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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안전

하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다. IOM은 이주민을 위한 선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 사회가 이주 과정의 어

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이

주를 통한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주자의 존엄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	남겨진	상처와	지원	제공자의	역할



본 매뉴얼은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 개발과  
지역적 차원의 훈련가 양성 프로그램(ToT)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미 국무부 산하에서 인신매매 근절과 감시를 당당

하고 있는 인구·난민·이주국(PRM)의 본 프로젝트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수많은 국제기구,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힘쓰

고 있는 덕분에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대부분 정보 교환, 형사상 및 사법적 

협력, 귀환과 재통합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건강 및 

공중 보건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헝가리주재 미국대사, 낸시 G. 브링커의 제안으로 

2003년 인신매매의 공중 보건 측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에 있어 근간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의 보건 당국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

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또 악순환을 거듭하는 심리적 트

라우마가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로 부각되었다.

의미 있는 회의를 통해 얻게 된 결과와 권장사항에 덧붙여 IOM과 전문

가 집단은 인신매매의 정신건강 측면을 조사하고 심리적 지원의 최소 기

준을 마련하기 위한 1년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IOM과 전문가 집단

은 출신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의 지원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교육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

과물이 본 교육 매뉴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소개될 내용들은 인신매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반적인 정

보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지원 제공

자들의 관점에서 인신매매와 연관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본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과정과 체계를 살

펴보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정과 

개입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 마지막 장은 지원 제공자들을 위

하여 소진 예방과 효과적인 직무수행 방법을 다루고 있다.

서문}



IOM은 여기에 제시된 기본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가 양성 프

로그램(training of trainers)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이 워크숍

을 통해 매뉴얼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료들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매뉴얼은 다양한 교육방식 및 강의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초기

에는 중앙, 동부 그리고 동남 유럽지역에 초점을 두더라도 그 밖의 지역에

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OM활동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결합시키는 것은 IOM 이주건

강 부서(Migration Health Services, MHS)의 주요 활동목표이기도 하

다. 그렇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분야에서 일종의 성과를 이루

어낼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이로운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정신건강 외의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매뉴얼은 정신건강과 인신매매 방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적 전문

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그들의 노고

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이들의 노력이 담긴 본 매뉴얼이 업무와 교

육에 유용하기를 바라며, 관련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

국제이주기구	이주건강	부서	대표

    다니엘 그론딘(의학 박사, FRCPC)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를 발생시

키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인신매매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며,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199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재통합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0여 개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500여 개가 넘는 인신매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1만 5천여 명이 넘

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안전한 귀환과 지속적인 사회 재통합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연구 및 정책 개발

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대표부는 국제이주기구가 그간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

업을 통해 축적해 온 소중한 노하우를 담은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

을 위한 IOM 핸드북> 한글판을 출간,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의 원칙

을 점검하였고,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보건 실무자 지침서>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본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남겨진 상처와 지원 제공자의 역할>은 인신매

매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남겨지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

인가에 대해 2003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이주과정에서 다양한 

착취를 경험하게 되는 이주자 일반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향

의 설정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일련의 출판물들을 통해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등 이주민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이주

민 건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활발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

이  정  혜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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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핸드북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에 관한 많은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이론화되거나 정립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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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을 번역, 수정, 윤문, 감수, 출판하기까지 김혜경, 이숙현, 이성

은, 김민성, 유미리, 이지언, 이사라님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의이신 전진용 선생님께서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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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인신매매

나는 채소가게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뿐이었다. 그런

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남자 두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입을 벌려보라

고 하더니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증언

-	István	Szilárd,	Jaqueline	Weekers,		Philip	D.	Jaff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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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표

이 장의 목표는 인신매매의 현상, 역사, 규모, 특징, 그리고 건강,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학습 목표

본 장을 통해 독자들은 

◆  인신매매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기본 용어를 익히게 될 것이다.

◆  인신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건강, 공중 보건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인신매매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정신건강에 관한 의문점

 - 미성년자의 건강 문제

 - 의학·법률 문제

◆  국제이주기구(IOM)의 역할과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  국제 협력 및 분야 간,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1.3 배경 이해

수천 년간 아동, 청소년, 여성 그리고 남성은 성착취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다. 오늘날에도 국제 인신매매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이 전문적인 범죄 조직에 의해 인신매매되고 있다. 

놀랍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인신매매는 중세 혹은 르네상스 시대

에 동유럽 여성과 아동이 서유럽의 노예시장으로 팔려가던 경로를 그대



16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로 답습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최초로 발생한 중세 시대에는 매년 동프로이센, 체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출신의 여성과 아동 

수천 명이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의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다.

