화를하는데안전하고편안하게느낄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 (라포형성을돕기

위해장난감과책또는게임도구등을그공간에배치한다.)

■인신매매경험과관련없는놀이를하거나아이가친숙해하는주제로이야기를함으

로써라포를형성한다. 

■아동과의대화시간을충분히할애하고서두르지않는다. 

■아동에게적절하고친화적인언어를사용한다. (아이들이사용하는용어를익힌다.)

■아동이쉽게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설명한다. (가능하다면시각자료를활용한다.)

■꾸밈없고격의없는분위기를유지하도록한다. (심문하거나대답을강요하는태도를

취하지않는다.)

■아동이스스로이야기할수있도록개방형질문으로시작한다. “그사람이너를학대

했니?”와같은유도질문은피하고“그사람이무엇을했니?”와같은개방형질문을

한다. 

■아이가자신이알고있는모든정보를이야기한것같은기미를보일때는상세한내

용을추궁하거나강요하지않는다. 하지만아이들은제대로된질문을받지않았을경

우, 관련정보를이야기하지않거나인터뷰진행자가듣고싶어한다고생각하는대답

을할수도있다는점에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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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마칠때에는잘했다고말해주며해당아동을안심시키고다시이야기가하

고싶을때에는언제라도가능하다는점을확실히알려주며마무리하도록한다.45)

5.5.2아동의성장과발달에학대가미치는영향

아동발달은신체, 인지, 언어, 사회적감성, 기질, 또는총체적·미세적운동기

능의 측면에서의 발달 수준을 일컫는다.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 스트레스와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학습을방해하며, 성장과심리발달을지연시킨다.46) 이러한상황은아동

에게생존에만적합한인성과기질을발달시켜일반적인상황에서의적응을어렵

게만들기도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종종 그들에게

위험한 보호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다.

신뢰를배신당한아동은자율성과친밀함에대응하는데어려움을겪기쉽다. 어

른들은자신을돌보아주는사람들이며모든것을다알고있다고믿는아이들은

종종자기자신에게문제가있다고단정짓고, 일이잘못되거나나쁜행동을하

게될경우모두자신의책임이라고생각한다. 학대는아동의발달에있어애착

손상, 낮은자존감, 낮은사회성등의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 성에대한과도

한집착, 공격적인행동, 약물복용, 해리, 자해등과같은여러가지문제를발

생시킬수있다.47)

의료 실무자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수있는능력을회복시키기위한건강증진프로그램및활동을도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양적·신체적·심리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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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의한학대와방임그리고인신매매

인신매매 피해 아동은 종종 폭력적이며 신체적·심리적으로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의출신이다. 인신매매상황에서기만되고학대당한경험은사회와타인, 그

리고자기자신에대한부정적이고파괴적인인식을갖게만든다.

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쉼터와지원프로그램을통해확인된바에의하면, 인신

매매피해아동의상당수는학대가정, 이혼이나별거혹은사별로인한한부모

가정, 고아원이나공공아동시설, 난민보호소와같이적절히기능하기어려운환

경에서자라왔거나가출후거리에서생활한경험이있다. 또한어떤경우아동

은가족이나친지에의해팔리거나인신매매되기도한다. 

아동이가정환경에서경험한위험이무엇인지인식하는것은이들의보건적필요

사항을점검하고재통합계획에있어가능한선택사항들이무엇인지를검토하기

위한필수적인과정이다. 전쟁, 범죄, 정치적박해, 자연재해나전염병피해지역

의경우, 아동의부모가사망하거나연락이되지않아인신매매피해아동이고

아가 될 수도 있다. 성인의 HIV 감염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AIDS로사망하는지역에서는부모를잃은아동세대전체가인신매매에취약할

수있다.

아동에대한성적학대

성인 인신매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아동도 인신매매 이전 또는 인신매매 과정

중에성적학대를경험했을수있다. 20개국의아동성학대실태에관한연구

조사에따르면, 성적학대피해자의7~36%가소녀이고3~29%가소년이다.48)

일단 아동이 인신매매 되었다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지 않은 경우에도

성적학대와착취는일반적으로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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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대한성적학대는성매개성감염질환(STDs), 성기손상, 성적위험부담

초래, 약물남용, 건강한성관계형성의어려움, 우울증, 자살등과같이심각하

고직접적이며장기적인형태로아동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49) 성적

학대는 특히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

치,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젠더와 성

(sexuality)에대한인식과행동양식을탐색하고발전시키는과정에있는청소년

들이성교와성적관계(sexual relationship)에폭력적이고강압적으로노출되

는것은이후의삶에있어해로운관계를형성하거나적절치못한행위를야기할

수있다.50)

아동이성적학대사실을공개하는데에는죄책감, 자발적으로가담했다는생각,

학대자를보호할필요성, 공개하지말라는학대자의경고, 거절당하거나보복당

하는것에대한두려움등의여러가지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학대받은아동

에대한상담기술을지닌훈련된전문가가아동과성적학대경험에대해서이

야기를나누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그러나경험이있는전문가가없는경우,

성적학대에관한상담은아동과이미충분한라포를형성한사람에의해신중하

게다루어져야한다. 

5.5.3아동친화적환경

정신건강을위한적절한지원을결정하는데있어아동의연령은중요한요소이

다. 지속적으로학대를받는상황에서아동은자신의의미체계와행동을자신이

직면한세계가요구하는방식에맞추려고노력한다. 전문가에따르면, 학대상황

에서아동은“믿을수없는사람들에대하여신뢰감을, 위험한상황에서안전감

을, 무서울정도로예측불가능한상황속에서통제력을, 무력한상황가운데힘

을유지하기위한방법을찾아야만한다. 스스로를보호할수없는아동은성인

에의한보살핌과보호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을때미성숙한심리적방어기

제로대응할수밖에없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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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교육은아동발달의초석이다. 지원제공자는수업및개인지도를통해

아동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 안전하고적절한지역의정규교육과정에아동

을참여시켜학습을장려해야한다. 필요한경우또래상담과또래교수법등이

고려될수있다. 

5.6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고려해야할
정신건강요소들

5.6.1정신건강과정신질환

정신건강과정신질환은연속선상에있는개념이기때문에구분지어정의를내리

기가 힘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건강의 개념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행복, 자기효율성, 자율성, 유능함, 세대간의존성, 지적·정서적잠재력

의자기활성화에대한주관적인식의내용을포함한다. 문화적관점에서

정신건강에대한보편적정의를내리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52)

IOM은정신건강을최대한포괄적인의미로사용하고있다. 정신건강이란정신의

학적치료와는다른개념이며, 정신적장애가없다는것보다넓은의미로이해된

다. 정신건강에대한‘심리사회적접근’은정신적안녕(mental well-being)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의 하나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정신(psyche)’의 기능,

보다일반적으로는정신적안녕을결부시킨다. 심리사회적접근법은개인의정신

적기능을다루기위해가정, 지역사회, 문화와같은그개인이속한사회적맥

락을고려해야하며개인이나집단의정신적안녕이그들을둘러싼사회적요소

들에근거한행동에영향을받게된다는사실을강조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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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인신매매에관한연구는현재매우부족한상황이다. 인신매매피해

자의심리적반응에대한연구는대부분인신매매피해당사자, 인신매매피해자

지원단체를대상으로한소수의질적연구에기초하고있다. 

5.6.2심리적억압과학대

심리적억압과학대는인신매매에서나타나는전형적인특징이며,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효과적으로조종하고구속하기위해사용하는기본적인책략이다. 심리

적통제방법에는위협과협박, 거짓말과기만, 감정조종, 예측불가능하거나감

당하기힘든상황에노출시키는모든행위가포함된다. 심리적학대는보통지속

적이고극단적인형태로이루어지며, 개인의심리적·신체적보호능력을파괴한

다. 피해자는우선죽음의가능성을실질적으로경험하는‘극한의생존상태’에

강제적으로놓이게되며, 자신이안전에대한통제력을상실하고인신매매자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

장시간의노동에강제적으로동원되며‘신체적소진’상태에이르게된다. 피해자

는휴식시간도가지지못한채심신이쇠약해져다른대안이나자기방어전략을

생각할수도없게된다. 피해자의의존성을확고히하기위한마지막전략은통

제와고립이다. 억류되어있는인신매매피해자에게있어외부와의유일한통로

는인신매매자이며, 이로인해피해자는인신매매자에의해왜곡된사회관에따

라세상과자기자신을바라보게된다.54)

5.6.3향정신성약물남용과의존

인신매매피해자는약물남용및오용을통해점차약물에의존하게된다. 약물

과알코올은인신매매자가사람을납치하거나인신매매피해자를통제할때보편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중독성 약물은 피해자를 복종적으로 만들고 중독된

피해자가약물공급자인인신매매자에게의존하도록만들기위해서흔히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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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물은여성에게성매매를강요할때성구매자에게(특히첫성구매자) 순종적

으로행동하게만드는데사용될수있다. 약물은불법성여부에상관없이피해

자가장시간의노동이나고된일을할수있게하고 (성매매의경우‘고객’을더

많이받을수있도록하며), 학대적인상황과처우및모욕적이거나혐오스러운

행위를견디게하거나외상과스트레스에무감각해지도록하기위해강제적또는

자발적으로사용된다.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의료실무자는약물중독증상에대해숙지하고있어

야하며이들이약물에의존하게된이유및경로를이해해야한다. 의료실무자

는인신매매피해자가약물중독을고백하였거나정황상약물남용이의심될경

우, 피해자를훈련된의료전문가에게연계해야한다.

5.6.4 피해자지원시발생하는일반적인스트레스요소들

인신매매상황에서벗어나지원제공자의도움을받게되는것은여러면에서심

리적인안정을주기도하지만새로운긴장을유발하기도한다. 지원받는피해자

들이공통적으로호소하는스트레스의원인은다음과같다.

법집행기관과의인터뷰：경찰및출입국공무원들과의대면은인신매매피해자

들에게여러면에서스트레스를주는일이다. 상당수의피해자들은자신이의심

받고있거나체포될지도모르며, 자신의말을믿어주지않을것이라생각하며두

려움을느낀다. 이들은법집행기관공무원에대해갖고있던부정적인이미지

와강도높은조사과정에두려움을느끼며, 자신이어떤답변을하는가에따라

이주지위나인신매매자의보복등앞으로의상황이결정될것이라는생각에불

안해하기도한다. 이는중요한세부사항에대한기억상실을유발할수도있다.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과의 대면이 가지는 의미와 예상되는

질문,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피해자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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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며이들이인터뷰를사전에준비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재판증언과범죄증거제공：인신매매자에대하여증언하거나증언할때를기다

리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과정은피해자의회복정도와상관없이또다시외상을초래할수있다. 그러므

로인신매매피해자가재판에서증언할의사를표시하였다면자격을갖춘사람을

선별하여 이들이 재판 증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원 제공자는

현지법의허용범위내에서, 피해자가증언하게될장소(법정)를미리방문하거나

예상질문, 특히공격적이고비판적일수있는피고측전략에대해미리대비할

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주 신청 과정：해당 국가에서의 법적 지위 부재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불안함을느끼고심리적·육체적으로쇠약해진다. 이는개인의안정감을감소시

키고자기삶에대한통제력을상실했다고느끼게만든다.  

가족혹은자녀와의대화：사랑하는가족들과통화하는것은안도감과평안함을

줄수있지만, 떨어져있는것에대해슬픔과외로움을느끼게하거나죄책감을

불러일으킬수도있다. 가족구성원들이피해자를심하게대하거나비난하는경우

도있다. 지원제공자는피해자와가족들과의대화가극도로감정적이될수있

음을이해하고, 피해자에게지인들과연락이된후에도지원을계속받을수있

음을알려주어야한다. 

의료절차와검사결과：의료절차를밟고검사결과를기다리는일은당사자를

매우불안하게한다. 특히서구적인보건지원시스템이나치료시설에익숙하지

않은이들에게는더욱그러할수있다. 피해자는진료환경및절차또는설명내

용이나진행상황을매우생소하게느끼며두려워할수있으며검사결과가나쁠

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불안해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두려움을경감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는지원자를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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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쉼터에서의 갈등과 권태：쉼터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민족

적·문화적배경이다른사람들이함께지내야하며이동이나행동에제한이있

기때문에시간이느리고지루하게간다고느낄수있다. 이로인해피해자들은

스트레스를받을수도있으며단기체류기간동안자유시간을보내고긴장을완

화하기위해흡연, 갈등조장, 프로그램이탈과같은부적절한방식을선택할수

도있다. 지원제공자들은입소자들이산책이나운동과같은신체활동에참여하

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서적, 라디오,

게임을통한교육이나오락활동등지적인자극과기분전환활동을규칙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쉼터에서할수있는활동들에대한자세한내용은4장을참고한

다.  

귀환：피해자는 본국으로의 귀환을 기다리며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가족

의삶을망쳤다고죄책감을느끼거나앞으로자신과가족의생계비를어떻게마

련할지에대해걱정하는등두려움, 불안, 고통, 슬픔, 분노등의감정을느낄수

있다. 심리적지원을제공하는실무자들은피해자의귀환준비를돕는데최대한

많은시간을할애해야한다. 이는귀환시교차되는피해자의여러감정들을이

해하고, 피해자가앞으로누구와함께살고무슨일을할지에대해생각할시간

을가질수있도록배려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피해자들이자신의정신적·신

체적필요에적합한서비스를결정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본장의5.12항

과5.13항을참고한다.)

귀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국으로 이송되는 동안, 비행기나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환승대기시간동안더욱심해질수있다. 피해자는스트레스를완화하거

나잊어버리기위해알코올에의지하려할수도있다. 이때지원제공자는운송

수단을통해이동할때충동적으로음주를하여취하게되면위험행동으로간주

되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착륙 이후의 지원을 매우

어렵게만들수있다고피해자에게주의를주어야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48



249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5.7HIV와AIDS

HIV와 AIDS에 대한여러가지오해는의료지원을어렵게하며환자와서비스

제공자가불필요한걱정을하게만든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HIV에노출될가

능성이크므로, 모든서비스제공자들은HIV와AIDS의생물학적·심리적·사회

적영향에대해숙지해야한다(HIV/AIDS에대한IOM의설명서참고).55)

왜HIV와AIDS를알아야하는가? 

AIDS를발병시키는바이러스인HIV 감염인수는여전히증가하고있다. 사회계

급, 국적, 인종, 종교,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HIV에 감염될 수 있다.

모든사람들은HIV와AIDS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어떻게자신과다른사람들

을보호할수있는지에대해알아야한다. 공감하고이해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

차별과두려움에대응하기위한최선의방법은HIV와AIDS에대한정확한정보

를제공하는것이다. 

HIV란무엇인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란후천성면역

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을 일으키는원

인바이러스를말하며, 보통이바이러스에감염된상태를HIV 감염이라고한다.

■ HIV는감염된혈액이나체액에의점막노출이나경피적시술을통해직접감염된다.

HIV는감염인의모든체액에존재하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에많은양의HIV

가있어주로성관계나감염된혈액의수혈, 감염된산모의임신, 출산을통해바이러

스가전염된다.56)

■ HIV 감염인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가능성을언제나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건강해

보이거나스스로건강하다고느낄때에도비감염인에게HIV를전염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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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감염은영구적이며, 현재까지는완전한치료법과백신이개발되지않았다.

■ HIV 감염이AIDS를의미하지는않지만AIDS로진행될수있다. 

AIDS란무엇인가? 

■ HIV가몸으로침투하면우리를보호해주는정상적인면역체계를손상시킨다.

■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서HIV 감염으로나타나는진행성증후군이다.57)

■ HIV 감염인의대부분은 AIDS 환자로 진행된다. 하지만 감염인중에는, 면역체계가

극도로약해지거나손상되어서감염에저항할수없는상태인AIDS로진행되지않고

오랫동안HIV 감염상태로있는경우도있다.58)

어떻게HIV에감염되는가? 

■ HIV는주로감염인과무방비상태에서갖는성관계를통해감염된다. 

■주사기재사용등주사를통해서도감염될수있다. 혈액검사를체계적으로실시하는

국가에서는극도로드문일이지만HIV 감염은오염된혈액이나혈액산출물의수혈을

통해감염될수도있다.

■임신한감염인의경우임신이나출산또는모유수유과정에서자녀에게HIV를전염

시킬수있다. 

■혈액이묻어있을수있는바늘, 칼, 면도날과같은절단도구를소독하지않은채사

용함으로써HIV에감염될수있다.

HIV는 감염인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59) 즉 HIV는

감염인과같은화장실이나샤워시설을쓰거나, 악수를하거나, 그릇이나용구들

을공유하거나, 전화기를같이쓰거나, 옷을같이입거나하는방식을통해전염

되지않는다. 정액, 질분비액, 혈액이나혈액이포함된체액등은HIV 전파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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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크며뇌척수액, 윤활액, 흉수, 복수, 심장막액, 양수등은중간정도의위험

성이있으며, 콧물, 침이나가래, 땀, 눈물, 소변, 대변, 구토물등은감염의위

험성이없는것으로간주된다. HIV는모기와같은벌레에물리는것을통해서도

감염되지않으며, 바이러스감염인을포옹한다고전염되는일은더더욱없다.

HIV 감염을방지하는방법은무엇인가? 

성적접촉을통한HIV 감염은다음을통하여방지가능하다. 

■삽입성교자제

■ HIV에감염되지않았으며다른사람과성관계를갖지않는한명의상대와만성관계

■콘돔의적절한사용

■혈액체취시반드시사용된적없거나소독된바늘, 주사기, 기타도구사용

HIV 검사는어떠한가?

HIV 감염여부는혈액검사를통해확인할수있다. HIV 감염여부를알게되면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정보를

바탕으로앞으로의일에관해보다신중한결정을내릴수있다. 

HIV가양성임을알게되면부정적인결과가뒤따를수도있다. 스트레스와불확

실성의증가, 관계형성및유지의어려움, 검사결과를모르는사람들에게비밀

로해야하는부담감, 검사결과가알려질경우발생할수있는차별과낙인등이

이에해당된다. 뿐만아니라이주, 이동의자유, 고용, 건강보험에있어서의제약

도수반된다.  

따라서HIV 검사는신중하고자발적인결정아래이루어져야한다. IOM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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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의하면, 적절한상담이이루어진경우귀환및재통합지원을받는대부

분의인신매매피해여성과아동들은건강및생식건강검진과심리사회적상담

과더불어HIV 검사를요청하는것으로나타난다.

IOM은인신매매피해자들에대한자발적인HIV 검사를지지한다. 

인신매매피해자귀환시피해자의HIV 감염여부에대한통지를요구하는국가들이있

다. IOM은이러한경우지원제공자가상담은제공하되, 피해자귀환과관련없는기관

에HIV 검사를의뢰할것을권장한다. 이렇게함으로써지원제공자는의료정보의공개

로인해비밀보장원칙을위반하게되는입장에놓이지않을수있으며, 피연계국가에

알려야하는책임도없어진다. 

또한외부기관이피해자의출신국에당사자의HIV 감염여부를알릴의무가있다는점

을고려할때HIV 검사를경유국이나목적국이아닌본국귀환시실시하는것이좋다.

HIV 검사이전과이후에는적절한상담이이루어져야한다.  

HIV 검사이전과이후의상담

HIV 검사전에는반드시피해자의사전동의에기반한전문상담이제공되어야

한다. 검사이후에도음성판정을받은인신매매피해자를포함한모두가상담을

받을수있어야한다. HIV 양성판정을받은사람들을대상으로는충분한기간

동안여러차례에걸쳐적절하고세심한상담이이루어져야한다. 

HIV/AIDS 검사이전과이후상담의궁극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모든이주자및인신매매피해자들이검사결과의의미를정확하게이해한다.

■ HIV 양성인사람은타인으로의바이러스전염을예방할필요성에대해충분히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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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양성인사람은타인으로의바이러스전염을어떻게방지할수있는지에대해충

분히인지한다.60)

(2006년에 발간된 IOM Guide for HIV Counsellors: IOM HIV

Counselling in the Context of Migration Health Assessment를참고

한다.)

HIV 치료

HIV 감염인은자신을잘돌보기만하면특별한의료적조치없이수년간건강한

상태를유지할수있다. 감염인은영양가있는식사와충분한휴식, 청결유지와

활기차고바쁜생활등을통해스스로의건강을돌볼수있다. 자신이HIV 양성

임을알고있는사람들은HIV와관련된감염이나기타상황들에대해적절한치

료를받을수있다. 현재AIDS는당뇨나고혈압과같이지속적인치료와꾸준한

건강관리를통해관리가가능한만성질환으로전환되고있다. 

1996년 이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Antiretroviral Therapy; ART)는 HIV 감염이후의진행과정을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에관한관련지식과사례들이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머지않아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IV 치료는잠재적으로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고, 지속적인

점검이필요하며, 일반적으로장기간에걸쳐이루어진다. 또한치료가부적절하

게이루어졌을때약물에내성을가진변종바이러스를발생시킬수있는위험이

뒤따르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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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에대한아동의취약성

아동은사회적지위로인하여강간이나성적학대에노출될위험이매우높으며,

그결과HIV 감염에도취약하다. HIV/AIDS에대한전세계적인공포는남성들

로하여금성관계상대로HIV 감염률이낮을것으로간주되는어린여성들을찾

게만들고있다. 성경험이없는여성과성관계를하면HIV/AIDS나성매개성감

염질환(STDs)이치료된다는근거없는속설또한여러나라에서발견된다. 성적

으로착취당한아동은특히성매개성감염질환에반복적으로노출되거나치료를

받지못했을때HIV 감염의위험성이높다. 

아동은아동전문가에의하여HIV 검사이전과이후연령에적합한상담을받아

야한다. 모든HIV 검사는성인과마찬가지로아동의자발적인사전동의를얻은

후에이루어져야한다. (본장의5.5항을참고한다.)

산모-태아감염

HIV가모체로부터태아에게전염될위험은출산전산모에대한치료를통해상

당히줄일수있다. 의료실무자들은임산부가HIV 양성진단을받은경우이에

대한치료를반드시제공해야한다. 만약여성이안전하게출산할수없는지역

으로귀환해야할경우에는산모와태아가적합한치료를받을수있는지역에서

출산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적구제방법을포함한대책을모색해야한다.

5.8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보건지원의법의학적측면

인신매매과정상의법의학적측면은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모든의료실무

자들이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법

집행방안에대해다룬「6장법집행기관과의협력」에나와있다. 다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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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거나 인신매매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자를

옹호하기위한것이아니다. 인신매매피해자가자발적으로법집행기관에협력

하기로결정하였을경우피해자를지원하기위해지켜야할주요원칙을제공하

고보건실무자의역할을강조하려는것이다. 의료실무자들은자신의법의학적

역할을이해하고이행함으로써필요한법적조치를취하는데중요한기여를할

수있다. 의료실무자들은인신매매에대한법의학적증거제공과관련하여다음

의원칙들을숙지해야한다. 

■의료기록(병력, 검사, 실험, 엑스레이, 치료를포함한다른진단결과)에서얻을수있

는모든증거들은엄격하게비밀이보장되어야하며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하에법

집행당국에만제공되어야한다.

■의료 정보는 법정 또는 인신매매 혐의자의 기소나 변호를 맡은 공식 조사자(검사 및

변호사)들에게증거를제공하도록법적명령을받은지원단체실무자들에게도필요할

수있다. 따라서의료실무자들은피해자에게자신의의료기록과정보가어떻게사용

될수있는지알려주어야하고, 만일피해자가법집행기관에협력하지않기로결정

했다면인신매매자기소를위한의료정보를준비하고사용하는것을거부할필요가

있다. 

■경우에따라보건지원담당자가전문가증인으로서법정에출두하라는요청을받을

수있다. 지원제공자는피해자의동의하에외부법의학전문가를고용하여의료증

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제시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증언을피할수있다. 보건지원담당자는인신매매피해자가원한다면외부전문가가

피해자를만나고조사하는동안항상동행하며피해자와외부전문가양쪽모두를지

원해야한다.

■피해자와신뢰를형성한보건지원담당자나사회복지사는사법기관또는법집행기

관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제공하지는 않을지라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받을시피해자와동석할수있다. 이는 피해자를심리적으로지원하고관련

당국과의협력에대해피해자가보다편안하게생각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법원이출두명령을내리거나정보공개명령을내릴가능성에대비하여, 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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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담당자는법의학에대한기본적인소양을갖추어야한다. 강간이나감금등의

증상과찰과상흔적, 연조직또는골절손상, 영양실조등과같이관련된신체적

징후들을식별할수있어야하며, 진단을내리기위해기본실험또는엑스레이

검사를요청하거나의료진단결과와상처, 상해, 장애와관련된서류, 사진등의

관련자료를관리하는데능숙해야한다. 또한보건지원담당자는조사기간동

안추가검사를요청받을경우에대비해생물학적견본채취를위한기초훈련

을받아야하며, 필요한경우인신매매피해자의법적소송을지원하기위해법

의학전문가와상담해야한다.  

5.9의료실무자-환자관계

간호사, 의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등과같은보건전문가들과대상자및환

자간의관계에는권력불균형이존재한다. 이러한불균형으로인해종종환자들

은질문을하거나, 의견을내거나, 의료실무자의견해를묻거나, 자신의건강에

관련하여스스로결정을내리는것을주저하게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이보건

전문가에대해가지는존경심은피해자들이착취자의통제하에있으면서느꼈던

권위자에대한감정과연관되면서더욱심해진다. 또한지원을받는대상자들은

상대방을기쁘게하고, 문제를일으키지않으며말을잘듣고얌전하게행동하면

지속적인지원이보장될것이라고믿는경우가종종있다. 특히다른사람의제

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나 생명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경우이러한경향은더욱심해진다.

의료 실무자가 권위자나 지원 제공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내세우는방식으로피해자를대하는일이종종발생한다. 의료실무자는권위적

이고명령하는듯한어조가아닌설득력있고기분을편안하게하는어조를사용

하도록노력해야한다. 환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와용어를사용해야하며환

자의 자기 평가와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또한 조사나 절차가

진행되는동안의료실무자는무슨일을왜하고있으며, 시간은얼마나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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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대하여차근차근설명해주면서환자를지원하고안심시켜야한다. 가장좋

은의료실무자는환자가자신의의료상황과치료및처방내용에대해이해할

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사람이다. 

환자와의료실무자간의관계에내재되어있는또다른문제점은많은이들에게

의료검진이두렵고인권침해적이며모욕적이기까지한경험이라는점이다. 전

세계상당수의사람들은신체검사를받아본경험이없으며, 어떤지역에서는의

료 실무자가 촉진(觸診)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의 증상에 대한 설명에 근거해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골반검사를 받아본

경험이없으며, 그러한검사가일반적인산부인과검사라는사실을알지못한다.

특히성적학대를경험한아동, 청소년, 여성들은신체검사를또다른폭력으로

느낄수도있다. 따라서성인여성과소녀들에대한검사는여성의료실무자가

진행할수있도록최대한배려해야한다.

의료실무자및주요지원제공자가충분한시간을가지고인신매매피해자에게모든절

차에대한이유와세부과정을설명하는것이필수적이다. 해당절차를진료전과진료

중에설명해준다면도움이될것이다.

5.10인신매매프로젝트내보건활동설계

모든인신매매피해자에게제공되는보호및지원서비스에는보건개입이포함

되어야하며구상, 착수, 실행각단계별로나누어보건활동을계획하고진행할

필요가있다. 그러나프로젝트의특성이나활동국가에따라각보건요소에수

반되는요구사항들은달라질수있다. 

보건프로젝트개발자는그성격상충분한권위와지식을지닌의료전문가여야하

고다음의일반적인조치들을준수해야한다. 다음목록은IOM이재정착보건사정

에서사용하는계획절차중에서관련내용을몇가지골라정리및수정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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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피해자보호및지원프로젝트내보건활동구상과실행을

위한점검목록

■인신매매피해자가속한집단뿐만아니라경유국이나목적국에서만날수있는집단

의연령과성별분포등과같은인구통계와결핵, 간염, 말라리아, 성매개성감염질

환(STDs), HIV/AIDS 등공중보건과관련된질병역학에대해연구하고분석한다. 

■적절한관련당국의지원이확보되었는지또는이러한과정이진행중인지확인한다.

보건부(사업실행허가), 지역보건당국(진료및실험실사용을위한병원, 지자체, 지

부), 국가보건당국(공중보건관련자료제공), 그리고출입국이나보안관련정부부

처들이이에해당될것이다. 

■예상되는인신매매피해자규모에맞게적절한시설과필요한의료지원을제공할수

있도록쉼터안팎의현지시설및설비들을점검한다. 충분한개인공간과설비를갖

춘임상검사공간, 의료기록및인터뷰, 건강검진및절차(예, 신장, 체중, 사혈),

온도에민감한물질(약물, 백신, 시약등)을위한냉장및저온유통체계등이이에해

당된다. (본장의공간관리부분을참고한다.)

■서비스가필요한사람들을위해적절한지역연계체계를확보한다. 병원, 의원, 기타

의료서비스기관들과보고방식, 비용, 보수, 행동기준, 사례관리의질등을포함한

연계협약을마련한다.

■의약품과백신, 개인및쉼터위생용품등과같은의료용품공급계획을마련한다.

■의사소통내용과이메일, 자료 분석결과, 안전한 의료정보보관법등과같은의료

내용을문서화하고기록을관리하는데필요한보안사항들을정리한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이귀환후필요한긴급의료지원을받을수있도록현지(일반적으

로경유국이나출신국)의보건당국관계자들과의사소통체계를마련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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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임상적사례관리지침

의료 실무자는 피해자의 인신매매 이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있으며피해자의건강상태를예측할수있는지식이부족하다는점을인식하

고이에대해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 의료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의상태

를최대한자세히기록하여회복기에활용할수있다. 

건강검진에는인신매매이전에피해자가경험한가족학대, 혹은기타상황/사건

들에대한자세한병력검사, 정밀신체검사, 적합한의료실무자에의해실시된

정신건강검사가포함되어야한다. 정신건강검사는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

실시하지않는것이좋다.

의료실무자는성매개성감염질환(STDs), 원하지않은임신, 임신중절시도로인

한합병증등성적학대나강간을경험한인신매매피해자가보일수있는다양한

종류의증상과징후들에대해숙지하고있어야한다.

(자세한사항은MHS Medical Manual(2001), 30-33쪽을참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www.who.int)에서 사례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

고할 수 있다. 특히 전염병학과 사례 관리 실행 가이드라인에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유용한자료들을참고하기바란다.

■WHO Recommended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WHO/UNAIDS, 2001, Geneva.

■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Manual,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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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성매개성감염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

임질및클라미디아와같은성매개성감염질환은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일반적

으로나타나는데, 이는성적착취와인신매매가매우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

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성 매개성 감염질환에는

HIV/AIDS도포함된다. 

성매개성감염질환의사례관리는예방과치료라는두가지원칙에근거해야하

며, 감염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는 반드시 믿을 만한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상황이열악하여진단을위한검사시설을갖추고있지않다면질환의증

상에따라부분적인치료를실시할수도있다. 사례관리기준은다음의두문헌

에잘나와있으며, 인신매매피해자보호및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는모든지

역에서활용될수있다. 

■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reatment Guidelines-2002, MMWR

Recommendations and Reports, 3 May 2002/51(RRO6/).

■WHO Recommended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 WHO/UNAIDS, 2001, Geneva.

5.11.2정신건강

인신매매피해자들이보이는심리적반응은다양한요인들, 특히피해자의개인

사및과거사건들에의해좌우되며, 대부분의경우현재의두려움및불확실성

에서기인한스트레스의영향을받는다. 많은인신매매피해자들이인신매매되기

이전에도 외상이나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인신매매이전의사건들은인신매매기간동안겪게되는정신적스

트레스반응을더욱악화시키며, 나아가재통합단계에까지상당한영향을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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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된다. 본국을떠난사람들에게는이주(예, 언어및문화장벽, 고립, 고독, 과

거의지지적네트워크상실등)나 현재의불확실성(예, 거주자격, 행정절차)에

대한감정및긴장이이에해당될수있다. 목적국이나출신국에거주하는피해

자의경우가족의반응, 구직에대한염려, 도주나채무로인한인신매매자의보

복가능성과같이현존하는불안이인신매매관련외상과함께나타난다.

개인차가있지만인신매매경험에대한일반적인반응은다음과같다. 

심신의반응

■고통, 통증, 두통, 목의통증, 요통, 복통, 위장질환

■오한, 발한, 심계항진

■건강에해로운수면패턴과식욕상의변화

■면역억제및기타관련합병증(예, 감기, 독감등에대한민감성증가)

■위험행동증가(예, 흡연, 음주, 약물복용, 성적위험행동)

주의 신체질환이모두스트레스에대한반응일것이라고단정짓지않는것이

중요하다. 특히인신매매피해자들의경우실제로신체적인고통을겪었거나의도

적으로상해를입었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 신체증상들에대해신중히평가해

야한다.

심리적반응

■무기력감, 절망, 자살충동

■명백한이유가없는폭발적인혹은제어불가능한분노

■기억상실, 일시적해리성장애, 과거경험의재연과같은의식의불안정성

■고립, 칩거, 지속적인불신과같은인간관계의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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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신매매피해자가적대감을표출하고공격적행동을보이는것은드문일이

아니다. 분노, 좌절, 무시, 거부등의반응은자연스러운것이며, 이에잘대처하는

것이중요하다. 피해자들의이러한심리적표출을개인적불만으로받아들이지않

도록한다.

위에서언급된대부분의심신및정서적반응은비정상적인사건(정신적외상을

초래한인신매매경험)에 대한정상적인반응으로여겨질수있다. 그러나이러

한반응들은특별한주의와지원이필요한정신질환증상일수있기때문에신중

히다루어야한다.

어떤피해자들은기분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향정

신성약물남용장애와같은심각한형태의정신질환을나타낼수도있다.

정신의학적진단과라벨링(labelling)

정신의학적진단, 특히외상과관련된증상의진단에있어서는두가지다른관

점이존재한다. 그중하나는피해자의상태에대한진단을통해, 해당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적 경험이 비정상적이거나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립되거

나혼자라고느끼게되는일을줄일수있다는입장이다. 어떤피해자들은진단

을통해자신들이통제하지못하는감정과행동에대한죄책감이나좌절감을덜

어낼수있게된다. 기본적으로사람들은극심한외상을겪으면서신체뿐만아니

라정신적으로도병이들수있기때문에, 양쪽모두에동등한관심을쏟는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인된 의료 진단 자료가 있을 경우 필요한

공공자원을이용할수있다.

피해자의증상진단에대한또다른관점은, 비정상적인상황들에대한정상적인

반응을병리적으로다루는과정에서피해자들이단기혹은장기간낙인이찍힌다

고느끼게하거나혹은그러한일을실제로발생시킬수있다는입장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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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비정상적이고신뢰할수없거나다른사람들과같이기능할수없는존재로

인식될경우이는잘못된자기평가, 정체성에대한그릇된이해및주변화를일

으킬수있다. 

정신건강지원이란무엇인가?

정신건강지원은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 시간이지남에따라변화하며, 가

용 자원 및 특정 지역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전략은대상자의욕구, 상황(예, 이용가능한다른지원, 체류기간등), 대상자

의개인적 배경(예, 연령, 성별, 문화 등) 및 성격에 맞게조정되어야 한다. 지

원은 또한 정신건강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예, 신체적 건강, 사회경제적

안녕)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형태(예, 정서적 지원, 교육, 취업)

로 제공되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겪고있는외상의주원인이과거의사

건일지라도, 지원시에과거경험및관련기억들만을고려해서는안되며해당

피해자가 건강하고 유망한 미래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리적고통을다루는데있어서구혹은현대심리학모델만이유일한대응기

준이라고가정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 정신건강지원은심리치료사나사회복

지사와의만남의형태로이루어질뿐만아니라, 지역사회개발프로젝트참여,

훈련이나교육또는문화적응프로그램참여, 취업, 새로운관계형성이나기

존관계재형성등의활동을통해이루어질수도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하는 쉼터 실무자 또는 지원 제공자는 공식적인 활동 이

외에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걱정을 공유할 수 있

는즉각적이고일상적인모임을가질수있으며, 이는치료에중요한도움이될

수있다고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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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이해와지원이회복을촉진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

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인신매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종종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송환이나 거주 시설

의부재등의이유로단기지원을받게될경우에도정신건강지원이제공될수

있다. 

누가정신건강지원제공자가될수있는가?

지원제공자는훈련된의료전문가가가능한한초기에인신매매피해자의정신

건강상태를검진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는인신매매과정

혹은기존의정신질환으로인해정신건강이심하게악화된피해자와즉각적인전

문치료가필요한피해자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특히자신이나다

른이들에게해를가할위험이있거나스스로를적절히돌볼만한정신적상태가

아닌피해자들은상태안정을위해약물치료나입원치료가필요할수도있다.

그러므로정확한진단을내리기위해정신건강분야의훈련된의료실무자가앞

으로서비스제공자들의지원을받게될모든인신매매피해자를검진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지원환경에따라정신건강분야에서훈련받은일반의료실무자,

정신과 전문의, 임상 심리상담사, 정신과 간호사 혹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훈련

받은사회복지사가이러한검진을진행할수있다. 만약피해자가정신적으로심

각한손상을입은상태라면, 이들은반드시해당사례를전문의에게연계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의료 실무자가 약물

치료를처방할수있는것은아니다. 처방을내릴수없는의료실무자는해당피

해자를약물처방이가능한전문의에게반드시연계해야한다. 

정신건강혹은상담에관해단기간또는비공식적인훈련을받은것만으로는진단을내

리거나심리치료또는의학적치료를수행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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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정신과치료(의학적치료, 입원)가즉시필요하지않은경우에도, 인신

매매피해자는심리상담사,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혹은정신건강분야에서훈

련받은사회복지사로부터지속적인정신건강지원을받을수있다. 또한정신건

강이나심리사회적지원분야에서비공식적또는단기간의훈련을받은사람들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환경(예, 다른 실무자의 인식 증진)을 조성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을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을지원할때에는피해자별로담당사례관리자를배정하는것

이 좋다.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간호사 혹은 심리사회적 상담

분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보건지원팀의 일원으로서

다른보건지원자들과조화를이루며일하게된다. 사례관리자는다음의사항이

이행될수있도록책임져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누구에게연락하여정보를제공받고요구사항을전달해야하는지

알려준다.

■인신매매피해자가여러가지복잡한서비스와절차들을잘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정보가끊기거나누락되지않도록한다.

■실무자들이업무를중복하여수행하는일이없도록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동일한정보를반복해서전달해야하는일이없도록한다. 

■신뢰구축과관계형성과정을촉진한다.

정신건강지원단계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모범 답안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정신건강분야종사자및외상생존자를대하는전문가들이제안하는

회복패턴과지원전략들은존재한다. 인신매매생존자를위한모든심리적지원

의궁극적목표는그들이스스로를위한삶을만들어나갈수있는능력을증진시

키는것이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65



266 5장 _ 보건과인신매매

회복은개인적과정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 개인이회복하고건강한방식으로

주변세계에다시적응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예, 외상의심각성과지속성,

개인적특징, 지원수준등)은다양하다. 외상성사건을경험한이들을지원하는

데있어서의주요단계는다음과같다.

1단계 : 안전확보 회복의첫번째과제는인신매매피해자개인의안전을확보

하고이들의신체, 정서및환경에대한통제력과힘을회복시키는것이다. 피해

자가안전하다고느끼기전까지는다른어떤활동도진행시켜서는안된다.

2단계: 기억과애도 이론적으로이단계는인신매매피해자들이자신에게일어

난일에대해이야기하고, 자신이심리적으로나신체적으로상실한것에대하여

애도하는단계이다. 그러나어떤사람들은서비스제공자의지원이종료된후에

야 이 단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구체적 사항들을 직면하는

시기와방법은언제나당사자가결정해야할몫이다.

3단계: 일상생활로복귀 회복을위한최종단계는사회에효과적으로복귀하고

타인과의관계를재형성하는것이다. 이과정은오랜시간이소요될수있으며,

많은사람들에게평생에걸친과업이될수도있다. 교육, 직업, 경제적측면을

포함한심리사회적지원은인신매매피해자가앞으로나아가는데있어서필수적

인부분이다. 

정신건강지원전략의일반적특성과결정사항

외상에대한효과적인지원전략의일반적특성은다음과같다. 

■피해자를비난하지않음

■피해자에게지지적인환경제공

■학대를범죄의피해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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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적반응에대한정보제공

■증상이호전될것이라는기대감을표현

치료전략은인신매매피해자의참여욕구와체류기간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그밖의고려사항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치료목표: 기능적향상, 극심하게파괴적인행동혹은동반장애진료등

■공존이환(co-morbidity): 기존질환의존재, 심각한병적증세

■약물/알코올남용혹은중독

■정신건강문제의심각성: 자신과타인에대한위협, 스스로를돌볼수없는상황등

■동시에진행되는의료적상태

어떤 종류의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 실무자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구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몇가지의심리치료법에대해서는본장첨부자

료Ⅱ에설명되어있다.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지원의가장중요한측면중하나

는주변사람들이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방식및피해자의선택에대한존중

이다.61)

5.11.3위생과위생관리

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는열악한위생상태및위생관리와관련된건강문제들

이나타날수있는데, 이는가난과비위생적인주거공간혹은개인위생상태를

관리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피부, 귀, 모발, 눈의감염상태(박테

리아, 바이러스성 및 곰팡이 감염)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중요하다. 옴, 이, 진균증, 결막염등도포함된다. 인구과밀뿐만아니라오

염된물이나음식도장티푸스, 세균성적리, 장기생충등과같은위장질환을야

기할수있는데, 이는허용기준을초과하는화학적혹은물리학적불순물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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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병등과같은매개성감염질환

은열악한위생상태및인구과밀로인해전염될수도있다.

열악한위생환경및개인위생상태, 수질혹은음식오염으로인해발생하는다

양한 종류의 질병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WHO

Recommended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2001)와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Manual(2000)을참고할수있다.

5.11.4결핵(Tuberculosis; TB)

지금까지의연구들로충분히밝혀지지는않았지만, 결핵(TB)은 인신매매와연관

성이많은질병이다. 피해자가인신매매된기간동안겪게되는과밀한수용상

태, 영양실조, 약물 남용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받았을어려움을고려해보면충분히이를짐작할수있다. 나아가, 결핵과HIV

의동시감염가능성도염두에두어야한다.

5.11.5 직업과관련된건강문제

직업과관련된건강문제는흔히노동착취나유흥을목적으로인신매매된사람

들사이에서발생하지만, 기타다양한범주의인신매매상황과환경에서도직업

적 혹은 비직업적 건강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과표준의학교재에서이러한문제들을예방하고치료하기위한충분

한사례관리전략을제공하고있으며, 노동이주자의직업상안전과건강에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출판물들도이러한내용을다루고있다. 

직업과관련된건강문제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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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직손상: 절상(cuts), 부상, 자상, 압궤손상, 좌상, 찰과상, 타박상, 강간및가학

적인행위로인한성기손상등

■뼈와근육의손상: 탈구, 골절, 염좌, 절단혹은신체부위의손상, 다양한근육·골격

상의장애

■피부손상: 열악한위생상태와관리로인한전염성피부질환및화학적화상, 발진

과같은비전염성피부질환; 장기, 특히신장적출과관련한복부옆구리쪽의흉터

■청력혹은시력장애및상실

■혈액질환: 빈혈, 백혈병

■특정산업과관련된호흡기질환: 규폐증및특정폐암과같은진폐증

■특정전염성질환에노출될수있는높은위험성: 브루셀라병, 살모넬라증및인신매

매과정에서가축이나야생동물과접촉할때노출될수있는질병(예, 도살장, 양계

장, 뼈와육류가공시설, 정육점, 제혁산업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ILO가 발행한 Children at Work: Health

and Safety Risks(1997)를참고하기바란다.62)

5.11.6 예방접종

많은인신매매피해자가빈곤한지역출신이라는점을고려할때, 의료실무자는

피해자가예방접종을하지않았거나, 접종과정이완료되지않은상태이거나, 예

방접종을 했지만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방접종서비스는피해자의건강지원과정에서필수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5.11.7영양부족, 상해, 치아손상, 만성장애

영양부족, 상해, 치아건강손상, 만성장애와같은건강상의문제점들은인신매

매피해자들에게서흔히발견되며, IOM과협력기관들이실시하는다양한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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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지활동프로그램을통해보고되어왔다. 인신매매과정과노동환경의특

수성으로인해이보다더심각한증상을보이는피해자도있지만, 대체적으로이

주노동자들과비슷한질환을호소한다. 예를들면영양실조는이주노동자뿐만아

니라인신매매피해자에게서도흔히나타나는데, 적정수준의영양섭취불가, 힘

든노동과성적착취, 질병과감염, 약물남용등이그원인이다. 인신매매피해

아동의경우영양실조는발달장애를일으킬수있으며피부및치아문제와더

불어빈혈과같은혈액질환을일으킬수도있다.

인신매매과정에서발생하는억압과착취행위는종종신경학적인문제들이나근

골격혹은정형외과적문제(특히노동착취를목적으로인신매매된피해자), 성기

손상을 포함하는 연조직 손상, 총상, 자상, 타박상, 골절, 염좌 등과 같은 기타

외상을초래하기도한다.

인신매매피해자는피부질환과더불어호흡기및소화기문제, 진성당뇨병과갑

상선장애와같은내분비계문제, 신장, 간혹은기타신진대사장애와같은만성

적문제들에노출되게된다. 이러한문제들은인신매매이전에가지고있었을수

도있고, 인신매매과정중에악화되었거나촉발되었을수도있다. 인신매매되

었던기간동안의료서비스에의접근이불가능해만성적질환에대한초기진단

을받지못했거나 2차혹은 3차적예방시기를놓쳤을수도있기때문이다. 그

결과피해자가서비스를제공받게될시기에는이러한문제들이복합적으로나타

나면서질병이더욱악화될수도있다.   

이핸드북이인신매매피해자가겪는만성질환들과관련한사례관리원칙들을

자세히기술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여기에서명심해야할것은인신매매피해

자들이과거에의료서비스를받지못했을수있다는점, 그리고서비스제공자

와의만남이그들에게는적절하고세심하며지지적인지원을받을최초의기회가

될수도있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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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보건지원계획

이부분에서는지원프로그램시작과종결을위한보건지원계획을설명함으로

써「3장연계와재통합지원」의내용을보충하고자한다. 다음에이어지는보건

지원가이드라인과절차는프로젝트개발을위한보건및의료계획의요건에대

해서자세히기술하고있다. 이는임상학적과정과인프라(장비, 물자, 연계/지원

서비스, 의료호송물자등)의구축과관련된다. 

피해자지원시피해자개개인을위한전략적인보건지원계획을세워야한다.

이러한과정은보건지원을면밀히검토하고, 목적국, 경유국및출신국의지원

단체및협력기관들간에유효한의료정보를적절히공유하고조정하는데중

요하며, 보건지원의초기부터반영되어야한다. 

다음은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보건지원계획을세울때고려해야할기본절

차이다.

보건지원담당자지정

보건지원담당자는인신매매피해자가지원단체의지원을받는동안의료사례

파일정리등과같은일반적보건지원을책임지게된다. 담당자로지정된자는

의학, 보건지원, 심리학혹은보건과관련된사회복지분야에서훈련경험을가

지고있어야한다. 현장의각지원단체는담당자의역할, 책임, 한계에대해서

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보건 지원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훈련된 통역사를 배정해야 한다(「부록 Ⅰ: 인신매

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의18. 통역을제공할것부

분을참고). 보건지원담당자는인신매매피해자에게필요한의학적·사회적·

법적지원을결정하기전에지원단체실무자들및법집행기관과같은외부조

직들과적극적으로연락을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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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원을위한인터뷰실시와초기지원계획

지원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의보건지원을위한인터뷰와지원계획을최대

한빨리시작해야한다. 그목표는다음과같다. 