두 번째 시기는 중세 후반부와 초기 르네상스 시대로 주로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동유럽 여성과 아동들이 이탈리아와 중동에 

노예로 팔려갔다. 당시에는 보스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코카서스 산간 

지역의 사람들도 인신매매되었고, 그들 역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노

예로 살다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서유럽으로의 인신매매 경로는 오스

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서유럽 

국가들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노예를 조달하기 시작했다.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터키 그리고 동유럽에서 활동하는 

현대의 노예상인들은 중세와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노예상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단지 예전보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휴대전화를 사용

하며,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

다. (www.antislavery.org)

1.4 인신매매에 대한 최초의 정치적, 인권적 접근

현대 사회의 가장 비인간적인 현상 중 하나인 인신매매 문제는 

20세기 초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유럽 

대륙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은 영국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백인 노예 매매white slavery”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인신매매가 정치적 화두가 된 것은 1900년대 초반의 일이다. 

1902년 백인노예 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Agree

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１이 입안되

１		최초로	법을	발의한	하원의원	James	R.	Mann의	이름을	따서	Mann	Act로	불리기도	함.	매춘을	
목적으로	한	주(州)간	거래를	연방범죄로	규정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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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협약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해외 성매매 행위 알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www.protectionproject.org) 몇 년 후, 12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10년 미국의 맨법Mann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매

매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ww.protectionproject.org)

20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문제시됨에 따라, UN은 이

를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결과 1949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

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49개국의 동의 하에 비준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

는 범죄 및 인권침해 현상이며 그 범주 또한 매우 다양하다. 여성을 대

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범주와 목적에는 강제 성매매, “강제 결혼”, 

농업 혹은 산업 분야에서의 강제 노동, 가사 노예, 강제 출산 등이 해

당된다. 남성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건설업, 농업 그리고 성 산업 분야

에서 발생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구걸 행위

에 동원된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臟器) 매매의 증가로 성별과 나이에 

무관하게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기도 한다. 이들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의해 마치 상품처럼 취급된다. 국제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창출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결과적으로 인신매매는 돈세탁, 마약 밀매, 서류 위조 그리고 밀수 

등 기타 불법 활동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범죄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

다. (UNICEF, 2002)

1.5 인신매매의 규모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때,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신매매는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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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지는 탓에 피해자의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무부는 연간 70만여 명의 여성과 아동

이 매매 및 운송되어 성착취 혹은 노동 착취의 목적으로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0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TIP), 미 국무부, 2002년 6월)

스웨덴의 비정부기구인 Kvinna Till Kvinna에 따르면 전 세계적

으로 약 50만여 명의 여성들이 매년 서유럽으로 매매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구소련 국가 출신이다. 

IOM은 1997년에 중동부 유럽에서 인신매매된 여성 및 아동을  

17만 5천 명으로 추산했다. 최근 IOM 통계에 의하면 매년 12만여 명

의 여성과 아동이 유럽연합 국가로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들은 주로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연합 국가로 유입되고, 그 중 1만 명의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들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에서 성 산업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특정 지역과 국

가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UNICEF, 2002)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비정규 이주,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자 그리고 불법 국경이동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 또한 어

렵다. 경찰과 국경 수비대의 통계 자료는 보통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성별 

또는 나이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더군다나 이 통계 자료들은 다

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방지라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들의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경찰 통계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구조한 사례로 

기록되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중 특히 아동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거

의 없다. 소아성애자의 증가로 인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남아 및 여

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여자 아동들이 위조 문서를 사용하고 있거나 신분증명 서

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성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장기 적출을 목적

으로 매매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 없이 구

두로만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걸이나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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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되는 아동에 대한 자료 역시 매우 드물고, 국내 인신매매에 관

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UNICEF, 2002) 

1.6 개념 정의 

인신매매와 밀입국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와 표현들이 사

용되고 있다.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

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

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 의정서의 정의를 따른다(G.A. 

Res. 55/25, 부록 II, 55 U.N.). 국제 형사 경찰 기구(인터폴)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상대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

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

집, 운반,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된다.” 

 인터폴

남성 또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인신매매는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 

등과 같이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입국과는 성격이 다르다. 밀입국

은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현금이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그 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자 밀입국 중개는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인터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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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신매매와 관련된 건강 및 공중 보건 문제

최근까지도 인신매매 근절 활동은 정보 교환, 경찰 및 사법당국과

의 협력, 귀환과 재통합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3

년부터 다수의 의정서, 선언문 그리고 연구 출판물들이 인신매매와 관

련된 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자료들은 피해자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부

합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인신매매가 노동, 성, 그 밖의 어떤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든 

간에 인신매매 피해자는 건강 관련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감금 

기간 동안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 성적 착취, 정신적 학대, 열악한 생활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데,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특히 생식 건강) 및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1.7.1 부다페스트 선언

건강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 하에 부다페스트 선언(부록 I)은  

“인신매매에 관련된 공중 보건 및 건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선언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안전하

고 지지적인 환경에서”“훈련된 전문가들로부터”“포괄적이고 지속적이

며 성별·연령·문화에 적합한 의료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건 지원에 있어 최

소 기준이 마련되어야”하며 “개입의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다페스트 선언, 2003)