■즉시조치를취해야하는건강상의문제점을가지고있는지확인한다. (이는최초인

터뷰때도시행되어야한다.)

■지원내용, 범위및한계에대해설명한다. 신체건강지원, 임상검사, 정신건강지원,

사회적지원등에대해자세한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지원서비스의한계점도명확

히설명해야한다.(「부록Ⅰ: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

칙」의5. 정보를제공할것부분을참고한다.)

■모든지원서비스는대상자본인의동의가이루어진후에무상으로제공되며, 모든관

련정보들은극비로다루어질것임을대상자에게재차확신시킨다.

■재통합인터뷰및평가과정에서인신매매피해자에게폭력, 성적학대, 콘돔사용여

부와같은민감한질문등건강관련질의가이루어질때는보건지원담당자가이를

관리하거나그자리에동석한다. 피해자가가지고있는잠재적인신체적·정신적건

강상의 우려, 검진이 필요한 부분, 보건 지원에 있어 피해자가 바라는 점, 피해자가

특정지역단체의지원을받는예상기간등을확인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앞으로진행될지원과정에대해설명하고, 차후에있을의료검

진, 임상검사및상담회기에관한임시일정을알려준다.

다른실무자들과의협의및일정계획

보건지원담당자는피해자에게지원을제공하게될다른협력자들에게해당사

례의세부정보를전달하고가능하다면합동회의를열어체계적인지원을위한

사전계획을세워야한다. 이러한구성에포함될수있는지원제공자들은주치

의, 심리상담사및사회복지사등이다. 인신매매피해자의송환일정이촉박하게

잡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시간적여유정도를고려하여적절한지원을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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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어떤경우에는보건지원실무자나협력자가피해자의귀환을연기하도

록권장해야할수도있다(예, 임신합병증, HIV, 가정폭력등). 보건지원담당

자는피해자의의료적우선순위를반영하여의료, 임상, 상담일정을정하고예

약이서로겹치지않도록해야한다.

주의 피해자가긴급한의료조치를필요로하거나, 출신국에서적절한치료를받

을수없거나, 치료받기어려운건강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예, 의료전문

가의부족, 재정적이유, 낙인등)가있을수있다. 이때보건지원담당자는특정

환경에서어떠한지원이필요할지정확히판단한후, 해당피해자의출발/귀환시

기를결정하는사람들(법집행기관과이민국등)에게이를알려야한다. 피해자의

건강을악화시킬수있는환경으로피해자를귀환시키는것은비윤리적일뿐아니

라인간의기본권에위배되며, 귀환은반드시피해자본인이원할경우에안전하게

이루어져야함을강조해야한다.

최신정보를제공하고의료지원에대한동의를구하기위한인신매매

피해자와의두번째보건지원계획

인신매매피해자와가지는두번째보건지원계획의주요목적은전문가들이제

안한 지원 계획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것이다. 이때보건지원담당자는피해자에게신체적·심리적지원에대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부록 I: 인신매매

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의5. 정보를제공할것, 6. 충

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사전동의를요청할것부분을참고), 해당피해자가가

지고있는질문이나우려사항들에대해답해주어야한다. 경우에따라서는, 피

해자가협력기관혹은병원이나공중보건소와같은외부지원센터에도착했을

때특정검사나절차에대해다시한번동의절차가필요할수있음을알려주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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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결과의신속한보고

검진 혹은 수술의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 지원 담당자는 비공개 회의 일정을

잡아결과를보고하고이에대해논의해야한다.

5.13지원프로그램종결을위한보건지원계획

지원과정을종결하기전에, 피해자가자신의건강상태에대해충분히알고있

는지, 또지원과정중에알게된건강상의문제들에대해후속조치를취할준비

가되어있는지확인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출신지역으로귀환하거나새

로운환경에적응하기전에수행되어야하는활동들은다음과같다.

종결전브리핑실시

지원프로그램이종료되기전, 보건지원담당자는피해자의건강문제, 지원받

은치료및현재건강상태에대해검토해야하며, 피해자의진료및건강기록과

관련한모든서류의사본을해당피해자에게전달해야한다. 진단결과및관련

정보는가급적이면피해자의모국어로번역하여제공하는것이좋다.

브리핑시보건지원담당자가해야하는일은다음과같다.

■대상자의과거, 현재의건강상태에대해논의하고다음사항들을설명한다.

- 지원기간동안발견된건강상의문제및그심각성

- 의학적치료나수술의결과

- 지원종료후에도지속하는것이권장되는치료

- 건강상의문제들을방치할경우의위험성

- 기타건강상의문제들

■후속치료와연계를위해진료기록및관련서류의사본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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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약물치료를시작한경우, 처방받은치료과정을완료해야하는이유와치료

를제대로마치지않을경우발생할수있는위험성에대해설명한다. 지원단체에서

제공되지않는약물치료가추가적으로필요한경우, 처방전이나적절한서류를준비

하여추가치료를받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설명한 내용을재확인시킨다. 이는 피해자가지금까지들은내용을이해했는지그리

고지원프로그램이종결되었을때피해자가자기자신을돌볼수있는실질적ㆍ심리

적ㆍ재정적요건을갖추었는지를평가하기위해서이다. 

다른 지원 단체로 연계되는 피해자의 의료적·심리사회적 지원을 위

한후속조치및연계

피해자가 다른 지원 단체로 연계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료 정보는 반드시 연계

전에암호화된전자문서의형태로해당지원단체에전달되어야한다. 또한보

건지원담당자는해당피해자의건강상태와특정지원의필요성에대해피연

계단체혹은의료실무자에게알릴책임이있다. 이러한과정은반드시해당피

해자의동의를얻은후에이핸드북의권고절차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된 피해자의 의료적·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및연계

지원단체는피해자들이귀환하게될국가나임시적(혹은영구적) 체류자격을얻

게될국가내보건자원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 이러한연계정보를피해자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 지원 실무자가 피 연계 단체나 개인에게 전화나

서신으로직접연락하여연계가수월하게진행되도록하는것도매우중요하며,

이는반드시피해자의사전동의하에진행되어야한다.

특히피해자가출신국이외의국가에체류하게될경우에는지원제공자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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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해당국첫방문에동행하여현지에서지원단체를찾고행정절차를밟을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는 피해자가 홀로 낯선 단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때느낄수있는스트레스를감소시키는데도움이된다. 공중보건시스템

과같이무상인서비스를이용할때에는이를피해자에게명확히전달하는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자원(가족혹은주변자원)에대한점검

피해자개인의네트워크의수준은피해자의회복력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요소

중 하나이다. 지원 단체는 해당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지원프로그램이종결된후피해자에게가장적합한환경을파악해

야한다. 개인적자원에대한검토는보통피해자의가족구성원이나친한사람

들에대한사정을포함하기때문에이전에피해자에대한심리사회적지원을했

던실무자(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실시해야한다. 경우에따라서

는신체적이나정신적학대가발생한관계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다.

주의 아동이나청소년의경우에는가족관계점검이가장중요하다. 아동을출신

국으로귀환시킬것인지결정할때, 가장먼저고려해야할사항은해당아동의‘최

선의이익’이다. 실무자는해당아동이귀환후피해를입을가능성(재인신매매나

신체적학대등)이어느정도인지반드시검토해야한다. 실무자는또한해당아동

의가족이아동에게필요한지원을제공할수있을만큼충분한경제력과책임감을

가지고있는지반드시점검해야한다. 소아과의사, 사회복지사혹은심리상담사들

과의연락망을형성해두는것이피해아동을지원하는한방법이될수있다. 만약

해당아동이나청소년이과거폭력이나학대를경험하였거나방임된적이있다면,

지원단체는정부부서및기타관련단체들과협력하여해당아동을위한최선의

대안을모색해야한다.

귀환이이루어지기전지원단체는피해자의동의를얻은후에피해자의가족및

주변지원자들과필요사항에대해논의할수있다. 피해자가요구할경우에는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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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족구성원이나개인에게직접연락을시도할수도있는데, 그목적은다음

과같다. 

■가족구성원들이나그외의관련자들이피해자가경험한일의성격에대해이해할수

있도록돕는다.

■피해자에게일어난일은범죄행위이며, 이는해당피해자의잘못이아니므로이일로

피해자가비난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설명한다.

■필요한보안조치에대해설명한다.

■가족구성원들이도울수있는부분들에대해조언한다. 

피해자의가족, 친구, 지인과의연락은반드시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하에이

루어져야하며피해자가어떤말을전하고싶어하는지사전에확인해야한다.

이동적합성과의료적호송

이동적합성에대한사정은인신매매피해자가경유국이나목적국에서귀환할준

비가되었을때와출신국에서재통합지원이진행중일때실시되어야한다. 이

는인신매매피해자와다른승객들을위한질서있고안전한이동의원칙에기반

해야하며, 미성년자가보호자없이귀환할경우에는「3장연계와재통합지원」

에서설명한후견인제도와윤리적원칙에따라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의료적

호송(특히비행기로이동시)의필요성에대한사정도반드시실시되어야한다.

5.14실무자의건강

이부분에서는지원단체및협력단체실무자들의건강문제에대해다루고자한

다. 실무자의건강, 태도및지원방식이인신매매피해자의안녕에미치는영향

을 검토함과 동시에63) 보안, 스트레스, 직업적 특수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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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 이에대한대처방법, 실무자선발및지원등에관해논의할것이다. 

5.14.1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는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실무자와같이위험요소가많고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생기기 쉽다. 스트레스는 위험을

인지했을때나타나는생리적반응으로, 행동의변화를이끌어해당사건을신

속히다루고위험요소를줄일수있게한다. 그러나일정기간또는오랜기간

동안스트레스요인에노출되거나스트레스가누적되면, 행동의변화가지속되

고이로인한신체적혹은심리적증상이나타난다. 이러한반응들은위협적상

황에서는도움이되거나심지어생명을구할수도있지만, 그러한위협이감소

하거나사라지게되면보통건강을해치고심신을약화시키는요인이된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지원 제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스트레

스의주요원인은다음과같다.

■불안：특히보안에대한우려

■업무의긴급성：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있어서긴급하게처리해야할일이많은경우

■많은업무량：특히직원이적은사무실에서근무함으로인해업무량이많은경우

■결정에대한부담감：지원프로그램에대한피해자의‘적격성’여부를판단해야하는

상황(이는피해자에게있어생사를가르는일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자기비난, 좌절, 노여움：피해자가지원프로그램을마치지않고이탈해버리거나머

뭇거릴때, 또는제공된지원에대한피해자의반응이좋지않거나기대에미치지않

는듯이보이는경우

■피해자의공격적인태도：인신매매피해자가시큰둥해보이거나분노하는행동, 공격

적인태도를보이는경우

■모순되는의무의이행：법적ㆍ재정적제약아래인신매매피해자를도우면서법집행

기관과도협력해야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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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심이나업무가정체되어있다는느낌：지원효과가잘나타나지않거나사법체

계에의구심이드는경우

■중압감, 자신감 상실, 강박감：특히이를다른사람에게드러낼수없는상황이거나

망설여지는경우. 예를들어업무에부적격한자로보일지도모른다는두려움, 일에서

실패할지도모른다는느낌, 혼자서모든일을해결할수있어야한다는강박감, 직장

에서감정을드러내는것은문화적으로적절치않다는생각등64)

■소외감：문제를털어놓거나부담감을덜어놓을대상이없다고느끼는경우

■직장밖의사람들의반감：예를들어가족, 친구, 또는일반인이실무자가하는일에

반대하거나, 특정유형의지원대상자(성매매피해자, 특정소수자그룹등)에대해적

대적인경우65)

한조사에따르면스트레스의가장일반적인신체증상은피로와수면장애이다.

그러나이러한조사결과는‘스트레스’라는용어에대한협소한이해에서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이나 문제를 드러낼 때 문화적으로

수용이용이한반응을선택한것일수있다.66)

지원제공자들은취약한사람들을대할때종종자신의역량과욕구에대해잘못

된판단을내릴수있다. 과중한업무량과심적부담을지고있는지원제공자들

은그들자신이심리적지원을필요로하고있다는사실을깨닫지못할수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할 때 무기력, 실망,

실패, 초조또는분노와같은감정을경험할수있다. 임상정신과전문의인스튜

어트터너(Stuart Turner)는고문생존자를지원하는일에대해설명하며다음과

같이언급한바있다.

최소한두사람을고려해야한다. 환자의필요뿐만아니라보건지원제공

자들의필요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 의사나심리치료사가생존자들의고

문경험및이에대한생존자들의반응에압도되어업무에지장을받거나

부정적영향을받는일이흔히발생한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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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터너는심리치료사에게무기력감, 전지전능하다는느낌, 피해자의문제

를회피하거나밀어내려는것과같은감정이생겨나는것은일반적인증상이라고

말한다. 이모든감정은치료에방해가될수있다.68)

또한지원제공자가과거에신체적폭력또는성적학대를겪었거나현재학대를

당할수도있는상황에처해있지는않은지를고려하는것도중요하다. 특히정치

적으로불안한분쟁지역이나분쟁이막종결된지역에서는폭력경험자의비율

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가정폭력은 거의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존재한

다. 지원제공자가과거에겪은학대나차별은그가인신매매피해자의이야기에

반응하는방식에영향을미치며, 심지어업무에지장을줄수도있다. 상황이허

락한다면, 지원제공자와함께과거학대경험에대한이야기를나눌수있는방

법을찾아보는것도도움이될수있다. 어떤이들은자신의개인적경험을나누

고 상사나 동료의 이해와 지지를 받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거나불쾌하게느낄수도있다. 

실무자지원프로그램은인신매매피해자와직접적으로연관된실무자뿐만아니

라모든실무자의상황과반응을고려해야한다. 

5.14.2실무자지원및스트레스감소방안

인신매매피해자를담당하게될실무자는신중하게선발되고지원및감독을받

아야한다. 피해자지원에투입되기전의료실무자가갖추어야할기본원칙과

행동기준으로는존중하는태도, 비밀보장엄수, 피해자의최선의이익고려등

을들수있다. 실무자의건강을위협하는요소를줄이고실무자의안녕을증진

시키기위해서는다층적인접근방식이필요하며, 이는개입과대응메커니즘에

예방을위한노력이결합된형태여야한다. 실무자의건강과스트레스에관한최

근보고서에따르면업무환경이주된스트레스의원인인것으로나타난다.69)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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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체관리자는업무와관련된실무자의스트레스를감소시키고예방하기위한

실무자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는반드시근무환경, 실무자의욕구및문

화적다양성을고려해야하며, 실무자간의협력하에시행되어야한다.  

스트레스예방

업무스트레스를줄이거나예방하고실무자의건강을향상시키기위해관리자와

실무자가함께실행할수있는대책들은다음과같다.

■관리자와 실무자는 모든 실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최대한 안전하다고 느낄

수있도록서로협력해야한다. 이는스트레스예방을위해가장기초적이고우선시되

는사항이다.

■관리자는실무자가자신의건강에대해걱정되는점이있다면언제든지털어놓을수

있도록격려해야하며실무자가우려하는바가무엇인지를파악해야한다. 

■피해자지원여부를실무자가판단해야하는경우관리자는관련실무자가모든부담

을떠안은채각사례에대해책임지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명확한절차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피해자지원의한계성을강조하면서실무자의역할과책임을재정의

하는작업도이에해당될수있다.

■실무자는자신이도와줄수있는일에는한계가있으며피해자들의회복정도또한각

기다를수있음을인식해야한다. 해결할수없는상황도존재한다.

■실무자와관리자는사무실내에서문화적다양성을반영하기위한방법을찾기위해

노력해야한다.

■실무자와관리자는업무와스트레스감소에도움이될수있도록업무환경을디자인

해야한다.

■실무자와관리자는충분한휴식을취할수있도록업무일정및휴가일정을계획해야

하며, 관리자는휴식을위한시간이본래의목적대로사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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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치료

스트레스치료는업무관련스트레스에대응하거나이를감소시키는방법을의미

한다. 스트레스대처방안을조사해보면, 실무자의대부분이친구나동료, 가족

과같은가장가까운지지그룹의도움을받거나스스로의힘으로이를극복하려

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단지개인적자원이나동료들과의일시적인만남에만

의지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다. 

관리자는스트레스가심한업무를맡고있는실무자들을위해스트레스관리프

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다.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통해전달해야할가장

중요한메시지는스트레스는중압감이큰직업과고된업무환경으로인해발생

하는정상적인반응이므로이에당황해하거나이에대해이야기하는것을주저

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메시지를강조함으로써업무스트레스를드

러내면안된다는실무자들의부담감을덜어줄수있다. 관리자는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고려해야 하며, 직업 건강

전문가와상담하여스트레스감소활동, 사무환경및사무실방침이실무자들의

욕구에부합하는지또는상황에맞게조정가능한지확인하는것이좋다.

5.14.3 실무자지원및업무소진인식

관리자는실무자가인신매매피해자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필요한자원

과네트워크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실무자는업무에쏟는감정의양을조절하

고스스로를돌볼수있어야한다. 실무자가인신매매피해자와같이외상을입

은사람들을지원하면서받게되는스트레스는다양한심리적반응을일으켜 2

차적스트레스장애를야기할수 있으며, 이는 곧 2차 외상으로까지이어질수

있다. 관리자는이점을명심해야한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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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스트레스를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받게되면‘소진(burnout)’이 발생

할수있는데, 이는정서적으로힘든상황을장기간겪으면서일어나는신체적·

정서적·심리적고갈상태를의미한다.

관리자및감독자는다음 5가지로대표되는실무자소진증상을사전에숙지하

고이에적절히대응해야한다.

■신체적증상：피로와체력적소모, 고갈, 수면장애, 두통, 감기, 독감과같은특정한

신체적문제

■정서적증상：민감, 불안, 죄책감, 우울증, 무력감

■행동관련증상：공격적이거나냉담한태도, 비관주의, 냉소주의

■업무관련증상：업무수행능력저하, 잦은결근, 지각

■대인관계관련증상：집중력저하에따른의사소통능력의약화, 동료나주변사람들

로부터스스로를고립시킴

이러한 증상들이 발견되는 즉시, 관리자나 감독자는 다음을 고려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상자에게제공되는정서적지원, 위로, 격려, 충고, 실질적인도움등을해당실무

자에게도제공한다. 

■피해자지원에서의한계와현실적인기대치에대해상기시킨다. 

■근무일정과해야할일들을적절히조정한다.

■외부심리상담사와의상담을제안및마련한다.

■주간회의를통해실무자들이자신의감정과불만을이야기할수있도록격려하고효

과적인해결방안을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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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혈인성병원체감염의위험

혈액은HIV, B형및C형간염바이러스(HBV/HCV) 감염의가장중요한매개이

다. 지원제공자는혈인성병원체감염여부가확인되지않은사람들의혈액또

는기타체액에접촉하게될수도있다. B형간염바이러스의경우HIV보다감

염가능성이높지만감염환경은유사하다. 두경우모두주사바늘에찔린상처

나개방창(open wound) 혹은손상된피부(갈라지고, 긁히고, 진물이나거나염

증이있는)나점막접촉을통해감염된다. C형간염바이러스의감염에대한자

료는상대적으로적지만, 업무환경에서의주요감염원인은경피접종이다.

혈인성 병원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혈액에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업무상 건강 유해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실무자들을 위해 사후감염방지장비(post exposure

prophylactic kits)를반드시구비해야한다. 

5.14.5실무자교육

서비스를제공하는실무자에대한교육은필수적이다. 충분한교육을받지않은

실무자에게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사항들은다음과같다.

■인신매매의성격, 정의, 유형, 원인, 강압과착취유형, 건강문제등인신매매의영

향, 피해자, 가해자, 사회적낙인

■보안대책

■실무자의역할, 책임, 그리고한계

■인권, 건강, 차별, 생식건강, 노동, 이주등

■HIV/AIDS (근거없는속설과현실)

■성·생식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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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대한폭력

■외상의증상

■문화, 관습, 관례 (대상자의문화적배경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실무자가자신의일에대해더잘알수록, 스스로에대해서도좋은느낌을가지

고, 자신이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서도자신감을가지며, 인신매매피해자지원

도잘하게될것이다. 

5.15보건서비스제공기관과의협력

인신매매피해자지원단체의보건지원역량에한계가있을경우, 외부의보건

서비스제공기관과협력하여이를보완할필요가있다. 이부분에서는지원단

체가인신매매피해자에게좀더전문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할외부보건기관

을검토및선정하고협력하는데필요한보건정보를다룬다. 외부협력기관이

필요한의료자원들을갖추고환자접수와응급상황에적절히대비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지원단체는자격조건에맞는협력기관을가능한한빨리찾아야한

다. 외부보건협력기관이수행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초기에실시해야할최소한의검진사항

1. 의료검사내력및가족내력：본장초반에서제시하고있는지침에따라실

시한다.

2. 신체검사：본장에서제시하고있는지침에따라실시한다.

3. 정신건강검진：전문적인치료가시급하게필요한지의여부를판별하기위해

정신건강검진을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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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검진사항

1. 실험실및방사능검사：흉부엑스레이, 혈액과소변분석및기타실험실검

사가이에해당된다(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피해자의사전동의가전제되

고검사전후에자발적인상담이제공될경우, HIV 검사도포함). 협력기관

의재정상황과서비스제공가능여부에따라실험실검사와방사능검사를

초기에실시할것인지의여부가결정된다. 응급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일부

검사가실시될수있다.

2. 전문검사및진료를위한연계：정신건강이나생식건강, 수술등의연계에

관한개인내력이나신체검사및실험실검사에서발견된중요한사항들을조

사하고확인하기위해이루어진다. 

3. 경과보고서및진단서：지원단체에정보를제공하기위해피해자의질병상

황, 진료및검사결과, 진단내용, 권장되는검사및치료방법, 모니터링결

과등을담은보고서및진단서가작성되어야한다.

4. 쉼터또는가정방문(요청시)：검진, 처방, 모니터링, 후속조치(주사, 물리치

료, 상담등), 추가의료지원을위한연계등을목적으로사례별로필요한경

우실시한다.

외부협력기관선정시고려해야할사항

1. 서비스 사정 실시：외부 협력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사정할 때,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이러한 정보는 토

론, 지원과정관찰, 전문가들과의대화, 이전환자와의대화등다양한방법

을통해수집될수있다.

■서비스의범위：해당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는무엇이며, 이는인신매매피해자

를지원하는데적절한가?

■수행능력：각각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실무자는몇명인가, 근무시간은어

떤가, 각기다른서비스를필요로하는환자를매일또는매주에몇명정도치료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286



287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할수있는가?

■서비스의질：기관이설립된지얼마나되었는가, 최신시설을갖추고있는가, 환

자지원및임상관리기준(비밀보장, 환자와의윤리적관계, 해당국가의보건지

원및인력관리기관의인가, 실무자의면허발급등)은국제기준에부합하는가?

■인력：실무자의교육수준은어떠한가, 실무자들은현재업무혹은앞으로수행할

업무에대해몇년간의경험을가지고있는가, 주로어떤실무자가지원단체가

연계하는인신매매피해자들을지원하게될것인가?

■교육의필요성：협력기관의보건지원기준을본핸드북에서요구하는수준으로

향상시키기위해지원단체가해당기관실무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수있

는가? (시간적·재정적으로실행가능한가? 교육을받고자하는의지가있는가?)

■한계：협력기관이제공하지못하는서비스나다룰수없는문제가있는가? 해당기

관이고수해야만하는어떤입장(재정조건, 성별, 연령, 민족등)이있는가?

■신뢰도：근무및접수시간이잘지켜지는가, 계약서에명시된내용외에‘추가적

으로’어떤대가를지불해야하는가(부패가만연한지역에해당), 해당기관이약속

한바를모두지키고실행할능력이있는가?

■시의성：진료예약에어느정도의시간이소요되는가, 검사결과가나오기까지는

어느정도의시간이소요되는가?

■언어와 문화：협력 기관은 전문 통역사를구할 수 있는가(사회의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선진국에서보다일반적인사항), 해당기관에문화적중재자가있는가?

2. 협력기관및실무자의태도확인：지원단체가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영향

을미칠수있는차별적정책이나관행을가지고있는기관과협력한다는것

은있을수없는일이다. 협력기관은여성에대한폭력과성적학대관련문

제에대하여교육및인지강화훈련을받아야한다.

3. 엄격한비밀보장기준설정：협력기관은환자의기록및개인정보에대한비

밀보장을위해정책을수립하고실천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히계약당시

에 HIV를 포함한성매개성감염질환감염인에대해신상공개, 입원관리,

추적시스템을요구했던국가의경우, 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가침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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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반드시모니터링을실시해야한다. 가능하다면비밀보장기준은서비

스계약조건에명시되어야하며, 비밀보장조건을위반했을경우에는협약을

파기할수있다.

4. 교육과인지강화훈련제공：모든지원단체실무자에게제공되는교육과인

지강화훈련은협력기관에도제공되어야한다.

5. 정보 공유 방법확립：인신매매 피해자의 의료 및 보건 기록을 지원 단체나

협력기관어느쪽이보관하고있든지그에대한권리는피해자에게있다. 지

원제공자는정보에대한구체적필요가있는경우나해당피해자에게결과를

보고할책임이있는경우에한해개인의료기록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5.16보건정보시스템관리

인신매매피해자의개인정보관리에관한더많은정보는1장의1.2항을참고한

다. 

이부분에서는인신매매피해자지원기간동안의보건정보시스템관리에대해

다루고자한다. 의료및보건정보의관리는정확한진단과치료및지원단체들

간의효과적인보건정보의교환을위해중요하다. 뿐만아니라인신매매피해자

가자신의건강상태및건강상의필요사항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자신의의료

및보건기록사본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 수집된정

보의비밀보장에있어서도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인신매매피해자의건강과관

련된정보를관리할때고려해야할몇가지기본적인사항을기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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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보건기록과관리

보건기록의정의

보건기록은인신매매피해자의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건강과관련된모든기록을포

함한다. 보건정보시스템은보건기록이수집, 조직, 저장, 교환되는방식이다.

보건정보시스템설치와사용

보건 정보 시스템(HIS)은 가능한 한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의관리정보시스템(MIS)이개발되고있을때, 그리고프로그램의활동

이실제로시작되기전에설치되는것이바람직하다. 보건기록의수집, 입력, 관

리를담당하는실무자는반드시시스템사용에대한교육을수료해야한다. 

사례파일보안: 암호화와비밀보장

피해자의사례파일은분실되거나섞이지않도록철저한보안아래주의깊게다

루어져야한다. 피해자의이름은개인별암호를설명하는암호원본문서(master

code sheet)에만기재되어야하며, 해당업무책임자만이접근할수있도록안

전하게보관되어야한다. 관련된모든서류상에서피해자는지정된암호숫자로

만표기되어야하며, 서류가서로분리될경우를대비해모든페이지상단에암

호숫자를기재해두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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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사례파일보안및기밀유지를위한기본지침

■사례파일은대상자별로지정된암호로구분되어야한다. 피해자이름과이에대한암

호숫자를명시한암호원본문서는반드시보안이잘되어있는장소에보관해야하고,

보건지원담당자만이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암호화된사례파일들(이름이적혀있지않은파일들)은보안이잘되어있는장소에보

관해야하고, 해당사례를담당하는실무자만이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실무자들간, 혹은실무자와협력기관간의사례에관한정보교환은반드시필요한

경우에한해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하에이루어져야한다.

■사례파일을절대책상, 테이블, 공용장소등에방치해서는안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무실 외부 사람들에게

사례정보에대해말해서는안된다.

■실무자들간, 혹은실무자와협력기관간의사례에관한정보교환은절대공공장소

(복도, 대기실, 문이열린사무실, 다른대상자앞, 식당혹은카페등)에서이루어져서

는안된다. 

■인신매매피해자의세부사례에대해절대다른인신매매피해자와논의해서는안된

다. 치료의목적으로피해자의경험과유사한다른사례를예로들어야한다면, 그사

례에해당하는피해자의이름과개인정보를가상으로제시하여논의되는사례가누구

의사례인지알수없도록해야한다.

■실무자들은인신매매피해자지원업무와관련된세부사항들을수퍼비전혹은실무

자회의에서논의할수도있다. 보건실무자들은일반적으로팀내상급자나외부보

건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수퍼비전 회의를 하게 된다. (특히 심리치료사들의 경

우, 팀원이외의사람들로부터수퍼비전을받는것이더좋을수도있다.) 보건실무자

는실무자회의, 회진혹은수퍼비전등을통하여업무중당면한문제나의문을동료

들과공유함으로써업무의질을높이고, 다각적접근방식을개발하며, 업무와관련된

스트레스를감소시킬수있다. 실무자회의나수퍼비전에서공유된모든정보는반드

시비밀로유지해야한다.

■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사례및관련세부사항을해당피해자의가족이나친구와

논의해서는안된다. 다만가족구성원이미성년자의법정후견인인경우는예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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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해당정보공개가아동에게해를끼칠가능성은없는지파악하기위해사전에

해당아동에대한상담이이루어져야한다.

■위와같은원칙은통역사에게도동일하게적용해야하며, 이를계약조건에명시해야

한다. 지원단체실무자의경우에는계약여부와상관없이특히강조되어야한다.

5.16.3지원제공자들간의정보공유

사례정보를공유하는데에는많은위험이따르지만, 철저한비밀보장하에인신

매매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핵심 실무자들 사이에서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위험발생가능성은훨씬줄어든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의사

및연계서비스기관간의정보공유를통해인신매매피해자는이미진술하였거

나정서적으로불안정하게만들수있는내용을반복하여진술하지않아도되며,

보건, 사회복지, 법분야의지원제공자들간의협력과지원이촉진될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는반드시정보공유의목적을숙지한후에동의여부를결정해

야 한다. 지원 단체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 간의

정보공유를위해적절한기준과절차를마련해야한다.

주의 피해자의이름대신암호를사용하더라도종종기본적인정보(인구학적배경,

민족, 국적, 생년월일, 가족 정보, 인신매매 과정의 묘사 등)를 통해 쉽게 신원을

파악할수있다. 이와같은기본정보는피해자의초기사례파일에나와있고지원

제공자와의료실무자들은이파일에접근할수있기때문에, 피해자의의료기록

마다기본정보를반복하여기재하는것은불필요하고현명하지못한일이다.

이메일과인터넷등의온라인통신을이용해자료교환및파일전송을할때는

반드시암호생성시스템을이용해야한다. 비교적간단하고견고한시스템이이

미널리사용되고있고시중에서도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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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보건기록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

모든인신매매피해자는자신의의료기록사본에대한권리를인지하고지원단

체를떠나기전에의료기록사본을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의료기록을외부

의료기관(공립병원, 사설의료기관등)에서보관하고있는경우, 지원단체실무

자는해당기관이피해자와관련해보유하고있는모든자료의사본을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는 인신매매자나 착취자를 대상으로

형사혹은민사소송을진행하는데필요한법의학적의료검진결과사본을받

을권리가있다. 이와더불어지원단체는본국으로귀환하는피해자들이적절한

후속보건지원을받을수있도록담당의사가작성한진단서의요약본을피해자

의모국어로번역하여피해자에게전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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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Ⅰ부다페스트선언

부다페스트에서2003년3월19일부터21일까지열린공중보건과인신매매에

관한중부, 동부, 남동부유럽지역회의에서참석자들은

■인신매매가인권침해임을확인하고,

■중부, 동부및남동부유럽의인신매매피해자가과거와같이현재에도여전히다양한

범주의건강관련문제, 즉신체적및정신적학대와외상, 성매개성감염질환및기

타감염질환, 비전염성질병, HIV/AIDS와결핵을포함하는합병증및그외의문제들

에노출되어있음을우려하며,

■현재지역내몇몇국가에서HIV와결핵, 특히약에내성이있는결핵이전염병수준

으로확산되어있음을인지하고,  

■인신매매가갖는건강상의문제와공중보건적측면을다룰필요가있음을확신하며,

다음과같은사항에동의하고이를장려할것을약속했다.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과 진전이 이루어져 왔으

나, 인신매매와관련된건강문제와공중보건문제에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

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삶전반에걸쳐안녕을영위할수있도록

포괄적이고지속적이며, 성별, 연령및문화에적합한보건지원을제공해야한다.

■보건지원은교육받은전문가가안전하고지지적인환경에서직업적윤리수칙에따

라제공해야한다. 지원에앞서충분한정보가제공되어야하며이를바탕으로피해자

의사전동의를얻어야한다. 비밀보장의원칙또한엄격히지켜져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제공되는보건지원의최소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이기준은

포괄적인연구와모범사례에기반하여정부, 정부간기구및비정부기구, 그리고학

계간의협력을통해개발되어야한다.

■보건지원개입단계에따라우선순위도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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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보건전문가가처음만나면서부터시작되는초기구출단계는종종목

적국이나경유국, 혹은양국모두에서진행된다. 이시기에는부상과외상의치

료, 위기개입및상담을비롯한기본적보건지원에초점을맞추어지원이제공

되어야한다. 

보통재활치료단계는출신국에서진행되며, 피해자재통합과건강을위해장기

적으로필요한사항에초점을두고지원한다. 이시기의보건지원은피해자개

개인의필요사항과상황에맞게설계되어야한다.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공해야 할 지원 사항으로는 상담과

후속지원, 성매개성감염질환, HIV/AIDS, 결핵, 신체적및정신적외상, 약물

남용등과관련문제에대한검사및치료를들수있다.

■인신매매피해아동과청소년은특별한의료지원이필요한취약집단이다. 이들에대

한보건지원은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피해자의심리사회적측면

과정신적측면에장기적으로어떠한영향을끼칠수있는지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아동과청소년의사례에서는법정후견인문제와같은복잡한법

적문제들이뒤따를수있는데, 이는치료및지원을위한최소기준마련을통해

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 

모든경우에서아동의최선의이익은가장중요한원칙이자동기부여요소가되

어야한다.

■쉼터와 재활센터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쉼터와재활센터의운영및관리는전문적이고표준화된

접근법을따라야한다.

■종합적보건지원을제공하기위한특별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보건전문가들이

인신매매피해자의특수한욕구를민감하게파악할수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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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상담은신뢰구축및피해자의욕구파악, 보건지원제공을위한피해자

의동의획득, 회복목표설정시피해자의참여장려, 장기적인재활과역량강화에

있어서중요한역할을한다.

■쉼터와재활센터에서제공되는친교, 오락, 교육활동및직업관련활동은자존감회

복에중요한역할을하며피해자의건강증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인신매매와관련된공중보건문제에대한인식증진이필요하다. 인신매매의위험성

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문화적으로적절한인식증진캠페인을전지역에걸쳐실시

해야한다.

■정부는국가보건체계와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신매매피해자, 특히

인신매매피해아동및청소년의안전, 법적권리, 보호와지원을보장해야하며, 책

임감을가지고인신매매방지를위해노력해야한다. 

■정부, 정부간기구및비정부기구는목적국, 출신국, 경유국에서제공되는보건지원

을조정하고통합함으로써상호협력을증진해야한다. 의료기록의공유는지원의지

속성, 효과적인사례관리및재활과재통합에있어필수적이다. 자료공유는피해자

의사전동의를얻은후에이루어져야하며기밀로유지되어야한다.  

참석자들은이선언문에포함된권장사항들을장려하고실천할것을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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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Ⅱ서구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
심리치료법소개

심리사회적재활치료에는건강교육, 심리교육적기술훈련, 자립생활기술훈련,

사교기술훈련, 직업교육이포함될수있다. 이활동들은보통다른형태의치료

와결합되어진행된다.

예술 치료란 전문 치료사가 상담이나 특수 교육 또는 재활에 의도적으로 미술,

음악, 무용, 드라마를이용하는것이다. 예술치료의목표는자존감, 희망, 건강

한사회적행동발달을장려하고죄책감이나수치심을줄이는것이다. 예술치료

는내부기억체계에의접근을돕고기타치료과정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다

고알려져있다. 집단치료를통해피해자는자신과비슷한경험을한그룹구성

원들로부터지지와격려을얻으며사회적응집력을형성할수있다. 집단치료는

개인이정당성, 자존감을확립하고의사소통및문제해결기술등을얻는데도

움을준다. 집단치료를통해개인은적개심을통제하는방법을배우게되고앞

으로의일에대한걱정을표현할수있다.

개인치료는참여를희망하는개인에게보다유익할수있다. 개인치료의경우

정신분석을시도하는것보다는각회기별상황과자원을고려하여절충적이고단

기적접근법을제공하는데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아동지원은미성년자(18세미만)가특별히필요로하는것을제공하는데중점

을두어야한다. 미성년자의욕구와심리적문제들을성인의것과혼동하거나결

합하여생각해서는안된다. 미성년자들의심리사회적지원또는치료(집단혹은

개인)를 위해서는연령에맞는도구와교육방식을사용해야한다. 아동의가족

이나보호자를참여시키는것(직접만나는것이불가능하다면전화상으로라도)은

성공적인회복의핵심이다. 그러나아동이가족에의해학대를받은적이있다고

판단될경우, 가족과의접촉을고도의전문성을가지고다루거나피하는것이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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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서는형사사법제도와관련된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및선택에대해

개략적으로살펴보고, 인신매매방지활동에관여하고있는지원단체들과국

내·외의법집행기관들과의관계를논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지원단체가인신매매방지활동과관련해법집행기관을지원하

거나공조할의무는없다. 그러나이에대한법률이국가마다다양하기때문

에, 지원단체는국내법이규정하는법적의무에대하여숙지하고있어야한

다. 또한법집행기관과공조할때지원단체가부담해야하는전략및운영

상의위험이상당하다는사실을고려해야한다. 본 장은지원단체와법집

행기관이각자의의무를충실히이행하며협력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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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배경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지원단체는피해자와이에대해충분히논의하여피해자가정확한정보를

바탕으로고소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는인신매매는저위험·고수익의성격을띤국제적인

조직범죄 활동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심리적 손상을 입힌다.

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있어전문성을가지고있는지원단체는범죄근절을담

당하고있는법집행기관들과운영·전략적차원에서실질적이고밀접한관계를

맺고있다.

6.2법집행관점에서의협력

법집행의관점에서는피해자의협력뿐만아니라지원단체의경험과운영능력

도중요한의미를지닌다. 지원단체와의협력이중요한이유를몇가지정리해

보면다음과같다. 

■지원단체는인신매매피해자의안전을신속히확보하고자하는법집행기관의우선

적인연락대상이된다.

■재판에서증언하고범죄수사에협조하고자하는인신매매피해자에게지원을제공하

는일을돕는다. 

■인신매매피해자는충분한정보를제공할정도로경찰관을신뢰하지않기때문에지

원단체를통하여인신매매사건과관련한정보에대한접근성을높일수있다.

■인신매매를근절하는데있어서법집행부의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기술지원과정

보를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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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원단체관점에서의협력

인신매매근절과피해자보호를목표로하는지원단체는인신매매피해당사자,

친인척 혹은 친구들로부터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게 된

정보는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내고 구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를근거로인신매매자를확인하고조사할수도있다. 피해자구출과

인신매매자식별은인신매매방지를위한종합전략의두가지축이다. 지원단체

와법집행기관간의협력은이두가지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지원단체의지원을받고있는상당한수의피해자들은인신매매정보를법집행

기관에전달하고싶어한다. 법집행기관이전문적인역량을갖추고있고협력이

안전하다고 보장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경찰과 대면하여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가능하다. 때에따라서는경찰과의직접대면을원치않아지원단체를통

해정보를전달하려는피해자도있을수있다. 경찰과의신중하고책임있는정보

교환을통해지원단체는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다. 

■피해자는자신의사례에대한정보를어떠한방식으로든제공해왔고, 이는인신매매

자를처벌하고범죄재발을방지하는데기여한다는것을피해자가인식할수있도록

돕는다.

■피해자구출과인신매매자식별에효과적으로기여한다. 

모든정보교환에있어핵심은피해자의사전서면동의를얻는것과지원단체

가언제나피해자의최선의이익을위해행동하는것이다.

6.3.1지원단체의전략상위험

많은지원단체들에게있어법집행기관과의협력은전략적인측면에서비교적

새로운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책적 사안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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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원 단체는 협력과 지원의 범위 및 성격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러한지원과협력의범위는인신매매피해자가해당국가의형사사법제

도하에서보장받을수있는처우와보호의성격을비롯하여, 국제기준이어느

선까지적용되느냐에달려있다.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할때준수되어야하는주

요 국제 인권 기준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권고한「인권및인신매매에관한원칙과가이드라인」에명시되어있다. 이밖에

도 시행과 관련하여「인신매매 방지행동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등과같이적용할수있는지역적협약들이많다.

해당국가의형사사법제도하에서피해자가보장받을수있는권리와보호의수

준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찰 기관과의 협력이 피해자에게 지원과

보호를제공해야하는단체의의무에반하는일일수있다. 경우에따라서는, 일

정 기간 동안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협력하는 것이 법 집행 기관의 피해자 처우

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법이될수있다. 궁극적인목표는균

형잡힌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있는 지원 단체의

적절한판단과관리가필요하다.

법집행기관과의협력이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간의관계에만영향을미치는

것은아니다. 모든개입이지원단체가맺고있는다른관계즉, 정부, 정부간기구

및비정부기구와의관계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거시적인측면을고려해야한

다.  많은경우상보적협력관계속에서이루어지는사전회의와협상을통해위

험가능성을상당부분줄일수있다.

때로는법집행기관과의협력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있을수있는데, 그럴때

에도피해자지원업무에전념해야하는지원단체로서의공정성이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이를위해지원단체는인권과피해자우선의원칙을확고한인신매매

대응기반으로삼아법집행기관과의관계를전문적으로관리해야한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310



311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6.3.2 지원단체의운영상위험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서비스와프로그램등을개발하기위해, 지원

단체는해당국가의형사사법제도를충분히이해해야한다. 피해자지원이광범

위해질수록, 지원단체가담당해야하는역할의가치와중요성은커지며, 경찰

은인신매매자식별과기소에있어지원단체와의협력을더욱중요시하게될것

이다.

이러한긴밀한협력은피해자와실무자모두에게위험을가중시킬수있다. 이는

일반적으로조직적이며무자비한인신매매자가피해자및실무자에게가할수있

는위협으로인해발생한다. 인신매매자의입장에서는피해자나가족또는지인

들에대한보복없이피해자의탈출또는재활을성공하게둔다면이는모두‘인

신매매사업상의불이익’을가져오는요소가되며, 유사한방식으로탈출을계획

하고있을지도모르는다른피해자들에대한통제력을약화시킬수도있기때문

이다. 더구나구출된피해자가증언이라도하게된다면활동의자유와이윤창출

에가해지는압박은점점심해지게된다.

인신매매피해자가구출되어재판에서증언을한뒤에인신매매자로부터보복을

당하는일이실제로벌어지고있다. 더욱이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국제사회

의노력이인신매매사업을압박해감에따라인신매매자들의보복과협박은앞

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인신매매자들이피해자가구출되어사회로복귀하는과정에서지원단체가

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는점을인식하게되면서단체실무자들이안게되는위

험부담또한높아지고있다. 특히법정에서증언을하게된인신매매피해자에

게정보를제공하고돕는과정에서경찰과긴밀하게협력할경우, 지원단체실

무자들이부담해야하는위험은필연적으로증가하게될것이다. (위험사정과관

리에대한더많은정보는이핸드북의1장을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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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협력이주는이점

경찰과의협력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운영·전략상의위험, 그리고일반적으

로지원단체가법집행기관과반드시협력해야할의무는없다는점을상기한

다면, 사실상협력자체를해야하는가에대한의문이들수있다.

이질문에답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인신매매피해자의입장에서생각해

보는것이다. 인신매매피해자지원의핵심은피해자가자신의인권을행사할수

있도록돕고, 중대범죄의피해자로서형사사법제도상의선택권을활용할수있

도록사전에충분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상당수의피해자는인신매매자들에

의해착취당하는것으로도모자라, 범죄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하는민·

형사사법제도에의해서도차별받고권리를박탈당하고있다.  

법적지원은피해자가법관련문제에대해충분히숙지한상태에서결정을내릴

수있도록돕고, 자신의법적권리및선택권을이해하고누릴수있게해준다.

피해자들은자신에게가해졌던범죄행위를처벌하고정의를구현하기위해어느

정도는 경찰 기관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 집행 기관과 좋은

협력관계를형성하는것은피해자지원을더욱원활하게할수있다.

6.4형사사법제도상의선택권및피해자권리에
대한접근

이부분에서다루고자하는내용은다음과같다. 

■인신매매피해자가활용할수있는형사사법제도상의네가지선택권

■지원단체가제공할수있는조언과상담

■형사소송에서증언하기를원하는피해자들과경찰당국간의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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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서설명하게될각각의단계는반드시피해자의자발적인사전동의하에이루

어져야한다. 

이 부분에 관해 지원 단체 실무자와 피해자가 논의해야 할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피해자는심사숙고하여의사결정을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지원

단체와피해자간의논의는피해자의모국어로진행되어야하고, 필요하다면통

역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6.4.1형사사법제도상의선택권및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

사법제도상소송및배상등에관해인신매매피해자가가지는권리는가장기본

적인권리중하나이다. 피해자가선택할수있는대응방식은다음과같이네가

지로나누어볼수있다.

법집행기관에아무말도하지않고침묵한다.

가장간단하면서도피해자들이흔하게선택하는방법이다. 이는피해자가자신과

가족또는사랑하는사람의안전에대한극심한공포에시달리고있으며동시에

경찰기관을불신하고의심하기때문이다. ‘어떠한피해자도사법부에의해 증

인으로출석하거나증인진술서를제출하도록강요당할수없다’는것은피해자

의기본권리이다. 

피해자가법정에증인으로서지않을것이며이를강요당하지도않을것이라는조건하

에경찰에게범죄및가해자에대한비밀정보를제공한다.

많은피해자들이 이방법을선택할것이다. 이렇게하면증언시뒤따를수있는

위험부담은피하면서, 제한적이나마자신을착취했던대상에대한조치를취할수

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해서는6.8항에서보다자세히설명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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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자에대한검찰측증인이될수있는방법에대해알아본다. 

피해자들은응급치료와조언을통해자신의상황을되돌아볼시간을갖게되면

인신매매자에대해조치를취하고싶어하는경향이있다. 

자신에게가해진범죄에대한보상을청구하고청구시지원받을수있도록법적선택

권에대한정보를제공받는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

그러므로피해자는인신매매피해보상및이를청구할권리에대한정보를제공

받아야하며, 가능하다면이를실제로행사할수있도록지원받아야한다.

6.4.2선택권에관한상담시기

미성년자를대하는방법및인터뷰와관련된지침은5장의5.5항을참고하기바란다.

경유국및목적국에있는연계단체

피해자가경유국이나목적국에서연계단계또는출발전단계에있는경우, 지

원 단체가 법적 권리 및 선택권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있다. 일반적으로지원단체는목적국이나경유국에위치한피해자들에게그

들의 법적 권리 및 형사사법제도상의 선택권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피해자가귀환지원만을위해타기관에서해당지원단체로연계된

경우라면,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안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이를확실히하기위해지원단체는다시한번피해자나연계기관에

확인해보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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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피해자가법집행기관또는정부간기구나비정부기구등을통하여연계

된것이아니라직접적으로지원단체에연계된것이라면상황은더욱복잡해진

다. 이단계에서는수많은요소들이얽혀있기때문에상담을진행해도괜찮을지

를결정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될수있다. 인터뷰진행자는피해자가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해당국가의정부가피해자의어려움에어떤방식으로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 인신매매라는범죄적특성으로인하여피해자가오히려

기소될수도있는상황이라면, 증인으로서는것은피해자에게있어최선의이익

이아닐수있다. 그러나그렇게하는것이타당한경우라면, 지원단체는피해자

에게그밖의선택가능사항에대해알려준후, 피해자스스로이를결정할수있

도록해야한다.