1.7.2 신체적 질병 양상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절한 건강 증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의무가 아니라 출신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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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공중 보건에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관련 지역의 일반 대중 또

한 인신매매에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질병의 예방과 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중 보건 문제는 새로운 증상을 나타내는 결핵, HIV/AIDS, B형 

및 C형 간염과 같은 성 매개성 감염질환(STIs)이나 ‘일반적인’ 전염성 질

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출신국의 열악한 공중 보

건 체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

해 질병이 경유국과 목적국에 퍼지게 된다. 이 경우 비록 ‘백신으로 예방

이 가능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에 익숙하지 않은 경유국과 목적

국에는 심각한 공중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진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할 때에는 정신신체적인

psychosomatic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절하고, 적합하며, (정신적mental-신체적somatic-사회적

social) 조화를 이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위험을 방지

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이다. 

1.8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의 건강 문제

최근 중동부 유럽 및 발칸반도 국가의 아동들이 보호자를 동반

하지 않고 유럽연합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아동

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법이나 관습에 의해 이들을 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성인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자 비동반 아동은 성적 착취와 노동 착취를 당할 확률이 높

으며, 이처럼 위험한 상황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이어

진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그러하듯 대다수 아동들이 결손 가

정, 빈곤국, 개발 도상국, 또는 정치적 불안정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 출신이다. 이러한 환경은 낮은 교육 수준, 정서적 방임뿐만 

아니라 질병의 1차적 관리와 예방 및 생식 건강에 대한 보건 서비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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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은 이미 고국에서부터 (결핵과 같은) 

질병을 앓기도 하는데,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며 제대로 예방접종을 받

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아동들이 인신매매 되기 전부터 심리

적, 정신적으로 취약했으며, 인신매매는 이를 악화시킨다. 도착국에서 

아동들의 건강 상태는 그곳에서의 활동, 생활 환경 그리고 사회·교육·

건강 서비스의 유무와 그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아동은 매우 취약한 존재로, 성 매개성 감염질환(STIs)과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

진다. 대부분 적절한 성 매개성 감염 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질병을 앓는 아동은 부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자가 치료를 하게 되는

데,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 특히 생식 건강 관련 문제를 야기할 가

능성이 높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에게는 안전한 쉼터, 충분한 음식, 가족/친구/

또래의 관심과 보살핌, 언어 및 인지 능력을 갖추게 해줄 교육 등 건강

한 삶을 위한 환경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아동에게는 건강권이 있으며 아동 인신매매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든 인신매매 방지 

활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Grondin, 2003)

1.9 인신매매의 정신건강적 측면

1.9.1 정신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WHO)는 출범 이래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

성을 강조해 왔으며, WHO 헌장에 명시된 건강의 정의도 이를 반영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기 보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삶의 상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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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정신건강의 개념

은 안녕well being, 자기 능률, 자율, 권한, 세대간 결속intergenera tional 

dependence 그리고 개인의 지적·정서적 잠재력의 실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정의 내

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신건강이 단순히 ‘정신 질환이 

없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신건강은 근

본적으로 신체적·사회적 기능 및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2001 세계 건강 보

고서, WHO)

 

국제이주기구(IOM) - IOM은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 질환의 유무나 정신과

적 치료가 아닌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심리사회적 접근psychosocial 

approach’은 정신적 안녕mental well being을 이해하고 다루는 특정 방식을 일컫

는다. 심리사회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사회적·문화적 요소와 정신적 안녕 사이

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것은 곧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

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심리

사회적 접근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 안녕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소

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을 심리적 또는 정신 의학적 개입

이 불필요하거나 이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서양의 정

신과적 치료에서부터 전통적이고 영적인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IOM Council Document MC/INF/271, 2003

1.9.2 정신건강과 인신매매의 연관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심리적 반응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

는데, 특히 과거에 경험한 사건들과 인신매매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이전에 이미 폭력적이고 정신적 외상을 입을 만한 경험을 하

며, 이것은 종종 혈연관계나 연인관계에서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신매매 정황 - 정신적 학대는 인신매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전략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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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박, 위협, 거짓말, 사기, 감정의 조종, 불안하고 예측과 통제가 불

가능한 사건의 조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학대는 지속적이며 

극단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방어 체계를 파괴시킨다. 

◆  피해자는 실제로 죽음을 직면하거나, 본인의 안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인신매매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극단적 생존 상황’으로 

내몰린다.

◆  피해자는 휴식이나 적절한 음식 없이 장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육

체적으로 탈진된다. 또한 통제와 고립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신매매자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킨다. 