피해자는충분한시간을가지고신중하게선택가능사항들을고려해야한다. 이

는심리상담사가피해자의상태를사정한후에제시되는것이바람직하다. 피해

자가신체적혹은정신적으로응급상황에처해있다면우선적으로그에맞는치

료를제공하여피해자가안정을취할수있게해주어야하고, 차후이러한사안

에대해이야기를하는것이피해자에게해가되지않을것이라는심리상담사의

확인을받은후에이를안내해야한다.

이는균형점을찾기어려운문제이므로지원단체는각사례별이점에근거하여

판단을내려야할것이다. 안전하고피해자의최선의이익에부합한다는전제하

에서가장모범적인실천방안은피해자가확인된국가에서형사사법상의선택권

과 권리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귀환하

길원한다면귀환이후에선택가능사항들을알려줄수있다. 그렇다고해서피

해자의법적권리가부정되는것은아니다. 단지절차가조금늦게시작되는것

일뿐이다. 경유국또는목적국과연관되어있거나피해자가전달하고자하는모

든정보및증거는지역경찰당국이해당국가의관련기관에게전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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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있는피연계단체

만일 피해자가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머무르고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에따라법적조언을제공해야할시점이달라지며, 이에앞서의료적·심리

적지원및기타필요한지원을제공해야한다. 법률상담사는피해자와의논하기

전에쉼터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또는심리상담사에게자문을구해야한다.

심각한정신적외상을겪고있는피해자에게법률관련문제들을언급하게되면

추가적인 외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않는편이좋다. 필요하다면법률상담을연기할수도있다.

만일 피해자가 집이나 다른 거처로 이동하게 된다면, 지원 단체는 적절한 시기에

당사자에게그들의법적권리와선택권들에대해알려줘야한다. 

6.4.3법률상담

인신매매피해자에게조언을할때에는기밀정보제공, 증인여부결정, 배상청

구등과관련하여다음의요소들을고려하면도움이된다. 

■피연계국가에전문적인인신매매담당부서가있는가?

■만약없다면, 어떤부서가대안이될수있는가?

■인신매매담당부서의존재여부와관계없이피연계단체는경찰과협력관계를형성

하고있는가? 형성하고있다면지금까지어떻게운영되어왔는가?

■인신매매담당부서의전문성은어느수준인가?

■경험에비추어볼때, 경찰은신뢰할수있는가?

■부정부패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위험은어느정도인가?

■만일피해자가정보를제공하기로결심하였다면, 경찰은피해자의비밀정보를다루는

데있어전문성을가지고있는가?

■피해자가 증인으로 협조하는 경우, 이들을 신체적·사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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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피연계국가에있는가?

■피해자는증인으로서받게될수있는스트레스에잘대처할수있을만큼충분히회

복되었는가?

■해당 국가에서는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보상 절차들을 밟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우선적으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야

할필요가있는가? 아니면민사소송을통해서만보상을요구할수있는가? 

법률상담사는심리상담사의허가를받은후에피해자에게이용가능한법적선택

권과함께다음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 

■결정을내리기전에네가지선택권에대해주의깊게설명을들어야한다.

■결정을당장내릴필요는없다. 

■행동방향을결정하는데필요한시간은충분히가져야한다.

■언제든지보다상세한조언이나명확한설명을요구할수있다. 

■언제든지결정에대해서재고할수있다. 

법률상담사의 역할은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라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

다. 피해자자신의결정이가져올수있는결과들을잘설명해주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유의해야할점들은다음과같다.

■증인이되거나정보를제공하는등법집행기관에협조하게되면위험에노출될가능

성이커질수있다.

■구조된피해자가반드시법집행기관에협력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이들이정보를

제공하거나증언하지않는다면인신매매를근절하고이와유사한범죄가다른사람들

에게일어나는것을방지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다.

■피해자가법원에서증언하기로결정한경우자신의생각을정리하는데필요한시간

은얼마든지가질수있지만, 시간이많이걸리면걸릴수록경찰이인신매매자를추적

하고증거를확보하는일은더욱어려워질수있다. 인신매매자는피해자가탈출한직

후부터수사망을벗어나기위한조치를취하기시작했을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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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6.4.1항에서설명했던것처럼, 피해자가자신에게주어진선택권들

에대해충분히알수있도록해야한다. 법률상담사는피해자에게모든선택권

에대해설명한뒤, 누구도피해자에게증언을강요할수없으며선택은전적으

로당사자의몫이라는점을강조하고, 언제든지마음을바꿀수있다는점을상

기시켜주어야한다. 

6.4.4증언을하는피해자에대한법적보호

일반적으로피해자는증언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기전에다음의세가지사

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신체적·사법적 보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

다.

■피해자자신과가족또는가까운사람들의안전

■가족과지인들에관한정보가외부혹은언론에노출될위험과비밀보장의여부: 성적

착취가연관되어있는경우, 사회적낙인에대한두려움이피해자의의사결정과정에

큰영향을미칠수있다.

■인신매매자와물리적으로같은공간안에있는것에대한두려움: 피해자에게있어이

는진정한두려움이며피해자를매우무력하게만들기도한다. 특히성적학대와신체

적학대를받았으면더욱그러하다.

따라서피해자는이러한걱정들을해결할수있는법적절차가제대로갖추어져

있는지의여부에대하여알필요가있다. 이는국가별로다를수있지만다음의

사항들은반드시검토해야한다.

신체적보호

피해자가인신매매자에대해증언할경우발생할수있는위험요소를완전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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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것은불가능하다. 많은국가가증인보호관련법률조항을갖추고있지만

자원부족으로이를실행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법률조항과필요한자원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피해자자신을포함한그의가족및지인들이신

체적상해를입지않도록보호해줄수있는조치들에대하여정확하고현실적인

정보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피해자와그의가족에게다음과같은보호조치를적용해볼수있다.

■거주지변경

■새로운거처제공

■신상정보변경

■신변보호

사법적보호

피해자가수사와증거제공에협조한다면, 이에대한비밀보장과법적보호를위

해형사사법제도상다양한법률조항을적용할수있다. 적용가능한조항은국

가마다 다르고 복잡하지만,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은 공통적으로 다룬

다.

■비밀이 보장되는상태에서형사소송을할수있는법적수단: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익명이나가명으로증언할수있게하거나피해자의신분을인신매매자와그의변호

사측이알지못하게하는법률규정

■증인진술서를가명으로작성하거나, 피해자의신원을인신매매자나그의변호사측이

알지못하게하는법적수단: 증인진술서에실명을직접거론하지않더라도, 인신매매

자는진술된특정정보만으로도증거의출처를거의정확하게추론해낼수도있다는

사실을강조해야하며, 피해자가이를확실히이해하고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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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피해자와인신매매자의직접대면을방지해주는법적수단

■피해자가 인신매매자를 일방투시거울(one-way viewing screen)을 통해 확인할

수있게해주는법적·실질적수단

■언론에서피해자의신원을보도하지못하게하는법적수단

■예비심리나재판과정에서직접적으로증언을하되, 비디오나오디오링크를이용하

거나, 스크린뒤에서하거나, 인신매매자없이그의변호사만출석한상황에서진행할

수있게한다. 또는예비심리때의증언을인정하여본심리에서는직접증언을하지

않을수있도록배려한다. 

■소송이진행되는동안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법적·실질적수단：소송의전단계

에걸쳐상담사의동석을허용하거나경호지원을제공한다.

■재판장이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명령하거나 인신매매자가 있는 곳에서 스크린 없이

증언하라고명령하는것과같이앞에서명시했던법적보호조치가형사재판중에제

대로이루어지지않는상황이발생할경우, 피해자의증언이법에의해강요될수없

다는사실에대한경찰과검찰의사전동의가필요하다.

6.5협력에관한양해각서

지원단체는법집행기관과좋은관계를유지함으로써재판에협조하고싶어하

는피해자에게적절한지원을제공할수있으며인신매매근절에도기여할수있

다.

6.5.1협력의범위

다음의몇가지요소에따라법집행기관과의협조를통해성취해야하는것들

의범위및성격이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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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가출신국인지, 경유국인지, 목적국인지의여부

■인신매매로인한피해자의수

■해당지역의형사사법제도가국제기준에부합하는지의여부

■해당법집행기관의인신매매대응능력과전문성

■피해자를물리적·사법적으로보호하기위한법체계

■관련정부기관이필요로하거나원하는바

■이를지원하는후원자의의지와경제적능력

6.5.2양해각서체결의이점

만일지원단체측에서법집행기관과의협력을결정하였다면, 향후발생할수

있는오해를방지하기위하여양측이동의한바가정확히무엇인지를양해각서에

명시하는것이좋다. 실제업무를담당하고있는법집행기관공무원들은수사

결과를이끌어내야한다는압박에시달리기때문에, 합의사항이문서화되어있

지않은경우자신들의수사진행에방해가된다고생각하는협력절차를무시해

버릴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지원단체에서피해자의안전을위해지나치게민감한정보는공개하

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정보를확보하기위해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압박을가하는경우

가있을수있다. 그러나고위층의승인과지지를받은양해각서에지원단체의

우선적의무가피해자의안전보장이라는점이명시되어있다면, 이러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진다. 게다가 문서화된 양해각서를 장관급이나 경찰 고위

임원급이지지한다면, 이를준수하는것이훨씬수월해질뿐만아니라운영에있

어서도진정한공조체계가구축될수있다.

대다수의법집행기관공무원들은지원단체와공조하게되면이점이많다는것

을알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협력을환영할것이다. 반면, 사법활동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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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수없다는사실을쉽게받아들이지못하는일부공무원들은의심이나적

의를표현할수도있다. 협력에대해전반적으로지지하는분위기라면이러한집

단의영향력도감소하게된다. 

6.5.3기본원칙

이러한협의과정이끝나면적절한시기에공조협정의기본원칙과세부사항을

공식양해각서에정확하게명시하고, 담당부처와지원단체가이에서명해야한

다. 경찰과의협조는그성격상민감한사안이기때문에양측이협의한기본원

칙과 구체적인 조건을 공식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로 동의한 내용에

대한증거자료가된다. 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사이의협력에대한일반적인

양해각서에는기본원칙에대한다음의합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본양해각서의목적은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간의효과적인공조를통해인신매매

감소와방지에기여하는것이다.

■지원단체는인신매매를근절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를옹호하며, 주요지원대

상인이주자, 여성, 아동등의존엄성과안녕을보장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양측 모두에있어인신매매피해자와피해자가될지도모르는사람들의안전, 보호,

인권은항상최우선시되는사항이다.

■공조협정은인신매매방지의정서및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의「인권및인

신매매에관한원칙과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고있는국제기준과지침에근거해야

한다. 

■그외다른피해자의안전이연관되어있지않는한지원단체에게피해자의동의없

이정보를공개하도록요구해서는안되며, 정보공개가피해자의최선의이익을보장

하지않는상황에서도정보공개를요구할수없다.

이다섯가지기본원칙들은협력분야에관계없이법집행기관과의모든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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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서적용될수있다. 인신매매관련세미나, 대중매체에관한법률교육, 의

식향상캠페인과같이기술협력, 역량강화, 정보공유에관한협약등에있어

서도이원칙들은중요하다.

6.5.4 협력에관한양해각서의내용

양해각서도입부분에서협약의기본원칙들을명시하고, 이어서각각의역할과

책임, 공조이행을위한방법등을상세히서술한다. 경우에따라서는광범위한

주제를포괄할수있도록양해각서의내용을조정할수도있다. 법집행기관과

의협력에있어다음의사안은양해각서에포함시키는것이좋다.

■지원단체가법집행기관과공조하게될분야및교섭방법

■기술적인협력과역량강화지원(예를들어전문가교육세미나또는장비제공등)

■인신매매방지또는수사를목적으로한정보교환

■증언을하는피해자에대한이송지원

■지원단체의보호를받고있는피해자와의접촉

법집행기관과의기밀정보교환혹은공개와관련된공조협약들은특히중요하

다. 인신매매자는위험한범죄자들이고, 범죄관련정보가제대로관리되지않은

채교환되거나공개될경우피해자는물론이고지원단체에도심각한해를끼칠

수있다. 이러한위험요인에관해서는본장의6.8.6항을참고하기바란다. 

기밀정보교환에대한양해각서조항에서다음의보안관련합의사항들을포함

시킬필요가있다. 

■기밀정보의출처및내용에대한엄격한비밀보장

■허가된자료만전달 (피해자구출이나피해가능성이있는이들의보호를위해필요한

경우제한적으로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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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정보공개시지원단체의역할에대한엄격한비밀보장

■구체적으로명시된내용만전달

■정보제공자나지원단체의사전동의없이법원에서정보의출처나지원단체의역할

공개금지

■피해자가자신의사례와관련하여취해진조치, 진행사항및경과에관한정보를얻을

수있도록보장

지원단체들은일부국가의법집행기관들이양해각서조항에합의하지않으려

고한다는사실을알아챌수도있다. 어떤경찰기관은위조항에합의하는것이

그들의영향력을약화시킬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를꺼려하기도한다. 그

러나이정도수준의규제를요구하는데에는타당한이유가있다. 실제로지원

단체와경찰기관간에민감한기밀정보를교환하고전달할시에는매우실질적

인위험이따르며, 양해각서의조항과체계는이러한위험이발생할가능성을최

소화하고자만들어졌기때문이다.  

만일법집행기관이위와같은양해각서의조항에동의하지않으려고한다면, 지

원단체는본래자신들은이러한기밀정보를법집행기관측에전달할의무가전

혀없음을강조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보를제공하려하는것은지원과

협력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찰의 중요성과 경찰

고유의역할을인정하고있기때문이라는점을상기시켜야한다.

지원단체는단체실무자들과그들이지원하고있는피해자의안전과건강이가

장중요하며, 서면으로작성된규정과그안의안전보호책들은지원단체의이

러한의무를다하기위해고안된것임을법집행기관에자세히설명해야한다.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 중에서도 특히 법 집행 기관의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잘알고있어야한다. 법집행기관의거부는합의를도출하지못하게만드는결

정적인요인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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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관련위험사항

인신매매방지활동을펼치고있는경찰관들은이미비공식적인경로를통해피해

자지원단체와협력하고있을것이다. 경찰과지원단체간협력은다음의두가

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협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기위해이루어져야한다는것과둘째, 이과정에서공식절차가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시인신매매피해자는불법입국및기타불법행위로기소될수도있다. 이경우

담당 경찰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 단체에 연계할 수 있

다.

기존의임시협의안을정식양해각서로바꾸게되면, 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

공무원들사이에암묵적으로실행되어실제피해자들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비

공식협력방식의실행가능성및실효성이오히려불투명해질수있다. 이와같

이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간의협력방식들을둘러싼딜레마에대하여간단

한해답을도출하기란상당히어려운일이다. 지원단체들은양해각서를작성하

는것이경찰당국과의협력을공식화함으로써안전성을확보할수있지만동시

에피해자들을지원하는기존의비공식적협력방식이가진장점을포기해야할

수도있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6.6인신매매담당부서와의연락체계

다음사안에있어서는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간의협력이특히중요하다. 

■기술협력이나역량강화(예를들어세미나, 특수교육, 입법안검토등)

■피해자구조, 피해자인터뷰및연계와관련된기밀정보의교환

이러한분야에서안전하고일관성있게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 지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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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관이연락방식에대하여합의하고이를확인할필요가있다. 

실질적으로연락방식에대해합의한사항은양해각서에명시되어야한다. 지원

단체는법집행기관과의연락을담당할실무자를지명해야한다. 또한법집행

부공무원은지정된연락담당자나대리인을통해서만지원단체와연락할수있

다는사실을양해각서에분명히명시해야한다. 

여러실무자가연락을담당하게되면서로다른말을하거나부정확한정보를전

달하여지원단체에게맞지않는행동방침을지시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지

원단체는법집행부공무원과의연락담당자를지정함으로써일관성있게업무를

처리하고오해가생기는것을방지할수있다. 모든실무자와해당지역의법집

행부공무원들사이의협력관계를해치지않는동시에, 연속성과일관성을확보

하기위해서는연락담당자를지정하여모든운영및기술상의협력사항을조율

해나가는것이좋다. 

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으로부터지정된연락담당자는24시간운영체제를갖

추어야한다. 피해자구조나피해자지원과같은긴급사항은낮과밤을가리지않

고발생할수있기때문에24시간빈틈없이인신매매방지활동을진행할필요가

있다. 연락체계또한지원단체와법무당국이 24시간대응능력을갖출때가

장효과적으로기능한다. 

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은언제든지연락을주고받을수있는실무자를지정해야하

며, 지정된실무자는전용휴대전화를소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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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기술협력과역량강화

기술협력과역량강화의측면에있어서법집행기관과의협력은일반적으로피

해자지원이나기밀정보교환처럼복잡하거나민감한사항이아니다. 그런데법

집행기관의협력및대처방식이피해자대우와보호에관한국제기준을준수

하지않는경우, 이들과기술적으로협력하거나역량강화훈련프로젝트에동참

하는것은문제를일으킬수있다. 

이때국제기준을지키지않는법집행기관을제한적이나마정기적으로모니터

링한다면, 지원단체가법집행기관에어느정도영향력을행사하거나법집행

기관이국제기준을준수하도록유도하는것이가능하다. 이처럼제한적인협력

은피해자지원의기본원칙에따라피해자의처우를개선하기위한분명하고정

당한방법이될수있다. 

6.8정보관리와전달

이부분에서는지원단체가피해자, 피해자의가족이나지인들을통해수집한정

보를어떻게관리하고, 법집행기관에이를어떻게전달할것인가에관해살펴

보려한다.

핵심사항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거나 인신매매 정보를 기록, 관리, 전달함에

있어서 지원 단체의 역할은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다. 예를들어지원단체가경찰소속처럼행동하는것은단체의공정성을

훼손시키고관련문제들을다룰때실무자들에게요구되는부가적인책임과기술

에대한우려를발생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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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지원단체들이법집행기관에인신매매관련기밀정보를전달하는데있

어서자신들의위치와방침을설정할때필수적으로고려해야하는문제들이다.

■인신매매피해자그리고인신매매될위험에있는사람들의인권존중및안전보호의

원칙이항상준수되어야한다. 

■법 집행기관과의협력은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고인신매매를줄이며궁

극적으로인신매매발생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피해자는사법과정과피해보상체계에대하여알권리가있다. 피해자가두려움으로

인해그들을착취하고학대해온자들에맞서증언할권리를행사하기가힘든경우,

인신매매자나다른피해자들, 인신매매수법등에관한기밀정보를경찰에게제공하

는방법을택할수있다. 피해자는증인으로서의위험부담을피하면서, 인신매매자에

대응할수있는법적처벌수단으로경찰에게관련기밀정보를제공하는방법을활용

한다.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

로, 지원단체는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보호를위한총체적인지원활동의일부로서

이문제에관한법적자문을제공해야한다. 

■지원단체실무자들은피해자가경찰에정보를공개하도록강요해서는안된다. 지원

단체는피해자들이자신이행사할수있는법적권리및선택권들에대하여인식할수

있도록돕고, 피해자들이이를바탕으로기밀정보를제공할것인지의여부를결정할

수있도록독려해야한다. 

6.8.1인신매매관련기밀정보의정의와출처

일반용어로서‘인신매매관련기밀정보’란단순히인신매매범죄에관한정보를

일컫는다. 법률용어로서인신매매관련기밀정보란다양한정보출처에대한분

석결과및인신매매자, 인신매매피해자, 인신매매경로, 범죄수법등에관한

정보이다.  

지원단체는다양한출처에서인신매매관련기밀정보를입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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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출처- 언론보도, 기자들과의접촉, 학계연구등

■단체내다른부서

■법집행기관- 경찰, 이민국, 국경수비대등

■정부간기구또는비정부기구

■인신매매피해자, 피해자의가족, 친구, 지인등

6.8.2기밀정보의유형과용도

기밀정보는크게두가지범주로구분될수있다.

■주제별기밀정보 - 구체적인인신매매피해사례나실제사건에대한확인이불가능

한정보형태로서최근의인신매매동향, 피해자증감에영향을미치는정치·사회·

경제·문화적특징, 인신매매수요정도혹은인신매매범죄와그수법에영향을미칠

수있는기타주제별요소등을들수있다.

■구체적기밀정보 - 인신매매피해사례나실제사건에대해구체적인확인이가능한

정보형태로서범죄행위에관한상세정보, 날짜, 지역, 기록된문서또는인신매매

피해자나인신매매자를확인할수있는이름, 나이, 인상, 주소등의구체적인신상정

보등을들수있다.

위의두가지범주는다시아래와같이구체화될수있다.

■모집방법 - 취약대상파악, 무력사용과사기성홍보및사적경로를통한모집, 신

분증명서류와출입국비자의취득방식

■경로 - 탈출장소, 이동시공개또는비공개여부, 이동수단, 경유단계확인, 일반

적으로이용하는국경이동지점에대한구체적인정보, 인신매매이동을돕는관련

당국의부패정도및역할

■인계방법- 도착지점, 피해자인계방법, 신분증압수여부, 은신처의위치

■착취및학대- 착취방식및착취장소, 이익규모, 착취방법, 강압·통제의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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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성적·심리적학대여부

지원단체와법집행기관은여러가지방식으로인신매매관련기밀정보를수집

하고교환하는데, 여기에는다음의내용들이포함될수있다.  

■인신매매자로부터피해자를구출하기위한피해자확인및위치파악

■피해자지원시통지및연계

■수사를위한인신매매자확인및위치파악

■전략과작전개발

■공익캠페인과같이정확성·목적성·방향성을가지는인신매매방지활동

■인신매매에관한연구조사및분석내용

6.8.3정보교환과정

법집행기관과의기밀정보교환은일방적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점을항

상기억해야한다. 정보교환은두기관사이의협력관계를바탕으로하며인신

매매감소와궁극적으로는인신매매방지라는목적하에이루어져야한다. 

경찰 당국처럼 지원 단체도 피해자 지원과 인신매매 방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이는경찰이지원단체에협력과지원을요청하는사례가증가하

는이유이기도하다. 또한피해자들은신뢰하기어려운경찰보다는지원단체실

무자들에게이야기를털어놓는경우가많기때문에법집행기관이양질의정보

를가진지원단체에협력을요청하는경우가많다. 이렇듯두기관은상호협력

관계이기때문에경찰역시그들의정보원으로부터얻은기밀정보를지원단체에

제공하여, 지원 단체가 인신매매방지 캠페인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거나 이를

분석하여대응전략을세우는데도움을줄수있다.

또한피해자가제공한정보가가져온결과및수사진행경과에대해서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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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지속적으로알려주는것이매우중요하다. 피해자는자신이연루된사건과관

련된인물들의체포및판결결과에대해알고있어야한다. 특히조사를받았던

용의자나체포된인신매매자의석방여부에대해서도알려주어야한다. 이는피

해자가이러한위험인물들로부터스스로보호조치를취할수있게하기위해서

이다. 

6.8.4다른피해자나잠재적피해자에관한정보를
공개할의무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면서피해자나피해자의가족또는친구들이인신매매

자로부터착취당하고있는다른피해자들이나인신매매에노출된사람들에관한

정보를가지고있다는것을알게될수있다. 이와같은정보는대개비밀보장을

전제로한인터뷰과정에서드러나며, 이는지원단체의활동에있어심각한딜

레마를 가져온다. 지원 단체는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법 집행 기관에 다른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인신매매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여부를고민하게된다. 이는인신매매피해자를비롯한모든관련자들에

게매우민감한문제이며, 그에따라분명하고명확한지침이필요하다. 

인신매매자가통제하고있는다른피해자들이나인신매매될위험에처한사람들

에대하여, 지원단체는이들을구출하거나인신매매되지않도록하는데필요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어두는

것이좋다. 이는법집행기관의피해자구출작업을용이하게하고이들이인신

매매되는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매우중요한사항이다. 대부분의경우지원

단체는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 공개 등 명확한 규정을

수립한단체에비밀이보장되는인터뷰를통해정보를제공해야한다. 일부사법

관할권에서는정보공개에관한의무를법적으로규정하기도한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 때, 지원 단체들은 정보 공개가 오히려 피해자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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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또는지원단체실무자들에게해를끼칠수도있으므로이례조항을

마련해두어야한다. 현지의인신매매실태에관한법집행기관의대응이부적

절하거나비전문적이라고여겨진다면, 정보의제한적공개또한피해자나정보원

모두를위험에처하게할수도있기때문에지원단체는이에대한대안을고려

해볼수있다. 