◆  피해자는 흔히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다. (성적) 폭력은 사회적

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성폭력은 자

존감과 자신감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종종 낙인과 결부되어 도움

을 구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1.9.3 인신매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 보다

는 건강, 사회경제, 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문제는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것은 추가적인 신체적 문제 유발에 그치지 않고 가정 또는 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목록은 인신매매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증상들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2003;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  정신신체적 반응: 두통, 경통(목의 통증), 요통, 위장질환, 오한, 발

한, 심계항진, 수면 장애, 면역 억제 등

◆  심리적 반응: 무기력감, 절망, 자살 사고suicidal thinking, 자해, 폭발적

인 혹은 제어 불가능한 분노, 폭력성, 의식의 변화, 기억 상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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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리 상태, 과거 경험의 재연, 고립, 위축, 불신, 기억력 장애, 만

성 불안, 악몽, 만성 피로, 빈번한 울음, 무관심 등

◆  향정신성 물질 남용과 이에 대한 의존: 과량 복용, 중독, 신체적 손

상(뇌/간), 주사바늘을 통한 감염, 약물 의존, 알코올 중독, 문란한 

성 관계/폭력/범죄 등 위험이 높은 행위에 가담

◆  사회적 반응: 고립, 외로움, 의미 있는 관계 구축과 유지 불능, 불

신, 가족과 사회의 거부, 인신매매에 다시 연루될 위험성

1.9.4 윤리적, 의료법적 문제의 인식

인신매매는 인권 유린이며, 국제법과 수많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범죄 행위로써의 인

신매매를 조명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경찰 업무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절

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이나 특별 변호도 제공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

록된 자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피해

자가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을 때) 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최초 접촉 시 피해자의 건강 및 심리 상태, 치료 내역 및 증

상의 경과 등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의 이력, 사회적 평가, 피해자가 참여했

던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평가서, 피해자의 일상 생활 및 대인 관계에 

관한 관찰 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 또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이루어진 지원이나 사법 당국의 조치 등은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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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국제법은 모든 의사 결정에서 미성년 인신매

매 피해자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인신매매 피해자와 관련된 윤리적,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는 비밀보

장,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

복할 수 있도록 대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결정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구체적인 양식을 기입해

야 한다. 만약 적절하다면 구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절

차를 거쳐 내용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1.10 국제이주기구(IOM)의 역할과 임무

IOM의 임무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자발적 결사체들과 협력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거나 이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IOM은 인도주의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

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iom.int)

1.10.1 이주민의 건강

이주민의 건강 관련 지원은 IOM이 브뤼셀에서 설립된 1951년부터 

지금까지 제공해 온 다양한 지원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IOM

은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well being에 대

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신건강 관련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IOM은 고향을 떠나왔거나, 망명길에 오른, 또는 그 과정에서 이리

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거나 자신의 고향으로 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주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마도 IOM은 이주의 전체 과

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일 것이다. 이로 인해 본 기구는 이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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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이주 과정의 전 단계

에 걸친 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다양한 개입 방안들을 소개할 수도 있

다. 즉 이주 및 정신건강에 관련된 영역에서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감

당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IOM은 각국 정부, 

정책 입안자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이주

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심리사회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가지

고 있는 예방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IOM Council Document 

MC/INF/271)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은 인신매매와 보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 협력 기관, 그리고 지역 사

회가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0.2 인신매매 방지 활동

오늘날 인신매매는 각국의 이주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이 가

장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이와 관련된 정책 문서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

니다. 1999년 IOM 정책 문서는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목적을 ‘이주민

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에 연루된 이주민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기구의 

주요 활동 전략과 목표를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담과 의료 서

비스도 포함된다. 2000년에 발행된 ‘인신매매: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Trafficking in persons: update and perspectives)２’이란 제목의 

IOM의 정책 문서는 IOM의 국제적·국내적 수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2003년에는 ‘인신매매: IOM의 전략과 활동(Trafficking 

２		원문	http://www.iom.int/jahia/webdav/shared/shared/mainsite/about_iom/en/council/80/
MC_INF_245.pdf	한글본	미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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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ersons: IOM Strategy and Activities)３’이 발행되었다. (IOM 

Strategy and Activities, 2003)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

히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취약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신매매 예방,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법제화, (출신국으로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을 포함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개별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세계 각지에

서 진행되고 있다.

표 1.1_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IOM의 개입 방식 (인신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IOM의 역할, 2002４)

경유국

-	직접지원
-	쉼터/보호
-	건강	및	법률	서비스
-	역량	강화

목적국

-	직접지원
-	쉼터/보호
-	건강	및	법률	서비스
-	역량	강화

출신국

-	인식	제고
-	예방
-	역량	강화
-	연구	조사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이동·입국·재통합	지원

IOM은 직접지원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쉼터 관리에서부터 건강, 

보안 그리고 인터뷰 지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인신매

매 방지 핸드북을 개발하였다. 

３		원문	http://www.iom.int/jahia/webdav/shared/shared/mainsite/about_iom/en/council/86/
MCINF_270.pdf	한글본	미출간

４		원제	IOM’s	Role	i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한글본	미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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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지역적·국제적 연대의 중요성

개별 기구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회복을 전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IOM의 모든 활동은 정부, 비정부기구(NGOs), 그리고 그 밖의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 하에 계획되고 진행된다. 

IOM은 인신매매 방지 프로젝트 운용과 기금 마련에 있어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해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한다. 또한 인신매매 문

제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정부기구와 함께 교육, 워크숍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IOM은 피해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비정부기구의 자기 계발과 역량 강

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결실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세계 각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IOM은 목적국과 출신국 또는 

(비정부기구와 같은) 지원 제공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또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은 

다양한 개입과 지원 방식을 비교하고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

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집

행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법 집행 기관에게 있어 비정부기구

나 특수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들이 사법 기관이나 해당 관계자를 불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을 능숙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나 기타 기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착취적인 

상황에서 구출해낼 수 있고, 이들을 비정부기구에 연계해 주며, 비정

부기구 직원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구속력과 

자원을 가진 법 집행 기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Law 

Enforcement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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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질 향상과 공유를 위해 (IOM을 포함시키는 것과 무관하

게) 비정부기구 및 기타 지원 제공 기관과 국제적·국내적 연대를 형성하

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연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풍부한 국제 사회의 경험 간 매개체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2 인신매매 관련 보건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본 교육 매뉴얼은 부다페스트 선언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것이

며, 정신건강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 

발판이다. 출신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

하는 지원을 표준화하는 것에는 관련 보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전

자 정보 체계의 개발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건 자료에 대

한 분석과 해석이 불가능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건 지원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의 인권 옹호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인신매매 방지 보건 정보 시스템(Counter-Traffick ing Health 

Database, CTHDB)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비책이다. 보건 정

보 시스템은 인신매매 방지 활동 중에서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속한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을 관리하는 주체들 간의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위한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의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질병 분류(International Codifica tion of 

Diseases, ICD)와 같은 국제적 진단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보건 통계와 역학epidemiology

에 관련된 기본 개념(예. 유행, 발생, 위험 평가, 위험 진단)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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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신매매와 공중 보건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

2003년 3월 19-21일에 걸쳐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중앙, 동부 및 남동부 

유럽의 인신매매와 공중 보건에 관한 지역 회의의 참여국들은 

●  인신매매가 인권 침해임을 확인하고,

●  중부, 동부 및 남동부 유럽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범주의 건강 관련 문제, 즉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외상, 성 매개성 감염질환 및 기타 감염질환, 비전염성 질병, HIV/AIDS

와 결핵을 포함하는 합병증 및 그 외의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

려하며,

●  현재 지역 내 일부 국가에서 HIV와 결핵, 특히 의약품에 내성이 있는 

결핵이 전염병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  인신매매가 가지는 건강상의 문제와 공중 보건적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국내적 노력과 결실이 있어왔지만, 인신

매매와 관련된 공중 보건 및 건강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이 필요

하다.

●  인신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

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성별·연령·문화에 적합한 보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보건 지원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직업적 윤리 원칙을 준수하

는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에 앞서서는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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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건 지원의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이 기준은 포괄적인 연구와 모범 사례에 기반하여 정부, 정부간 기

구 및 비정부 기구, 학계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한다.

●  보건 지원에 있어 개입의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한다.

    피해자와 보건 전문가의 처음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초기 구출 단계

는 종종 목적국이나 경유국, 혹은 양국 모두에서 진행된다. 이 시기에

는 부상과 외상의 치료, 위기 개입, 상담을 비롯한 기본적 보건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흔히 출신국에서 진행되는 재활 단계에서는 장기적인 건강상의 필요와 

피해자의 재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시기의 보건 지원은 개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공해야 하는 지원으로는 

상담, 후속 지원, 그리고 성 매개성 감염질환, HIV/AIDS, 결핵 검사 

및 치료, 신체 및 정신적 외상, 약물 남용 및 기타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들 수 있다. 

●  인신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집단

이다. 이들에 대한 보건 지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반드시 피해자에게 미칠 장기적인 심리사회적·정신적 영향을 고려해

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사례에서는 법정 후견인 문제와 같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는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최소 기준 마련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동기부여 

요소가 되어야 한다.

●  쉼터와 재활센터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보건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쉼터와 재활센터의 운영 및 관

리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을 따라야 한다.

●  종합적 보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

건 전문가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수한 욕구를 세심하게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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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야 한다.

●  심리사회적 상담은 신뢰 구축 및 피해자의 욕구 파악, 보건 지원 제공

을 위한 피해자의 동의 획득, 회복 목표 설정 시 피해자의 참여 장려, 

장기적인 재활과 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쉼터와 재활센터에서 제공되는 친교, 오락, 교육 활동 및 직업 관련 활

동은 자존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  인신매매와 관련된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인신

매매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인식 증진 

캠페인을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 법적 권리, 보호와 지원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들이 

국가 보건 체계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정부,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목적국, 출신국, 경유국에서 제공되

는 보건 지원을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의

료 정보의 공유는 지원의 지속성, 효과적인 사례 관리 및 재활과 재통

합에 있어 필수적이다. 단, 자료 공유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하에 이루

어져야 하며 기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국들은 이 선언문에 포함된 권장사항들을 널리 알리고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제2장

인신매매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신매매 과정

- Nenette Motus

루마니아를 떠날 당시 저는 15살이었어요. 12살 때 어머

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후 나

와 오빠를 때리기 시작했죠. 제 사촌이 제게 이런 상황에

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나를 노예처럼 팔아넘겼죠. 