인터뷰대상자와의공정한인터뷰를위해인터뷰진행자가인터뷰대상자즉인

신매매피해자와그의가족, 연인, 친구등에게사전에일러두어야할사항이있

다. 조사 대상자가 인신매매자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나 인신매매될

위험에처한사람들에관한정보를공개할경우, 지원단체는경찰의구출작전을

돕고또다른사람들이인신매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집한정보를제한적

으로법집행기관에전달할권리를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이를 미리 알려줄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뷰진행자와대상자모두공정성을잃지않기위하여이는반드시준수되어

야한다. 지원단체는다른피해자를구조하는데유용한정보에대해침묵하는

상황을받아들이지못할수도있겠지만, 이와같은방침에대하여인터뷰대상자

에게미리알리지않은상태에서인터뷰를시작하면안된다.  

6.8.5피해자에의한직접적정보제공

피해자들은자신들이가질수있는법적권리와형사제도상의선택가능사항에

대하여완전하게숙지할수있도록법자문을받을권리가있다. 피해자가경찰

조사관을 만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지원 단체는

이것이적절한행동인지에대하여피해자에게조언할필요가있다. 조언의내용

은해당사항에대한역량사정결과, 전문성, 관련경찰조직의보안수준등에

따라서달라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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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사정과정에서제기할수있는문제는수집한정보를관리할능력이경찰

조직에있는지, 그리고정보전달후모든단계에서피해자의신원이비밀로유

지될수있는지이다. 이는법률상담사가피해자에게상담을제공하기전에숙지

하고있어야한다. (법률상담과관련된세부사항은6.4.3항을참고한다.)

경찰이비밀을보장할수있고전문적인조치를취할능력이있다고판단된다면,

그다음부터는간단하다. 지원단체는경찰의인신매매담당부서구성원이나기

타관련부서담당자에게피해자가공개하기원하는기밀정보를털어놓을수있

는자리를마련해야한다. 이러한만남은지원단체가잘알고있는조사관의협

조아래, 안전하고중립적인공간에서이루어지는것이이상적이며, 1장에서설

명하였듯이쉼터는보안상의문제로인해적합하지않다. 

지원단체는피해자에게법률상담사가동석하기원하는지를미리물어보아야한

다. 법률상담사의참석을원하지않는다면지원단체가추가적인조치를취할필

요가없으나, 만약참석을원한다면법률상담사에게이를알려야한다. 대신법

률 상담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잘

지켜지고있는지를관찰하는것이외에는이만남에서다른적극적역할은할수

없다는사실을명확히해야한다. 여기에서논의된내용은피해자와조사관사이

에서비밀로유지되어야한다.

법집행기관의인신매매방지대책및역량평가가지나치게철두철미한나머지

지원단체가피해자에게조언을제공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상황

이 매우 복잡해진다. 그러나 담당 경찰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례가있는경우에는, 피해자에게이사실에대해경고하고담당경찰과의대화

가가져올수있는위험에대하여반드시설명해야한다. 

이경우에피해자는앞으로발생할지도모르는위험에대하여조언을받아야한

다. 만약피해자가이모든사실을알고나서도위험을감수하고자한다면, 지원

단체가이를막을권리는없다. 오히려피해자가적합한자격을갖춘경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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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부서와계약을맺는데충분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지원해야한

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 피해자가희망할경우법률상담사를연계하여피해자

의권리가보호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6.8.6상세정보공개에따른위험사정

법 집행 기관이 자료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고자한다면, 기밀정보전달에따른위험사정이정확히이루어져야한다.

피해자나다른관련인터뷰대상자가다음에해당하는자료를공개할경우실제

로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민감한사례사와관련된기밀정보

■개인정보

■증언자만알고있는인신매매범죄, 다른피해자들, 또는인신매매자에관한자료

여기에서는이와같은구체적기밀정보들이어떻게, 그리고왜위험을증가시키

게되는지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민감한사례사와관련된기밀정보

인신매매의본질및진행상의특성에대한기밀정보는문제의소지가될수밖에

없다. 피해자가알고있는모든정보를법집행기관에알릴경우, 개인정보를공

개하지않았다하더라도자신이법집행기관에증언하였음을인신매매자가눈치

챌수있는단서가포함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 만약피해자가착취가이루

어진시간및장소, 이동경로와날짜, 사용된위조출입국서류등모든세부사

항을법집행기관에전달한다면, 인신매매자는정보원이누구인지를어렵지않

게짐작할수있다. 대부분의피해자들은정보제공에동의할경우일부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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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이나위험성을그누구보다도잘알고있을것이다. 만약정보를제공하도

록요청받는다면, 피해자들은공개할수있는자료와그렇지않은자료를잘판

단하여정보제공여부를결정할수있어야한다. 어떤피해자들은정보공개에

따르는위험을잘알지못할수도있다. 지원단체는관련위험을종합적으로평

가하기위해피해자가이러한민감한부분에주의하도록도와야한다. 

개인정보

피해자는자신의개인정보를법집행기관에넘기려고하지않는다면, 지원단체

는피해자에게이를요구해서는안된다. 그러나피해자가경찰기관과협력하기

위해구체적인개인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면, 지원단체실무자는자료공개가

가져올수있는위험성에대하여반드시피해자와상의해야한다. 피해자는이에

대해완전히이해하고있어야하며, 만약신상자료가공개될경우피해자가조

사에협력했다는사실이의도치않게혹은부정적인수단을통하여공개될수있

다는사실을알고있어야한다. 

피해자나인터뷰대상자만알고있는기밀정보

세번째위험가능성은예를들어, 피해자나인터뷰대상자가흉터, 표식, 문신과

같은인신매매자에대한세부적묘사, 인신매매자의전화번호, 피해자나인터뷰

대상자만알고있는은행거래내역등인신매매자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

할경우에발생할수있다. 여기서중요한점은인신매매자가본인을제외하고는

오로지특정인물만이이러한구체적정보를제공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는

사실이다.  

만약지원단체가경찰에게이러한기밀정보를제공한다면, 경찰은이를활용해

인신매매대응방침을세울것이다. 이는인신매매자에게경찰에정보를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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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누구인지알려주는것과마찬가지이며, 경찰이행동을취하게되면특정

피해자나 인터뷰 대상자가 지원 단체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단체가 이를 경찰에

넘겼다는것이더욱분명해지게된다.  

기타고려사항

다음은기밀정보전달에대한위험사정시고려할만한몇가지사항들이다.

■피해자를 인신매매한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언급한

내용중다음의요소들을고려해야한다.  

–인신매매자들의폭력수준

–인신매매자들의수와조직의규모

–무기소지여부

–이전에다른사람들에게보복한적이있는지의여부

–인신매매 피해자가 탈출하거나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가해질

수있는위협

–사정에도움이될만한기타정보

■지원단체는인터뷰내용과이를통해얻은자료를차례대로검토한뒤다음을고려해

본다. 

-  인터뷰 대상자와 인신매매자 이외에 누가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가? 지원단체는위험사정이오로지주어진정보만을바탕으로이루어진다는사실

을잊지말아야한다. 작은규모의인신매매네트워크라도여러명의인신매매자

들과피해자들은물론운전사, 부패공무원, 문서위조자등다양한중개자들이연

루되어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의 대부분은 인터뷰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알고있을것이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된다.

–해당자료가특별히민감한내용을담고있는가? 일부는다른자료보다훨씬더민

감한내용들을담고있을수있다. 출입국관련위조서류에명시된이름이나구체

적개인정보관련자료등이이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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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위험들은실제로발생하고있으므로기밀정보를경찰에전달하기에앞서

지원단체는피해자와함께정보를검토해야한다. 일단법집행기관에민감한

정보를공개하고나면, 지원단체나피해자어느쪽도법집행기관이이를바탕

으로내린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통제할수없다. 최종검토과정에서정보의

민감성또는예상되는위험이피해자, 인터뷰참여자, 피해자의가족, 지원단체

실무자를비롯한모든관련된사람들에게심각한수준의위협이될수있다고판

단된 경우에는 피해자나 인터뷰 참여자가 서면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 집행

기관에정보를전달해서는안된다.

법집행기관으로부터는비밀보장및정보출처공개불가에관한내용을서면으

로약속받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양해각서에대한권장사항은6.5항을참고

한다.)  

6.8.7 전달한기밀정보에대한비밀보장

법집행기관과기밀정보를교환할때민감한정보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겠

지만, 법집행기관이엄격한비밀보장을전제로정보를활용할것임을법적으로

합의했을경우에는정보를교환할수있다. 대신법집행기관은정보제공자의

신원을밝히지말아야하고, 사전고지없이제3자에게지원단체의역할에대해

서밝혀서는안되며, 부득이하게밝혀야할경우에는정보원과지원단체로부터

서면동의를얻어야한다. 

경찰이피해자에게서획득한정보를기반으로사법절차를진행할때에는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지만, 경찰과 지원 단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각서에명시된사항들에의해제약을받게된다. 경찰과지원단체는양해각서로

인해정보제공자의신원및지원단체의역할이공개되지않도록해야한다. 

비밀보장이필요한이유는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337



338 6장 _ 법집행기관과의협력

■피해자나관련당사자들은양해각서조항에따라보호받을수있다는것이보장되어

야정보를제공하기때문이다. 

■지원단체는관련실무자나정보제공자를보호할의무가있기때문이다. 

■만약 지원 단체가 경찰에제공한 정보가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정보원의 신원

과정보를전달한지원단체의역할이재판과정에서드러나게될가능성이있기때

문이다.

첫번째이유에대해서는추가적인설명이필요하다. 피해자가지원단체를통해

경찰에게기밀정보를전달하게되면이러한정보는인신매매자를기소하는데매

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따라서정보원이나지원단체실무자가인신매매자

또는그외의가해자들로부터보복을당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지원단체에가해질위험

이는비밀보장이필요한두번째이유와관련이깊다. 그러나지원단체실무자

와관련해정보수집과전달을담당한실무자의역할을공개할것인가의여부룰

추가적으로고려해야한다. 이는훨씬더민감한문제가될수있다. 왜냐하면인

신매매자를상대로한형사재판에서실무자가증언을하도록명령받게될경우

가있으며지원단체와실무자의법적지위에문제가발생할수도있고, 외교적

성격을가진단체인경우에는단체의면책과관련된복잡한문제들이일어날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은피해자가단체에제공한정보를피해자의동의하에경찰에전달한

경우와범죄자가체포되어기소된경우에발생할수있다. 확실한증거가형사소

송에서결정적역할을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경찰은단체실무자에게최초소송

을위한증언을요청할수있는데, 이는곧실무자의신변에위험을가져올수있

다. 또한참고인조사를요구한법원으로부터면책에대해의심을받을수있다. 이

러한경우지원단체는법정대변인과상의하여조치를취할수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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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정보를제공할때단체가부담하게될위험

형사소송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과 출처를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세

번째이유와관련이깊다. 피고측변호사들은일반적으로제시된정보의출처와

정확한내용을공개하도록판사에게요구하는전략을사용한다. 이는심각한위

험을야기할수있으며, 정보가드러날수록경찰에의한기소가늘어나기때문에

더큰위험할초래하게될가능성이있다. 

또한피고인자신도사법제도를악용하려는음모의피해자이며, 정보를공개하

지않는다면공정한재판이될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도있다. 이렇게되면정

보의공개여부는혐의를확증하거나재판을기각시킬수있는결정적인역할을

하게되기때문에정당하게요구될수있다. 변호사들은어떤방법을사용해서라

도판사들을움직여정보의출처를공개하도록요청하는데성공할것이고, 경찰

은재판이나수사에필요한노력을덜기위해이에응할것이다. 그결과지원단

체와 정보원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또한 지원 단체 실무자와 정보원은 증언을 요구받거나 관련 국가의

법에따라법적처벌을받게될수도있다.

따라서경찰과검찰이지원단체와의사전협의없이정보의출처나지원단체의

역할을공개할수없음을명확히하고이를보장하는규정을양해각서에포함시

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만약경찰이이러한양해각서없이지원단체에연락

을취한다면, 정보공개로인해위험에처할수있기때문에지원단체는정보원

과이에대하여사전에협의해야한다. 또한경찰이양해각서조항을준수하고자

하는의지가있고사전에지원단체와협의를마친경우라고할지라도, 법원으로

부터정보의출처를공개하라는요구를받을수도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지원단체는형사소송절차를복잡하게만들고싶어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참여자및그의가족과가까운지인들, 지원단체실무자들에대한정보

공개로야기될수있는위험에대한사정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고고려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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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해야한다. 만약재판중인인신매매자가보복할능력이있거나그럴가능

성이있는경우, 이에대비한안전조치가선행되어야하며정보공개거부권이

허용되어야한다. 이로인해정부기관협력자들과의관계가불편해진다하더라

도이는반드시지켜져야만하는사항이다. 만약거부권선택이어렵다면, 지원

단체는피해자나제2의정보원들로부터제공된정보를전달할것인지동의하기

에앞서이점을유념해야한다.  

6.8.8모니터링과검토

정보교환과정은정기적으로모니터링되고검토되어야한다. 양해각서를준수하

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지만, 정보교환이실제상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지아니면주로지원단체에의해일방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도주

의를기울여야한다.

이밖에정보교환에의해서발생한사건들과이에따른진행경과에대하여정보

원에게적절한피드백이주어졌는지에관해서도확실히모니터링해야한다. 경찰

은보통피드백을하지않으려하기때문에정보원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칠가

능성이 있다. 정보원들은 보안 및 비밀보장 규정에 따라 자신이 협력한 사항과

관련사건의진행경과에대해고지받을자격이있다.  

만약합의내역의불이행이상당부분확인되면, 지원단체는이를법집행기관

과함께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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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
지켜야할윤리적원칙1)

지원제공자의책임과기술

다음은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사람들이갖추어야할직업상의책임에관한

것이다. 경험이없거나적은실무자의경우, 다음의원칙을따르는데일정정도

의시간과노력이소요될것이다. 실무자가이러한책임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

위해서는취약한상황에놓인사람들과소통하고, 그들의이야기를경청하며, 세

심하게반응하려는노력이중요하다. 

다음에 제시될 주요 책임들을 능숙하고 세심한 자세로 수행하는 것은 대상자의

회복에필수적이다. 사실상피해자에게있어서지원자와의모든만남은회복과

정의일부라고볼수있다. 피해자는긍정적인만남을통해자신감을얻고타인

에대한신뢰를구축하며미래에대한희망을키울수있다. 반면에부정적인만

남은수치심을야기하고, 스스로를비난하고무력감을느끼게만들며, 절망감을

안겨줄수있다. 사무적이거나비인간적인태도로피해자를대하는것은인터뷰

본래의목적을훼손함은물론피해자의안녕에도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

다. 

이러한원칙들은반드시현실의압박, 어려움, 복잡한관계, 그리고각각의상황

에서취할수있는조치등을고려하면서지켜져야한다. 또한이원칙들은인신

매매피해자들에대한윤리적인처우를위한지침을제공한다. 도덕적이고윤리

적인처우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인신매매피해자가처한상황에서의최우선적

이익을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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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기본원칙들은다음과같다. 

1.해를끼치지말것

2.안전, 보안, 편안함을보장할것

3.개인정보와사생활을보호할것

4.비밀을보장할것

5.정보를제공할것

6.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사전동의를요청할것

7.세심하고분별력있게질문할것

8.적극적으로반응하면서경청할것

9.인터뷰및지원과정중에진행을중단할필요가있는지주의깊게살필것

10.지원제공자자신이가지고있는편견이나선입견에대해점검할것

11.믿고, 함부로판단하지말것

12.존중하고공감하는태도로사람들을대하면서전문성을유지할것

13.피해자가스스로에대한통제력을갖고있다고느낄수있게끔지원할것

14.피해자의죄책감을덜어줄것

15.피해자에게법의학검사를받고그결과를보고받을권리에대해고지할것

16.피해자에게모든보건기록사본접근및보유에대한권리에대해고지할것

17.피해자가그들의강점을인지할수있도록지원할것

18.통역을제공할것

아동(18세미만)과그외특별지원이필요한인신매매피해자들(예, 지적장애인또는극

도의심리불안을겪고있는자)의경우, 반드시특정관련절차를밟으며다음에제시된

원칙들을이행해야한다. (예, 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자의경우지정된후견인이

나법정대리인과협력한다.) 다음의내용에서‘인신매매피해자’란용어를사용했을지라

도, 대상자가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자이거나법정후견인을필요로하는성인일

경우에는‘인신매매피해자나그보호자’를의미한다는점에유의하기바란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343



344 부록_ 인신매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

1. 해를끼치지말것

인신매매와관련된극도의위험요소들로인해대다수의피해자들이쇠약해진상

태이며외상이심해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이기본원칙의중요성은결코과

소평가될수없다. 만약인터뷰나검사또는절차를진행하는것이인신매매피

해자들의상태를이전보다악화시킬가능성이보이면, 이를중단해야한다. 어떠

한행동을취하기전에그와관련된피해가능성에대해철저하게사정하는것도

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사람들의윤리적책임이다. 피해자의안전이확보되

기전까지는의도치않더라도피해를입힐수있다는가정하에개별사례를매

우신중히다루어야한다.

2. 안전, 보안, 편안함을보장할것

인신매매피해자가불안해한다면어떠한실질적인대화도나눌수없기때문에,

지원제공자는피해자와이야기하기전에그가스스로안전하고보호받는다고느

낄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의안전에위협이될만한요소들

을이미검토했다고하더라도, 지원제공자는피해자가현재편안한지, 보다안

전하다고느끼도록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 있다면구체적으로어떻게도

울수있는지를반드시물어봐야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단순히“괜찮으십니까?”정도로 묻기 보다는 긴급한 의료

처치가필요한지를구체적으로물어보는것이중요하다. 아프거나, 몸이불편하

거나, 긴급한의료지원이필요한인신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인터뷰를진행하

거나, 기타활동에참여시켜서는안된다. 

인신매매피해자지원시정보수집이나지원제공과같은당장의주어진업무에

집중하느라피해자들의신체적·정신적외상이가져올수있는만성적인건강문

제를간과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신체적·심리적증상들은특히인터뷰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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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 환경과 같이 지원 대상자가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지원제공자는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질문해야한다.

■“지금기분이어떠십니까?”

■“현재어디아픈곳이나불편한곳이있습니까? 아니면의사나간호사들에게진찰받

고싶은건강상의어려움이있으신가요?”(의료종사자의경우: “시작하기에앞서저

에게이야기하고싶은불편한점이나건강문제가있으십니까?”) 

■“지금 이 과정(인터뷰 및 지원절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것이문제를야기하거나

불쾌하게느껴질만한이유가있습니까?”

비교적덜시급한건강문제역시중요하게생각해야한다. 예를들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는두통이일반적으로나타나므로대상자들이통증없이지원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통제나 기타 적절한 약물 처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시급하거나기타건강에관련된사항이다루어진후에는인신매매피해자

를가능한한편안하게해주는것이중요하다. 마실것을제공하거나화장실사

용을권하거나편안한의자또는기타앉을자리를마련해주는것등이이에해

당된다. 앉을자리를정할때인터뷰진행자가인신매매피해자앞에서거나책

상뒤에앉지않으며(위압적이고먼위치), 서로의목소리를잘들을수있는자

리(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적인 내용을 큰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를 마련

하는것이중요하다. 지원대상자의건강과안녕, 또는편안함과관련된모든사

항들은지원제공자와의상호작용뿐만아니라지원노력에대한대상자의태도와

반응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주의 인신매매피해자가자신의상태가인터뷰또는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는

데충분히건강하다고이야기할지라도, 피해자의건강상태가좋지않다는징후(예

를들어정신건강문제, 극도의불안, 탈진등)가발견되는경우가있다. 이때, 지

원제공자는피해자의상태에대한보다철저한검사를실시할수있는의료전문

가와즉시상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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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와사생활을보호할것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인터뷰및지원과정은모두안전하고비밀이보장되는

독립된공간에서진행되어야하며, 이때사생활이완전히보장되어야한다. 사

무실이 비좁고 혼잡한 경우나 외부 시설에서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개인정보는

철저히보호되어야한다. 만약이러한환경이조성되거나유지되지않는다면적

합한환경을갖출때까지인터뷰(또는활동이나기타절차)를실시하지말아야한

다. 사람들이지나다니거나불시에타인의방해받을수있는장소는지원대상

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생각의 흐름을 끊는다. 지원 초기에 기본 정보나 단순한

자료를수집할때에도응접실, 복도, 여러사람들이함께사용하는사무실공간

등다른사람들이있는장소에서실시해서는안된다. 

인터뷰나진료, 또는상담회기동안방해를받지않기위해문앞에“방해하지마시오”

라고쓰인안내문(또는기타유사한메시지)을붙일수있다. 인신매매피해자와면담시

휴대전화는꺼두어야한다. 면담시전화가울릴경우, 이는예의에어긋난행동이며,

피해자가민감하거나감정적인순간과같이부적절한시기에전화가오면면담을방해할

수있다. 또한피해자가불쾌하게느낄수있으며, 대화를오해하거나전화통화내용을

의심할수도있다. 

4. 비밀을보장할것

비밀보장및유지는인신매매피해자를지원하는개인및단체가지켜야할가장

근본적인원칙이다. 비밀보장은인신매매피해자와실무자의안전과복지, 그리

고단체의사명을위해서중요할뿐만아니라진실한감정과정보를나누고자하

는피해자의의지에도직접적인영향을준다. 그러므로비밀보장과관련된절차

는신중하고엄격하게지켜져야한다. 비밀보장은피해자에대한정보및피해자

가제공한정보가모두안전하게보장되고, 비밀보장에관한구체적인조치에대

해피해자가고지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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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이지속적으로보장되고있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서는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서면, 구두, 전자, 전화, 동영상, 사진 또는 기타 형태의 정보를 계속해서

주의깊게지켜봐야한다. (1장, 1.2항과1.3.3항을참고하기바란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의출신국에서는의료종사자, 정부공무원, 법집행기관등

이비밀보장기준을엄격하게준수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지원대

상자가제공하는정보가그들을해치거나사회로부터배제시키려는사람이나민

감한정보를이용해그들을난처하게하고조종하려는자에게절대전달되지않

도록비밀을보장하고피해자가안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정보는신중하게다루어야한다. 피해자에관한정보는사건과

직접적으로관련된사람들간에‘구체적필요’에의해서만공유되어야한다. 정보를공

유할때에는항상주의를기울여야하며, 특히의료전문가, 비정부기구, 정부기관등

지원단체외의제3의기관과공유할때유의해야한다. 좋은의도에서연계를목적으로

공유된정보조차도적절한정보처리절차를따르지않으면악용될수도있다. 지원단

체나협력단체가인신매매피해자본인의명백한사전동의도없이경찰, 출입국공무

원, 또는사법당국과피해자의건강및의료정보를공유하는행위는개인의권리에대

한침해이다. 

또한홍보나출판및보도를위해인신매매피해자의사례를활용할때에는사례

정보를통해피해자의신원이절대파악될수없도록사례의구체적인내용을충

분히수정해야한다.

기자나그외의사람들이인신매매피해자들의권익증진을목적으로인터뷰를요

청할경우, 이에대해결정을내리기는쉽지않다. 인신매매피해당사자에게인

터뷰에응할의향이있는지물어보는것은인터뷰의중요성과가치, 인터뷰담당

자의성품과신뢰성, 그리고가장중요하게는인신매매피해자에게미칠영향을

고려하여상황에맞게판단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외부인터뷰요청을

제안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내릴때가장중요한원칙은피해자의건강및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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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이익(당사자의의향과의료기록을바탕으로판단)을다른고려사항이나인

터뷰담당자의이익보다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5. 정보를제공할것

인신매매피해자에게가장중요한권리중하나는정보에대한권리이다. 피해자

가자신의건강, 안녕, 미래를위해최선의결정을내리고서비스제공자에대한

현실적인기대를가질수있도록피해자가내릴수있는선택에관련된모든정

보를제공해야한다. 인신매매피해자에게는충분한정보를제공받는것도자신

의신체와선택에관한일종의통제력을회복하는과정이기도하다. 예상되는지

원의범위와한계, 잠재적인위험과혜택등에관한정보는지원절차나활동을

본격적으로진행하거나인신매매피해자에게질문하기이전에제공되어야한다.

또한지킬수없는약속이나확실하지않은결과는언급하지말아야한다. 이와

같은정보제공은사전동의요청과정에서필수적으로다루어야할것이다. 

일반적서비스내용소개시의정보제공

서비스를제공하는초기단계에대상자들에게권위적이고까다로운자세를취하기보다

서비스안내정보를정확하고차근차근하게(가능하다면관련서류와함께) 설명하는것

이필요하다. 서비스안내에관한기본정보를제공할때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

같다. 

■개별지원제공자또는서비스제공자의이름, 직위, 주요지원기관과의관계를포함

한자기소개

■앞으로전개될절차나실행하고자하는활동들에대한구체적인정보: 일정, 기간, 장

소, 그리고관계자정보등

■제공가능한서비스와시설, 그리고협력기관을포함한지원단체의다양한의무

■단체가제공하는지원및서비스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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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쉼터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켜야 하는 규제와 제한

사항(실내규칙, 이동의제한및행동등) 및의무

■경찰, 대사관, 출입국관리소등의타기관에대해인신매매피해자가지켜야하는규

제나제한사항및의무

■지원단체가지켜야하는비밀보장의무및안전보장과관련된사항들

■프로그램, 지원절차및제한적참여를선택할수있는인신매매피해자의권리

피해자의정보에대한권리에는본인에관한정보를필요한시기에적절한방법

으로제공받을권리를포함한다. 특히의료검사결과의경우, 이미많은스트레

스를겪고있는피해자가건강검진과관련된사안들을알지못한채필요이상

으로기다리고궁금해하는상황에처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검사결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해당 피해자가

가진특정한건강상의문제를담당한의료실무자(예, 검사및관련절차를지시

하거나진행한자) 또는주요지원담당자가검사결과를직접전달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샘플채취또는엑스레이촬영시잠깐만났던의료진또는관련이없

는사람에게서검사결과를통보받는것은피해야한다. 

의료검사및치료결과에관한정보제공

의료검사나치료결과를전달할때따라야하는몇가지기본단계가있다.

■대상자에게실시된의료검사및치료의내용과그것이진행된이유를설명한다. 

■결과를신속하게전달한다. 결과보고가지연될경우, 대상자가불안으로인해스트레

스를받을수있기때문이다. 결과에대한대상자의감정적인반응이예상될경우에는

이러한감정에공감하고세심하게반응할수있어야하며, 대상자에게결과를듣고생

각할수있는개인적시간이주어져야한다. 또한필요할경우, 전문적으로훈련받은

지원제공자또는정신건강전문가에게대상자를연계시킬준비를해야한다.

■검사결과의의미와그것이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예, 검사결과가현재및향후건

강상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등), HIV/AIDS 검사전후에필요한상담요건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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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언급한다. 검사결과가대상자에게신체적또는심리적으로무리를줄수도있다고

판단되는경우, 검사를실시하기이전에이를충분히설명하고결과가나온후에는상

담이제공되어야한다.

■후속절차, 약물치료또는향후조치들에관한자세한사항을설명한다.

■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문을하도록권한다.

■타병원의사에게2차소견을받을권리가있다는점을알려준다.

■검사결과의사본을보유할권리에대해설명해준다. 

6. 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사전동의를요청할것

필요한사항에대해충분히정보를제공받고그에대해동의하거나거절할권리

를가지는것은모든인신매매피해자들의기본적인권리이자전문적지원관계

에서서비스제공시지켜야할기본원칙이다. 다음과같은모든서비스제공에

있어서지원대상자의사전동의가필요하다.

■치료와진단에필요한검사(심리분석, 혈액검사, 엑스레이촬영, 환자샘플채취) 등

을포함한의료검사및진료

■보건사정

■자발적귀환지원

■연구활동: 실무자또는협력기관(추가검사, 2차의견, 추가치료등을위해인신매

매피해자를연계받은기관) 간에피해자사례파일공유시

■재통합지원

충분한정보제공을바탕으로사전동의를얻기까지는많은어려움이따른다. 언

어적·문화적·사회적차이, 권력을가진사람에대해인신매매피해자가가지는

두려움또는지나친존중, 지원을받기위해서는복종해야한다는생각, 상대방

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음,

질문을 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 그리고 불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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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받는만남을속히끝내려는마음등은실질적인사전동의를이끌어내

기위해극복해야할장벽들이다.

또한인신매매피해자의연령, 체력과신체적또는정신적외상의정도, 그리고실

질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전 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기본요건들을갖추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적절한조치가취해져야한다. 

사전동의를얻기위해제공되어야하는정보

사전동의를요청할때제공되는정보와그정보가전달되는방식은특히중요하다. 

동의를요청하기전에제공되는정보

지원활동(예, 건강검진시면담, 의료검사또는진료, 상담회기등)에따라시작전

동의를얻기위해제공되어야하는정보에차이가있을수는있지만, 기본적으로는다음

과같은사항들을포함한다.

■이름, 직위, 서비스의기능(아직소개하지않은경우)을포함한기본적인자기소개

■인터뷰, 검사나진료등에있어서절차별설명과예상소요시간등대상자의동의가필

요한세부정보

■인터뷰, 서비스, 진료등을실시하는이유와그에따른이익(장·단기적관점에서)

■인터뷰, 서비스, 진료등과관련된위험요소와실질적위험(장·단기적관점에서)

■특별히민감하게느끼거나당황할가능성이있는내용, 검사또는진료등에관한공지

■검사또는진료결과를확인할수있는예상시기

■피해자관련기록, 진료파일또는개인적인서류등에대한접근및보유와관련된권리

■의료기록은비밀이보장될것이며, 피해자는언제든지자신의기록에접근가능하다

는점을알려준다. 또한기타서비스제공자들에게연계되거나법집행기관의조사

또는연구의목적으로기록을공유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기록의사용여부에대한

결정권을대상자가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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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문내용은모든사람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표준적인질문임을확

인시킨다. 대상자에게옳고그른대답이나유리하거나불리한반응은없다는것

을확인시켜주는것이필요하다. 피해자들은자신의운명이저울질되고있다고

생각하며, 모든질문이나요청하나하나에큰부담을느끼고‘정답’이무엇인지

를고민하는경향이있다. 특히인신매매피해자는‘오답’을하거나상대방을만

족시키지못했던경우큰피해를입을수있는상황에있었으므로현재는그렇지

않다는점을반복적으로확인시켜주는것이도움이된다. 

사전 동의를얻는것은단순히“예”또는“아니요”의단답식의질문으로끝나는

것이아닌하나의과정이다. 그과정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중립적이고전문적이지만공감하는어조와태도를유지한다.동의를요청할때에는인

신매매피해자를압박하거나피해자에게무엇이최선인지를암시하지말아야한다. 피

해자에게동의와관련된정보및요구사항들을중립적으로제시하여, 자유롭게선택

할수있고어떠한선택을내리든지편견없이수용될것이라는점을전달해야한다.

■단순한언어를사용한다.간결하고이해하기쉬운말로설명한다. 특히 의료 검사나

진료가본인의안녕을위해중요하며인신매매피해에서회복하면서스스로의건강을

더잘관리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라는점을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 

■피해자가질문하도록격려한다.사전동의절차를진행하기전, 실무자는피해자에게

동의가필요한내용을설명하는동안이야기를중간에끊더라도언제든지궁금한사

항을물어보거나불확실한부분을짚고넘어가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해야한

다. 또한 실무자는사전동의를위한모든정보를제공한후에도피해자에게설명한

내용에관해질문이있는지참을성있는태도로다시한번확인해야한다. 

■불확실한부분을명확히하고다시설명한다. 실무자는사전동의절차를진행하는동

안인신매매피해자가내용을명확히이해하지못한것같은기색이있는지잘살펴야

한다. 불확실한내용을분명하게전달하기위해실무자는인내심을가지고같은내용

을다른방식으로반복해서설명할수있어야한다. 특히언어적·사회적·문화적장

벽이존재하는상황에서인신매매피해자는정보를놓치거나오해하기쉽다. 

■내용을정확히이해했는지확인한다.피해자가전달한내용을제대로이해했는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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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위해서내용전반에대한확인(예를들어“제가말한내용중에불분명한것이

있습니까?”또는“다시반복해서듣고싶은내용이있습니까?”)이나구체적인내용의

질문을고안하는것이필요하다. 복잡하거나오해의소지가있는특정주제에대해서

는구체적으로질문할수있다.

■피해자가실무자의요구사항이나제안을거절하더라도부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않

을것이라고확인시킨다.인신매매피해자들은부정적인결과에익숙하다. 모든선택

은전적으로인신매매피해자에게달려있고, 동의하지않더라도거부당하거나처벌받

지않을것이라고분명히설명해주어야한다. 

■동의서를사용한다.동의서양식을서로다른언어적ㆍ사회문화적ㆍ행정적ㆍ법적현

실에맞게적절히조정하여융통성있게사용해야한다. 

동의확인하기

동의요청시다음사항을검토해야한다.  

■동의가필요한사안 (예를 들어인터뷰에서다루어져야하는주요내용검토, 진료 등

지원내용목록화및각각의절차에대한동의요청과기록)

■비밀을보장하기위한조치

■사전에논의된위험요소또는혜택

■옳거나틀린대답이없으며, 동의를거부한다고해서기타서비스와지원에부정적으로

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점

동의기록하기

동의는일반적으로인신매매피해자가주어진양식에서명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

지만예외가있을수있다. 대상자가문맹일경우나독재정권과같이공식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사회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출신일 경우, 사전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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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확인하거나실무자기록으로대체할수있다.

주의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정신적장애인, 또는그외사전동의절차를진행

하는것이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는, 법정후견인이나법률자문제공등의특별

지원이필요하다. 법정후견인이란피해자로부터대리인으로서의전권을위임받은

사람이거나서명할수있는권리등을위임받아피해자의법적권리행사를지원

하는사람을말한다. 지원단체는대상자가미성년자이거나신체적ㆍ정신적상태가

법적으로유효한동의를제공할수없는상태인경우사전동의와관련해대리인과

상의해야한다.

7. 세심하고분별력있게질문할것

질문의 구성과 표현 방식, 어조 등은 대상자로부터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대상자를괴롭히거나불쾌하게할수있는위험요소를줄이는데중요하다. 이

는인터뷰, 병력검사, 의료검사또는상담회기때도동일하게적용된다.

■반복적인질문은피한다 :인신매매피해자를대하는실무자들은피해자가이미여러

차례이야기했던내용을다시묻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야한다. 비밀보장의기준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실무자들은해당피해자의사례파일을사전에검토하여이미

기록된내용을다시묻지않도록한다. 어떠한양식이든각항목에해당되는내용을

이미알고있는경우라면피해자를만나기전에미리기입해놓는다. 

■질문의구성순서 :원만한인터뷰를진행하기위해서민감하지않은질문으로인터뷰

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대상자의 안녕(예를 들어 건강상 또는 개인적인 욕

구, 안전문제, 신체적편안함등)과관련된질문들로시작하는것이서로간의신뢰를

쌓는데유용하다. 그후에이름, 출신지, 과거직업등과같이예민하지않고간단명

료한질문들로이어간다. 민감한질문의경우, 정확한대답을얻기까지는일정한시간

이소요된다. 다시말해, 실무자와인신매매피해자간에보다강한유대관계를형성

할시간이어느정도필요하다. 비록어떠한사안에특별히민감할지를일일이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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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어렵겠지만(예를들어일부피해자에게는불쾌한질문이다른피해자들에게는그

렇지않을수있음) 그중에는민감하거나질문하기어려운주제들이있다. 이러한민

감한사안들로는성적학대(특히인신매매이전에경험한가정폭력), 자녀, 가족구성

원, 집주소, 법집행기관과의만남또는피해자본인이공모했다고생각하는불법행

위(예를들어문서위조, 성매매, 불법국경이동, 약물남용등)가있다. 

대상자가괴로워하거나낙담한채인터뷰가끝나지않도록덜민감한질문으로인터뷰를

마무리하는게중요하다. 가능하다면인터뷰대상자의강점과용기를인정하는질문들로

인터뷰를마치는것이좋다.

■질문어조:질문하는방식은질문내용만큼이나중요하다. 심문하거나비난하는어조

를사용하거나피해자를불신하고있다는인상을주기보다는피해자에대한걱정과

관심을표현하며질문하는것이보다나은대답을이끌어낼수있다. 피해자를대할

때이들이큰상처를받았고고통스러운기억을상기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을유념

해야하며, 이는지원제공자가공감을표현하고피해자가타인에대한믿음을회복하

는데도움을줄수있다. 충분한시간을가지고질문에답하며어려운질문은나중에

대답하도록제안하는것이도움이된다.

8. 적극적으로반응하면서경청할것2) 

적극적으로경청한다는것은화자에게온전히집중하고무엇을말하는지이해하

고있다는반응을보이는것을뜻한다. 적극적으로반응하면서경청하는기술에

는다음과같은사항들이포함된다.

■말하기보다듣는다. 말하면서동시에경청할수는없다.

■질문을하고불확실한부분은명확히한다.피해자가말한내용을이해하기어려운경

우, 되묻거나질문을고쳐서물어본다. (단, 피해자가짜증을내거나스스로를어리석

고무능력하다고느끼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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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할시간을준다.피해자가사건을회상하고감정을드러낼수있도록시간적여유

를준다. 이때, 대답을재촉하거나강요하지않으며침묵을부정적으로생각하지않

는다. 말이한동안끊어졌다는것은어려운내용을가장잘설명할수있는방법을찾

는것일수있고, 감정을추스른다든지, 사건의구체적인사항들을기억해내려고노

력하는것일수도있다. 침묵하거나말의끊김이길다고하여인신매매피해자나그

진술의진실성을의심하지말아야한다.

■주의를기울이고집중한다.주의를흐트러지게하는일을삼가고, 상대방이하는이야

기에 집중해야 한다(예를 들어 다른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례를 생각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이이야기하는중에다음질문을생각하는등).

■통찰력을가지고세심하게살핀다.얼굴의표정, 손과몸의움직임등을관찰하고어

떠한어조로무슨내용을말하고있는지주의깊게살핀다. 때로는사용하고있는언

어나단어보다도말하고있는사람의행동또는말하는방식이내용을파악하는데더

도움이된다. 하지만지나치게관찰함으로써상대방이불편하게느끼지않도록한다.

또한말하고있지않은내용에대해서도신경을쓴다. 특히 정신적외상을일으켰던

사건이나당시의감정에관한이야기를하는경우, 상대방이피하는주제들이때로는

직접말하는내용만큼이나(또는보다더) 중요할수도있다. 필요하다면적절한시기에

관련된화제를다시꺼내도록한다.

■피해자가말한바를인정한다.피해자에게집중하고있으며말하는것을이해하고있

고, 피해자의감정에공감하고있음을알리는것이중요하다. 이것은얼굴표정, 끄덕

임, 작은소리의맞장구(“아”, “네”, “이해합니다”), 피해자가말한내용의반복이나확

인등을통해표현될수있다. 그러나말하는도중에끼어들거나말을끊거나대신말

하지않도록주의한다. 인신매매피해자가자신의생각을전달하고싶어하는방식을

스스로결정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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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터뷰및지원과정중에진행을중단할필요가있는지주의깊게

살필것

자발적이든 지원 과정의 일부로서 필요한 것이든, 인신매매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질문에답하는것은이미스트레스를받고있는사람들에게는신체

적·심리적·사회적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 피해자의신체적·정신적상태를

민감하게살피는것은인도적일뿐만아니라, 정보수집에도움이되며지원목적

에도부합한다. 일반적으로피해자들은지쳐있고괴롭힘을당한다고느끼며, 몹

시긴장하고있거나과거에대한생각과미래에대한염려에사로잡혀있다. 피

해자는이러한감정으로인해과거를회상하고전달하는것이어려울수있으며,

지원제공자및지원과정에대해싫증을내거나적대적으로반응할수도있다.

따라서피해자가휴식이나생각을정리할시간이필요하지는않은지, 주제전환

을원하는지, 혹은당일일정을중단해야하는지를잘살피고판단하는것이중

요하다. 반대로, 오랜 기간 동안(짧은 기간이라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침묵해야

했던인신매매피해자의경우에는자신의이야기를함으로써안도감을가지거나

치료효과를느낄수있다. 따라서피해자가자신에게일어났던사건과그에대

한감정을주제에벗어나거나시간이없다는이유로방해받지않고자신의방식

대로전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다.

10. 지원제공자자신이가지고있는편견이나선입견에대해점검할것

인신매매에는사회적으로수용될수없거나도덕적으로논란이되는활동들이포

함된다. 또한인신매매에연루된사람들은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다양

한배경과성격을가지고있다. 따라서지원제공자는자신이지원대상자에대

한선입견, 편견, 또는인종차별적인태도를가지고있지는않은지점검해보아

야 한다. 지원 제공자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예, 성매매,

구걸, 가사노동)과 특정한 학대의 피해자들(예, 성적 학대), 낙인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외관상 드러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예, HIV, 부상이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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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인한신체적손상, 척수성소아마비또는지뢰관련장애등), 또한자신과

는다른사회적·문화적·종교적신념을가진사람들에대해스스로어떻게생각

하는지를점검해보아야한다.

게다가일반적으로인신매매피해자의사회경제적지위에대한편견은쉽게인지

되지 않는다. 특히 지원 제공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도 있으며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또는농촌지역의사람들에대해서우월감이나지나친자신감을가질수

있다. 간혹이러한편견은배려나보살핌등의부드러운형태로표출되기도하지

만, 스스로가가지고있는생각을인지하고지원대상자에게열등감을불러일으

킬수있는행동을하지않도록항시주의해야한다.

11. 믿고, 함부로판단하지말것

지원을주고받는관계는신뢰를기반으로하며, 신뢰형성은지원제공자측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지원제공자는인신매매피해자가진실을말하고있다고믿고

지원을해야하며, 회의적인태도를취하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 인신매매피

해자가진술의진실성이의심받고있지않다고느끼도록해주고지원을제공하는

것이피해자에게서정보를얻기위한대가가아니라오로지피해자를돕기위한

목적임을확인시킨다. 지원제공자는대상자가진실을말하고있지않다는명확

한증거가있지않는한, 함부로판단을내려서는안된다.

이와유사하게, 인신매매피해자들의다양한특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 인신매

매피해자는타인을잘믿지못하고, 거짓말을하거나특정정보에대해이야기

하기를거부하며, 기억을부분적으로잊어버리거나변경할수도있다. 하지만이

러한특성이피해자가제공하는다른정보에대해서도의혹을품거나, 그가믿을

만하지못하다고판단하는근거가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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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존중하고공감하는태도로사람들을대하면서전문성을유지할것

전문성을가지고일한다는것은상대방을존중하고동등하게대한다는것을의미

한다. 예를들어정보, 서비스또는물품에대한통제권을가지고있는전문가들

이권위적인어조로말한다거나지식이나직업상의우월적지위를드러냄으로써

대상자가무기력하거나복종적인위치에놓이도록하는경우가흔하게발생한다.

이는 지원 관계에서 균형을 깨트리며, 특히 복종을 강요당한 적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더욱위험하다. 외상을입은사람들은쉽게열등감에빠지거나의존적

인자세를취하며, 약해지거나스스로를비난할수있다. 그러므로지원제공자

는전문가로서공적인거리와행동을유지하는동시에공감하는태도로대상자가

편안하게느낄수있도록배려해야한다. 대상자가지원제공자와의평등한관계

안에서자신과자신의결정이존중받는다고느낄수있어야하며, 나아가지원

제공자가자신을걱정하고보살피고있으며대상자의최선의이익을위해일하고

있다고인식할수있어야한다.

13. 피해자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지원할것

경우에따라한사람이전반적인지원과정을이끌어갈필요가있다. 하지만지

원대상자가자신에게일어나는일을통제할수있고자신의미래에대한결정을

스스로내릴수있다고느끼는것이중요하다. 인신매매피해자들은타인의요구

사항에극도로민감하고의심이많으며자신이처한상황에서의복종적인역할에

대한이해가남달랐기때문에생존할수있었던사람들이다. 특히신체및정신

건강지원을위한절차와질문들은그들을불쾌하게할수도있고, 계속하여일

종의폭력에노출되고있다고생각하게할수도있다. 따라서지원대상자가절

차상필요한만남을강요당한다거나억지로참여한다는느낌을받지않도록노력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하며, 대상자들이지원과정에서자신에대한통제력을회복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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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고

명확하게설명하고, 2) 결정의권한은대상자에게있으며어떠한결정도대신내

려지거나강요되지않을것임을알려주며, 3) 여러가지선택사항에대해고려

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제공하고, 4) 결정이내려진후에는선택에대해서지

지해야한다. 

14. 피해자의죄책감을덜어줄것

자기비난은인신매매경험으로부터비롯되는피해자들의공통된반응이다. 인신

매매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일은 그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인지시키는것이중요하다. 인신매매는세계곳곳의많은사람들에게가해

지는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속았거나강제로이동되었거나그후에발생한여

러행위에가담한것에대해형사상으로나도덕적으로책임을느끼지않아도된

다는점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피해자의자기용서와회복을방해하

는죄책감을덜어줄뿐아니라지원제공자가피해자를함부로판단하거나비난

하지않는다고느낄수있게해준다.

15. 피해자에게법의학검사를받고그결과를보고받을권리에대

해고지할것

모든인신매매피해자들은인신매매자또는그들을학대하거나착취한자들에대

해민·형사상소송을제기할목적만으로도법의학적의료검사를받을권리가있

음을인지할수있어야한다. 법의학검사결과는특히, 성폭력관련소송에서절

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의학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전문적인의료인력이범죄의피해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검사이다. 성폭

력에대한법의학검사의경우에는최소한 (1) 신체적외상검사 (2) 성기삽입이

나강제성여부판단(3) 환자면담(4) 증거수집과평가3)가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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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나치료를위해추가검진(예, 성매개성감염질환검사)을실시할지여

부는현행법, 정책, 또는관행에따라결정될수있다.4) 의학적증거를수집하는

데있어관건이되는부분은적절한시기를놓치지않는것이다. 따라서지원제

공단체는인신매매피해자들과의초기접촉에서부터법의학검사에대한권리를

알리는것이매우중요하며, 검사에대한요청이있으면실무자들은즉시법의학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을 종결하기 전에 피해자가

검사결과의사본을받을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16. 피해자에게모든보건기록사본접근및보유에대한권리에대

해고지할것

모든인신매매피해자들에게자신의의료및기타건강관련문서의사본을요구

하고이를보유할수있는권리가있다는것을알려야한다. 이러한문서로는검

사결과, 엑스레이촬영사진, 실험결과, 치료후속조치에관한메모등이해당

된다. 가능하다면어느단계에서든지주요의료실무자의검진기록은인신매매

피해자의모국어로제공될수있어야한다. 의료기록에대한접근권은기본적인

권리로서언제든지행사될수있어야한다. 특히 (1) 타보건전문가, 보건및의

료기관또는협력단체로의연계시 (2) 재통합지원시 (3) 특정단계의치료를

종료할때치료상태확인을위해 (4) 인신매매피해자의요구시에는더욱보장

되어야한다.