-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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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표 

이 장의 목표는 실무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개별적이고, 포

괄적이며, 적합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에 대한 기

초지식을 다지는 것이다.

2.2 학습 목표

본 장을 통해 독자들은 

◆  인신매매의 특성과 과정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  인신매매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을 파악하고, 적합한 일반적/

심리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인신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2.3 인신매매 개요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며 범죄 행위이다. 범죄 행위로서의 

인신매매는 인간을 ‘공급’과 ‘수요’가 가능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인

신매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배출push’ 요소와 ‘유입pull’ 요소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기와 제시 조건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출

신국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적으로 인

신매매 피해자는 목적국에서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본

국을 떠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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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핵심 요소

인신매매 과정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요소 - 출신국과 목적국의 경제적 격차, 상대적으로 느끼

는 경제적 박탈감, 실업, 취업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물질적 

이익 등

◆  사회적 요소 - 폭력적인 가정 환경, 가족의 붕괴, 사회적 구조 및 

인신매매에 유리한 전통적인 사회망, 성차별, 교육의 결핍, 가정 폭

력 등

◆  범죄적 요소 - 조직 범죄의 증가와 범죄 양상의 다양화, 법의 허점 

(혹은 현행법의 미적용과 부패 등)

인신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인신매매 대상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신매매자와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원하는 인신

매매 피해자의 의지 때문이다. 인신매매 과정에는 사람을 상품처럼 중

개하는 한 명 이상의 범죄자가 연루되어 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성 산

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는 인신

매매 산업에 지속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연결된 범

죄 고리는 그 동안 ‘살아있는 상품의 수출과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 

(Bezpalcha, 2003)

2.3.2 인신매매자

인신매매자란 모집인, 중개인, 포주, 여자 포주, 남자친구가 된 후

에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 남편이 된 후에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 고용

주, 인신매매 피해자를 착취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주 등이다. 이들은 

인신매매 유발자인 동시에 가담자로서 종종 겉으로는 친절하고 동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국적, 민

족,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인신매매 산업에 연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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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인신매매는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며, 특히 여

성과 아동이 더 취약하다. 이들은 성 착취 또는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

어 매매되고 운송되어 재판매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강제 구걸, 비행, 채무로 인한 노예생활, 사기 결혼 및 입양 혹은 불법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성은 지

속적으로 변화한다.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아동 피해자가 점

점 늘어나고 있다. (IOM Council Document MC/INF 270, 2003)

◆  연령 범위 -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

고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남동부 유럽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작성된 RCP(The Regional Clearing Point) 보고서에 따

르면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들의 연령은 14세에서 

32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원 조사 및 송환 당시 이들

의 나이는 대다수가 18세에서 24세 사이였다. 인신매매 초기 단계

의 피해자 나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지만 구류 기

간과 신원 조사 당시 연령 등을 조합해 보면 대부분 17세와 20세 

사이에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인신매매 피해 여성 - 이주의 여성화로 인해 여성은 인신매매에 더

욱 취약해졌다. 이들은 착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생식·육체·정신건

강 상의 위협을 받는다. 또한 2차적인 위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 - 많은 아동들이 해마다 강제적으로 성 

산업에 유입된다.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18세 미만)는 그들이 처

한 상황으로 인해 성적/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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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노동(공장 노동, 가사 노동, 성 산업 노동)을 목적으로 인

신매매된다.

  성인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일하게 아동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학대 

가정, 한부모 가정, 고아원, 난민 보호소와 같이 폭력적이고 불안정

한 환경 출신이며, 가출이나 부랑아 생활을 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이 아동을 직접 매매하기도 한다. 

(End Child Exploitation: Stop the Traffic, UNICEF, 2003)

  RCP 보고서에 따르면 남동부 유럽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인신매매

에 피해 사례에 관한 자료들은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다. IOM 키예프 대표부가 운영하는 재활 센터의 미출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시설을 이용한 총 402명

의 여성 중 인신매매될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28명(7%)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시설을 거쳐간 미

성년 인신매매 피해자 44명 중 오직 3명만이 남아(인신매매 당시 

12세-13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남성 - 남동부 유럽에서 성인 남성(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신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부분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는 없다. 남성의 경우에는 밀입국자이든 인신매매 피해자이든 결국

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두 사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신매매 피해 남성에 관한여 보고된 사례가 상대적으

로 적은 이유는 인신매매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 여

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남성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도 매우 낮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과 소년도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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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행위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거나, 불법 장기 매매의 대상이 된다

고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는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3.4 인신매매 단계별 특징

인신매매는 모집, 이동, 그리고 착취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요소

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속적으

로 나타난다.

1. 출발 전 단계, 출신국에서 모집

2. 출신국 내에서의 이동 또는 국가간 이동

3. 목적국에서의 착취

국내 인신매매 - 국내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시골이나 작은 마을 사

람들을 주요 도시와 상업이 발달한 국경지역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인신매매의 주요 단계

심리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신매매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출발 전

2. 이동과 수송

3. 목적국 도착

4. 구출 혹은 탈출, 구금 및 추방, 범죄의 증거

5. 귀환 및 재통합

 (Gushulak & McPherson, 2000;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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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출발 전 단계 

출발 전 단계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격적인 인신매매 상황에 놓

이기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우린 곧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 그를 만나러 

외국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죠. 그 곳에 도착하

고 나서야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혼자 두고 

달아났어요. 그가 나를 사창가에 팔아 넘긴 것이었죠”

인신매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이주를 결심할 때에는 주

로 가난(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 가족의 해체, 대인 관계에서 폭력과 

학대의 경험, 더 나은 삶/결혼에 대한 거짓된 약속, 여행을 보내준다는 

약속 등의 영향을 받는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인신매매의 주요인은 가난과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이지만, ‘잠

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이나 학대도 인신매매에 영향을 미

친다. (IOM Kosovo, 2002) 부모, 배우자, 기타 가족 구성원, 권위자에 의한 

학대, 폭력적인 경험은 사람들이 인신매매자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경험한 어린 소녀들

의 경우, 낮은 자존감, 수치심, 연약함과 스스로를 하찮다고 여기는 감

정이 발생한다. (Grayston, De Luca, & Boyes, 1992; Limanowska, 2002)

IOM 몰도바 대표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

곳을 거쳐간 1200명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 중 57% 정도가 저소득층 

출신이었다고 한다. (IOM Chisinau, 2004)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 중 상당

수가 교육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OM 우크라이

나 대표부가 시행한 2003년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환 및 재통합 프로

그램에 따르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기술 

교육을 받았거나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IOM Kyiv, 2004)

인신매매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착취를 당할 “잠재적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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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victims”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종종 납치를 통해 이

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사기 행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피해자가 종사하게 될 직업의 종류를 

속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제적 보상이나 근로 환경에 대해 속이거나, 혹

은 두 가지 모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자는 모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술책을 부린다. 

바, 디스코텍, 혹은 길에서 낯선 사람이 외국에 나갈 기회를 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동

일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여성은 크게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여성들이 오페어au-pair１, 웨이트리스, 무용수를 구하는 해

외 취업 광고, 심지어는 신부감을 구하는 광고에 속기도 한다. 납치나 

유괴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될지 약간의 정보를 얻

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인신매매자들이 사용하는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상을 목표로 할 때 (예. 바, 카페, 클럽의 

남자/여자)

◆  가족이나 친구 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  구인 광고 및 유학 광고

◆  직업, 유학, 결혼 혹은 해외 여행 알선 업체

◆  거짓 결혼 중매

“루마니아를 떠날 당시 저는 15살이었어요. 12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

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후 나와 오빠를 때리기 시작했죠. 제 사촌이 제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나를 노예처럼 팔아넘겼죠.”

１  가정에 입주하여 집안일을 거들며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젊은 여성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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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동과 수송 단계

이동과 수송 단계는 모집 시점에 시작하여 목적국에 도착하는 시

점에 끝난다. 일단 모집이 되면 개인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사전 동의 

없이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신체적 학대 및 그 외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인한 고통을 경험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출신국을 벗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

에 인신매매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 일부는 여권 없이 출신국을 

떠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피해자가 도망칠 것을 우려한 인신매매자에

게 여권을 빼앗긴다.

인신매매자들은 피해자 이송 시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한다. 

저렴한 비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동이 합법적임을 인신매매 피

해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위험한 이동 수단에 노출되거나(예. 차량 트렁크), 온갖 위협과 폭력 그

리고 강간 및 기타 성적 학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경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러한 이동 단계에서 인신매

매자, 감시자, 운전수, 국경 수비대 등에 의한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또

한 몇 번의 이동과 수송을 반복하며 되팔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동 단계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처음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 인신매매 피해

자에게 있어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

한다. 대다수가 집을 떠나는 것,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 그리고 기존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시

기에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을 깨닫기 시작한다. 동시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다. 도망칠 수도 없는 위험

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과 중요한 세부 내용

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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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위협(끊임없고 집요하게 두려움을 주입), 거짓말, 속임수, 예

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지속(이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혼란

을 야기하여 사건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듦), 모

든 결정권 박탈, 정서적 조종(예. 피해자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등이 있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우리는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다.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냈다. 식수는 제

한적이었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먹을 수 있었다.”

2.4.3 목적국 도착 단계

목적국에 도착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일반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강압, 폭력, 강제 노동, 부채 및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노출된다.