17. 피해자가그들의강점을인지할수있도록지원할것

각각의인신매매피해자가경험하였을두려움, 인신매매자및기타연루자들로부터

받았던 잔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잘 견뎌

냈음을일깨워주는것이중요하다. 지원제공자는피해자의이야기중에구체적인

사례몇가지를언급하면서피해자가지닌강점과잠재력을부각시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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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역을제공할것

통역사는인신매매피해자들과그들을지원하는실무자사이에서중요한연결고

리의역할을한다. 통역사는누군가가말하는단어를번역하는역할뿐아니라개

념과의미를전달할책임도지고있다. 정보전달방식은인신매매피해자의건

강과안녕에매우중요하기때문에통역이잘이루어지면관계가개선될수도있

는반면, 그렇지않으면회복이불가능할정도로관계가훼손될수도있다. 따라

서통역사들을고용할때는몇가지핵심적인사안들을고려해야한다. 물론통

역사도인간이고항상중립적일수는없다는사실을유념해야한다. 통역사들또

한누군가의대변인또는목소리가되어주는것과는별개로본인의삶, 생각, 의

견, 편견, 친구관계, 배경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통역사를고용할

때는신중하게심사해야한다. 적절한심사를거치지않고고용한다면, 자격미

달인 통역사가 중요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신매매피해자, 실무자또는기관전체를위험에빠트릴수도있다.

통역사가지원단체실무자인지, 외부인인지에따라다음사안들이중요하다. 

최우선으로고려해야할부분은보안이다. 인신매매피해자통역을위해고용된

모든사람에대해철저하게신원확인을실시해야한다. 통역이필요한경우에도

단체가잘알고있지않은통역자원봉사자나신원확인을거치지않은통역사를

고용해서는안된다. 

적합한통역사를선택할때고려해야할두번째요인은통역사가인신매매피해

자나실무자등함께일해야하는사람들에대해가지는차별적태도이다. 이러

한통역사의태도는주의깊게심사하지않으면간파하기어렵다. 특히인종, 민

족간갈등이계속되고있는지역에서통역사가어떠한입장과편견을지니고있

는지알지못한채고용할경우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다. 피해자에대한통

역사의선입관은우호적일수도있고부정적일수도있다. 어떠한경우라도그러

한편견은정보가전달되는데영향을미칠것이다. 통역을맡기고진행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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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편견을점검하기어렵기때문에통역사를선발하는과정에서구체적인질문

을하여의견을알아보아야한다.

통역사를정할때고려해야하는세번째사항은통역사의배경및주변관계이

다. 통역사로일하는사람들은통상피해자와같은지역출신인경우가많고심

지어 통역하는 사람과 같은 고향 출신일 수도 있다. 어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위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는 자신이 한 이야기가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할

수도있다. 특히분쟁이잦은지역출신인경우, 상대방을본인이나가족에게해

를끼쳤던사람으로인식하거나그외의이유로인해사실을밝히는것을꺼려할

수도있다. 어떠한경우이든지, 인신매매피해자는본인에대한정보나자신에게

일어났던일을밝히고싶지않을것이고그이유도설명하지않으려할것이다. 

충분한심사를통해통역사를정한후, 이들을대상으로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교육에서

다루어야할내용이다.

■인신매매

■여성에대한폭력(여성피해자를통역하는경우)

■아동학대 (아동피해자를통역하는경우)

■건강또는의료분야(신체건강, 생식건강, 심리건강등)

교육은특히의학용어와같이통역사들이친숙하지않은전문용어와개념을통

역하는데도움을주고, 그들이통역하게될내용이민감하고사적일수있다는

점을인식하게하는역할을한다. 무엇보다도통역사들이공감하고참을성있는

태도로대상자를대해야한다는점이강조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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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피해자가통역사를불편하게느끼거나, 좋아하지않거나, 신뢰하지

않고있음을확인하는방법

인신매매피해자가담당통역사를편안하게느끼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것은복잡

하지만매우중요하다. 일단인터뷰와통역이시작되면, 실무자는인신매매피해자가통

역사를불편하게느끼지는않는지파악하기어렵다. 정해진통역사가인신매매피해자에

게적합한지의여부를점검하는작업은단기적인관점에서는시간소모적일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시간과에너지를절약하고문제가발생하는것을예방할수있다. 한가지

활용가능한점검방법은인신매매피해자가글을읽을줄아는경우, 인신매매피해자

의모국어로“예”, “아니오”로대답할수있는질문지를활용하는것이다. 질문은선발된

통역사를인신매매피해자가편안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를통해의사를전달할의향

이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질문들로구성한다. 소개하는시간을가진후에통역사에게

는잠시자리를비워달라고요청하고, 인신매매피해자에게질문지를보여준다. 질문지

조사는 본격적인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제시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실시할수있다.

주/  

1. 본 부록은 다음의 자료에서 참고하였다. Zimmerman, C. and C. Watts (2003). WHO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interviewing trafficked women.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London.

2.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1997). Practical guide to

assisting trafficked women. Bangkok: GAATW.

3.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년 8월 접

속).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STOP Formula Grant Programme

Forensic Exam Payment Requirement [On-line fact sheet] URL:

http://www.ojp.usdoj.gov/vawo/faqforensic.htm

4.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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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인터뷰점검목록

인신매매피해자로서지원을받고자하는사람들, 인신매매피해자로식별된사람들, 그

리고이미지원을받고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할경우, 「부록Ⅰ: 인신매

매피해자지원과인터뷰시지켜야할윤리적원칙」을참고해야한다.

다음의기본적인점검목록은지원단체실무자를위한인터뷰기술들을간략하

게제시한다.  

인터뷰전제조건

■가능하다면 타인이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한다. 

■인터뷰에동석할수있는사람을제한한다. 피해자와인터뷰진행자, 필요하다면통역

사와아동의보호자, 법률·심리상담가와같은전문가가참석할수있다.

■인터뷰 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력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능한모든노력을동원해통역사를확보하도록한다. 

■휴대전화는반드시꺼야한다. 

■독립된공간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에도방해받지않기위해문앞에“방해하지마

시오”와같은표시를해두어야한다. 

■독립된공간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에도인터뷰진행자는가급적인터뷰내용이밖

에서들리지않는장소를찾아야한다. 

■단정적이거나심문하는방식으로인터뷰를진행하지않도록한다. 

■인터뷰대상자가자신이존중과신뢰를받고있다고느낄수있도록라포형성을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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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시작：소개하기

■인터뷰진행자는인터뷰대상자에게자신과단체내에서자신의역할을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가안전하고편안하게느끼는지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화장실에가고싶어한다거나물이나차등마실것이필요한지확인

한다. 

■인터뷰대상자가고통이나불편을호소하지는않는지, 응급 진료가필요하지는않은

지확인한다.  

■인터뷰대상자가긴급한의료문제를호소한다면의료진이그를진료하기전까지인

터뷰를중단한다.

■두통과 같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처방이 필요 없는 약물(예를 들어 파라세테몰,

아스피린, 이부프로펜등)을제공할수있다. 

설명하기

■지원단체의역할과인터뷰의목적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고시작한다.

■대상자에게 인터뷰 중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질문이 나올

수있고, 이로인해힘든기억을되살려야할수도있다고설명한다. 

■충분한시간을갖고질문에답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언제든지쉬는시간을가질

수있다고알려준다. 

■더많은정보를제공할수록단체가도울수있는것도많아질것이라고설명한다. 또

한단체가제공할수있는지원에한계가있을수도있다는점을덧붙인다. (대상자가

인신매매피해자, 비정규이주자, 아동인지에따라지원내용이달라진다.)

■인터뷰대상자가지원대상자격에맞지않아서해당기관의지원을받을수없다면,

적합한기관이나지원제공자를찾을수있도록지원할것이라는점을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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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시작하기전최종점검포인트

■모든내용은엄격하게비밀이보장될것임을고지한다. 

■인터뷰대상자는언제든지질문할수있고, 불분명한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다시

설명하거나반복해달라고요청할수있음을설명한다.

■인터뷰대상자가지금까지설명된모든내용을분명하게이해하고있는지확인한다. 

■현단계에서질문이있는지물어본다. 

■인터뷰에응할것인지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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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용어해설1)

■가사노예(Domestic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란‘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착취적인노동관계에서벗어

날가능성이실질적으로없는상태’로이해될수있다. 가사노예는이러한노

예상태중에서특히가정에상주하며가사노동자로일하는이주노동자의착

취적인노동환경을의미한다.2) 

관련용어: 착취, 채무노예

■강압 (Coercion)

물리적힘을가하거나위협및강요하는것3) 

관련용어: 통제, 채무로인한인적구속, 격리

■강제결혼(Forced Marriage)

비자발적인결혼. 1962년「결혼, 결혼의최소연령및결혼신고동의에관한

협약」에 의하면, “결혼은 배우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승낙했을 때만

이성립될수있다.”강제결혼이노예제와비슷한행위로간주되는경우는다

음과같다. 1) 당사자인여성의의사와는상관없이부모나보호자, 가족을비

롯한어떤개인이나집단이돈이나그에상당하는대가를받고여성을결혼시

키거나결혼을약속하는경우, 2) 남편이나그의가족혹은친척이여성을다

른사람에게매매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경우, 3) 남편사망시여성이사

유물로간주되어타인에게상속될처지에놓이는경우(「노예제, 노예무역, 노

예제와유사한제도와관행철폐에관한보충협약」제1조). 또한강제결혼은

1979년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의해서도금지된다. 

전문참조: http://www.unhchr.ch/html/menu3/b/63.htm; 

http://www.unhchr.ch/html/menu3/b/e1cedaw.htm; 

http://www.unhchr.ch/html/menu3/b/30.htm 

관련용어: 착취, 성적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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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Forced Labour)

“신체적·정신적위협으로인해비자발적으로제공하는모든형태의노동및

서비스”를지칭한다(1930년「강제노동협약」제2조). 1957년「강제노동폐지

를위한협약」에국가의책임이명시되어있다. 

전문참조: http://www.unhchr.ch/html/intlinst.htm 

관련용어: 착취

■강제징병(Forced Military Conscription)

전시 상황의 민간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4차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점령군은피보호자들에게자국의전투또는비전투군대에복무할것을강조

해서는안된다”(「전시민간인의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 

전문참조: http://www.unhchr.ch/html/menu3/b/92.htm 

관련용어: 소년병, 착취

■격리 (Isolation)

격리는인신매매자가통제와강압을위하여사용하는방법중하나로서, 신분

증이나출입국서류제거및언어적·사회적고립을포함할수있다. 그러나

이에한정된것은아니다. 

관련용어: 통제, 강압, 신분증명서류, 출입국서류

■경유국(Country of Transit)

이주자가거쳐가는국가, 이주흐름이통과하는국가 (합법/불법적이주에상

관없이해당)

관련용어: 출신국, 목적국

■국내인신매매(Internal Trafficking)

국가내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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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Prosecution)  

피고인을심리하기위한형사소송절차. 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종합적인

전략의일부로서, 법률및정책강화, 범죄처벌강화, 역량강화, 국내및국

가간 협력(예, 비정부 기구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이에한정된것은아니다.

관련용어: 방지, 보호

■납치 (Kidnapping)

불법적이고강제적인유괴또는개인이나집단을감금하는것으로, 보통납치

된피해당사자나그외제3자에게서경제적또는정치적이득을강제로탈취

하는것이그목적이다. 납치사건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각국가의형사법

에의거하지만, 해적행위와같은특수한납치사건은국제법을따른다.4) 

관련용어: 유괴, 모집 (강제적인경우) 

■노예제(Slavery)

“한사람의소유권에관한일부혹은모든권력이다른누군가에의해행사되

는 상태나 조건”(1953년 의정서로 개정된 1926년「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제1조). 노예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강압과 통제를 가하거나, 자유롭게 일터를 옮기고 그만 두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등을의미한다 (예, 전통적인노예제, 채무노동, 농노제, 강제노동, 의식

이나종교적목적을위한노예제등). 

전문참조: http://www.unhchr.ch/html/menu3/b/f2sc.htm 

관련용어: 채무로인한인적구속

■모집 (Recruitment)

인신매매를이루는핵심적인구성요소로서전적으로기만적인모집, 부분적으

로기만적인모집그리고강제모집(유괴)으로분류할수있다. 

관련용어: 인신매매, 운반,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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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강제적인경우(Recruitment, Forcible)

강제로인신매매피해자를끌고간다. 

유의어: 유괴

관련용어: 유괴, 납치

■모집, 부분적으로기만적인경우

(Recruitment, Partially Deceptive)

인신매매피해자가어떤분야의일을하게될지는알고있으나구체적인사항

에대해서는모르고있다.

■모집, 전적으로기만적인경우

(Recruitment, Fully Deceptive)

인신매매피해자는고용과재정적이득에대한약속에현혹되고, 인신매매자

의본래의도를알아차리지못한채완전히속게된다.

■목적국(Country of Destination) 

이주자가이동하여도착하는국가, 이주흐름의목적지가되는국가 (합법/불

법적이주에상관없이해당)

동의어: 수용국 (Receiving Country) 

관련용어: 출신국, 경유국

■밀입국중개자(Smuggler (of People))

계약을통해국제적으로인지된국경너머로사람들을불법이송시키는중개자

관련용어: 이주자밀입국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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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Prevention)

기존의또는발생할문제를억제하기위한행위.5) 인신매매를근절하기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방지는 정보와 의식 증진 활동, 연구, 세미나, 교

육, 협력과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

질수있다. 그러나이에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관련용어: 기소, 보호

■보호 (Protection)

보호개념은위험에처한개인이국제협약에서제시하는권리와지원을누릴

수있도록하는실제적인조치를모두포괄한다. 보호한다는것은개인이권

리를지니며, 그들에게권력을행사하는당국에는이를보호할의무가있음을

인식하는것이다. 이는신체적·법적주체로서의권리를보호하는것을의미

한다.6) 보호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피해자

보호에는쉼터제공, 의료적·심리적지원, 비자획득지원, 자발적귀환과재

통합지원, 안전보장, 국내외협력이포함될수있다. 그러나이에만한정되

는것은아니다. 

관련용어: 방지, 기소

■비정규이주(Irregular Migration)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규제를벗어나이루어지는이동. 비정규이주에대

해명확하거나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정의는없다. 수용국의시각에서비정

규이주의정의는자국으로의불법입국, 자국내불법체류, 또는불법노동

으로서, 해당국의출입국규정에따라입국, 거주또는노동을위해요구되는

허가증이나서류를소지하지않은이주자를의미한다. 송출국의시각에서비

정규이주는유효한여권이나출입국서류가없이국경을지나거나정부의출

국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 

동의어: 불법이주, 밀입국 (Clandestine Migration) 

반의어: 정규이주, 합법적이주

관련용어: 이주자밀입국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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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Prostitution)

성적 행위를 전제로 (배우자나 파트너 외의) 타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지불하는것7)

■소년병(Child Soldier)

다수의 국제협약은 아동이 무력 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시

민간인의보호에관한제네바협약」의1977년부속의정서에따르면무력분

쟁에모집되어참여할수있는최소연령은15세이다. 1999년「가혹한형태

의아동노동철폐를위한금지및즉각적조치에관한협약」제3조에의하면

아동은 무력 분쟁 지역에“강제 혹은 의무적으로 모집”되어 이용당하지 않도

록보호받는다. 나아가2000년「아동의무력분쟁관여에관한선택의정서」는

무력분쟁에아동을관여시키는것을금지하고있다. 

전문참조: http://www.hrw.org/children/child-legal.htm; 

http://www.unhchr.ch/html/menu2/6/protocolchild.htm

관련용어: 아동, 착취,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신분증명서류; 신분증(Identity Document) 

개인의신원을확인하기위한문서

관련용어: 여권, 출입국서류

■아동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 정의하고 있다(1989

년「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제1조). 국제법상아동은인신매매로부터보호

받아야하는특별대상으로서, “착취를목적으로아동을모집, 운송, 은닉또

는 인수하는행위를 인신매매로간주한다”(2000년「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

전문참조: http://www/hrw.org.children/child-legal.htm;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용어: 아동노동,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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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Child Labour)

“아동노동은 아동의 교육적·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유해한 노동이다”(1989년「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2

조). 국가는취업연령을제한하고근로시간및조건을규제해야한다.

전문참조: http://www.hrw.org/children/child-legal.htm 

관련용어: 아동, 착취,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운반 (Transportation)

물건또는사람을운송수단을통해한곳에서다른곳으로이동시키는것. 운

반은인신매매의핵심요소로서국가간또는국가내에서이루어질수있으며,

이는육로, 해로, 항로를이용해합법적이거나비합법적으로발생할수있다. 

관련용어: 모집, 착취, 인신매매

■유괴 (Abduction)

무력이나기만적인설득을통해사람을꾀어내는행위8)

관련용어: 납치, 모집 (강제적인경우)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을 보충하는 의정서로서, 조직범

죄집단의주도아래이루어지는이주자밀입국중개를다룬다. 이주자의밀입

국중개는이주자들에게는심각한위험을초래하지만범죄자들에게는상당한

이익을안겨준다.

전문참조: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용어: 이주자밀입국중개, 「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한유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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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주어진 상황 또는 사건과 관련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명시한계획

■위험사정(Risk Assessment)

주어진상황또는사건과관련된위험을확인하고사정하는절차

■이주 (Migration)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동. 이동 기간이나 내용, 원인에 상관없

이모든형태의인구이동을포함한다. 그예로는난민, 유민, 실향민, 경제적

이주민의이주가있다. 

관련용어: 비정규이주, 정규이주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출신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종사해온사람”(1990년「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

한국제협약」제2조).

전문참조: http://www.unhchr.ch/html/menu3/b/m_mwctoc.htm

관련용어: 이주

■이주자밀입국중개(Smuggling of Migrants)

“직·간접적인, 금전적또는기타물질적인이득을얻기위해해당국가의국

민이나영주권자가아닌사람이목적국에불법입국하도록알선하는행위”(「육

로, 해로, 항로를통한밀입국중개방지에관한유엔의정서」제3조) 

전문참조: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용어: 비정규이주, 「육로, 해로, 항로를통한밀입국중개방지에관한유엔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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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Human Rights)

“인류의모든구성원이가지고있는평등하고양도할수없는권리”(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사람들이당대에수용되는가치에의거하여그들이살

아가는사회에서‘권리로서’주장할수있는자유와이익을가리킨다. 이러한

권리는 1948년「세계인권선언」과 1966년「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관한국제규약」과「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으로구성된국

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명시되어있으며, 이

를 기초로 다른 조약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예,「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관한협약」,「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전문참조: http://www.unhcr.ch/udhr/index.htm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행위, 유괴, 기만, 사

기, 권력의남용, 상대의취약성악용, 피해자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

의를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제공또는수령하는등의방법을동원하여인신

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000년「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제3조). 

전문참조: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 용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

의정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한유엔협약」을보충하는의정서로서, 보다나

은삶에대한열망이조직범죄집단에의해이용당하면서발생하는현대판노

예제를다룬다. 이주자는종종감금되거나착취적이고억압적인상황에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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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된다. 이때, 성매매나그밖의위험한일을강요받기도한다. 그리고이러

한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불법적인수입은조직범죄집단으로흘러들어간다.

전문참조: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용어: 인신매매, 「초국가적조직범죄근절을위한유엔협약」

■인신매매자(Trafficker (of Humans))

경제적또는기타이득을얻기위하여사기, 강압, 다른 종류의착취수단을

사용하여사람을운반하는자. 인신매매자의의도는사람을착취하여이로부

터이득을얻어내려는것이다. 

관련용어: 인신매매

■인신매매피해자(Victims of Trafficking)

인신매매범죄의피해자인사람(남성, 여성, 아동) 

동의어: 인신매매된자

관련용어: 아동, 인신매매

■정규이주(Regular Migration)

인정된법적경로를통해발생하는이주

동의어: 합법적이주, 준법이주(Orderly Migration) 

반의어: 비정규이주

관련용어: 이주

■조직범죄(Organized Crime) 

중앙조직을통해계획되고통제되는광범위한범죄활동9)

관련용어: 이주자밀입국중개, 인신매매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377



378 부록_ 용어해설

■착취 (Exploitation)

사물이나사람을이용하는행위. 특히자신만의이익을위해타인을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10) 인신매매의 핵심요소로서, “착취에는 성매매에

서의착취등기타성적착취, 강제노동이나서비스, 노예제또는그와유사한

관행, 예속행위또는장기적출등이포함된다”(2000년「인신매매, 특히여

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의정서」제3조). 인신매

매자는오로지사적이익을얻으려는목적으로피해자들을착취해막대한돈

을벌려고하거나, 무급노동혹은무료서비스를얻고자한다.

전문참조: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용어: 강제노동, 가사노예, 성적착취, 모집, 운반

■채무노예(Indebted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란‘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착취적인노동관계에서벗

어날가능성이실질적으로없는상태’로이해될수있다.11) 이러한노예상태는

인신매매피해자를통제하기위해채무관계를이용하는채무로인한인적구속

의결과로나타나기도한다. 

관련용어: 착취, 채무로인한인적구속, 가사노예

■채무로인한인적구속(Debt Bondage)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하거나, 누군가의 통제

아래있기로약속할때발생하는지위또는상황. 서비스를통해채무를청산

할때에는서비스의합리적가치에기반을두지않으며, 서비스제공기간이

명시되지않거나일의성격이모호하다”(1956년「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

와유사한제도와관행철폐에관한보충협약」제1조). 인신매매피해자를통

제하기위한장치로사용되기도한다. 

전문참조: http://www.unhchr.ch/html/intlinst.htm  

관련용어: 통제, 강압

 IOM핸드북도큐__1014  2010.10.15 9:4 AM  페이지378



379인신매매피해자직접지원을위한 IOM핸드북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돈세탁, 부정부패, 조사와 기소 방해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연루된 활

동전반과주요활동들을근절하기위한노력을다룬다. 초국가적조직범죄의

세부 영역으로서 특정한 고려사항(인신매매, 이주자 밀입국)을 두 개의 보충

의정서에서다루고있다. 

전문참조:

http://www.unodc.org/unodc/en/crime_cicp_convention.html 

관련 용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 처벌을위한유엔

의정서」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Worst Forms of Child Labour)

“아동의 매매나 인신매매,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농노제, 강제노동과 같은

노예제나그와유사한모든형태의관행으로서환경적으로나그성격적인측

면에서아동의건강, 안전, 도덕에해를끼칠수있는노동을의미한다. 이는

무력분쟁을위한강제징병, 포르노나포르노적행위를통한생산활동, 성매

매에아동을이용, 알선, 제공하는불법활동, 특히관련국제협약에서정의

한마약의생산과밀매와같은활동에아동을이용, 알선, 제공하는행위등을

포함한다”(1999년「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철폐를위한금지및즉각적조

치에관한협약」제3조).

전문참조: http://www.hrw.org/children/child-legal.htm

관련용어: 아동, 아동노동, 소년병, 착취

■출신국(Country of Origin)

이주자의출신국가, 이주흐름의출발점이되는국가 (합법/불법적이주에상

관없이해당)

동의어: 송출국 (Source Country) 

관련용어: 목적국, 경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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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서류(Travel Documents)

타국입국시신분을증명할수있는모든서류들을포괄하는용어. 여권, 비

자는가장널리사용되는출입국서류이다. 어떤나라에서는특정한신분증이

나다른서류를받기도한다. 

관련용어: 신분증명서류

■충분한정보제공에기반한동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어떠한일을진행하거나발생하도록허용하는것에대한동의는관련위험이

나취할수있는대안까지를포함한, 모든관련사실에관한정보가충분히제

공된후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환자는그가치료를수용하거나거부할

경우발생할수있는모든위험요소에대해의료전문가들로부터설명을들은

후에만의학적치료에대한사전동의여부를결정할수있다.12)

■통제 (Control)

인신매매의핵심요소로서제한을가하거나지시를내리며영향력을행사하는

것.13) 인신매매자는피해자를통제하고억압하기위해채무로인한인적구속,

격리 (예, 신분증혹은출입국서류제거), 공포유발및심리적·신체적폭력

행사등다양한방법을사용한다. 

관련용어: 강압, 채무로인한인적구속, 격리

■피해자(Victim)

어떠한 행위자나 폭력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피해자는 사고나

범죄등을겪으면서상해를입고, 파괴되고, 희생된다. 또한억압과고통과학

대의대상이되며, 속고, 기만당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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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형태의 이주자에 대한 착취, 특히 인신매매 피해
자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맞서 싸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역량을 강
화하고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인신매매된 여성, 남성, 소녀, 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증진한다.

인신매매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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