착취 단계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이 동원된다.

◆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의 여권과 신분증명 서류를 압수하고 그들을 

불법 이주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는 이주

법이나 규정 위반 또는 매춘 행위로 인해 기소나 추방을 당할 수 

있다.)

◆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폭력과 성적 학대를 가한다: 대부분의 여

성들에게 있어 강간은 성적 착취의 시작이다. 

◆  고문과 세뇌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생리현상을 조종한다: 수면 시간 

박탈, 굶주림, 개인 공간과 사생활의 제한, 생명 위협, 반복되는 폭

력과 고문

◆  신체적 및 정신적 고문에는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연락 금지,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벌금 부과 및 금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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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그리고 알코올 및 기타 약물의 강제적 복용,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자에게 협조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압적인 수단 등이 포함된다.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인신매매자의 통제에 굴복하게 된다. 

◆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이는 누적된 부채를 상환한다는 명목 하에 

발생한다. 이 부채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이동 경비, 거짓 서류의 

제작 및 구매 비용 등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

에는 인신매매자가 피해자에게 숙박비, 다른 ‘구매자’에게 넘겨주면

서 발생하는 재매매 비용, 벌금, 음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며 채무

의 규모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

목적국 도착 단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험하는 감정은 다음과 

같다. (Bezpalcha, 2003)

◆  두려움 - 인신매매자에게 붙잡혀서 받는 고통스러운 처벌, HIV/

AIDS 및 기타 성 매개성 감염질환 감염, 강제로 복용한 마약이나 

알코올에 대한 중독, 성매매로 인한 기소와 처벌,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

◆  죄책감 - 실수를 저지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 신앙적 가치(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와 품위를 저버린 것,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  분노 -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자신과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타

인, 그리고 자신이 망가지도록 방치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분노

◆  배신감 - 인신매매에 연루되게 만든 사람들, 신(신앙을 가지고 있다

면), 그리고 정부 혹은 가족/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  불신 -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자신의 능력과 그/그녀를 배신하

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주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 

◆  무력감 -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상황이 나

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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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 충격을 받은 상태뿐만 아니라 울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

는 상태의 지속

◆  의심 -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

◆  혼란 - 한 장소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며, 기억을 상실

<타냐의 이야기>

“이후 나는 술집 주인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 그들은 내게 

손님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강요했다. 나는 돈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과 성관

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혐오스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타락하고 빗

나간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술집을 찾는 고객들과 그들과의 성관계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기타 빈번하게 관찰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IOM Kosovo, 2003)

◆  무감각/체념 - 입증되지 않은 사례들에 의하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노예화는 물리적, 정서적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게끔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경우 

위험에 대응하려는 피해자의 능력과 수단은 점차 무력해지고 자연

스럽게 성적 착취에 예속된다.

◆  복종 - 학대받는 환경에 처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순종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신매매자

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게다가 인신매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기만

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살게 된다. 인신매매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다.

◆  부적응 -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과 두려움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하

여금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든다. 피해자가 지각하는 현실은 왜

곡되고, 결국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불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이성적이며 다소 극단적인 선

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혐오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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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건들은 피해자의 심신을 쇠약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으며 마음을 바꾸어 폭력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이러한 증상은 인신매매자로부터의 탈

출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후에 나타난다.

◆  자주성의 상실 -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침해하

고, 언제 먹고 또 언제 쉴지 등과 같은 간단한 선택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며, 지속적으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이러한 통제권의 

상실은 정신적 외상 경험 중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손꼽힌다. 신상정보 서류를 빼앗고 거짓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인신

매매 피해자의 정체성이 부인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견해는 무차별

적으로 짓밟혀, 결국에는 스스로의 존재를 통제하거나 자발적인 결

정 및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권리 이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

지게 된다. 그리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정상적인 정신 활동도 불가능해진다.

◆  약물의 자가 처방 - 인신매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분노, 슬픔, 그

리고 절망에 휩싸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이런 상황

에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은 고통을 덜어주는 정신적인 도피

처가 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을 둔화시키기 위해 

알코올과 약물의 복용을 부추긴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고객을 거절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잔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마약과 알코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여

러 형태의 중독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  자해 및 자살 -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지

만 실제 자살률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

우 치료와 입원을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  비밀 -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남성은 그들이 처했던 역경의 

내용과 정도를 비밀에 부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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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설픈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들로 자신의 부재를 설명하려고 

한다.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하거나, 성 매개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에는 감옥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

들이 인신매매 피해자 본인에게조차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  회복/의미 찾기 - 정신적 외상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그러하듯 인

신매매 피해자도 역경에 맞서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극

복 방법은 신앙과 같은 다양한 내적 자원과 관련이 깊다. 일부 인신

매매 피해자들은 절망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찾는다. 일

부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하, 추문의 주인공

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적의, 책망, 낙인, 무시 그리고 편협 등의 

감정에 맞선다. 회복력, 극복 방법, 신앙 그리고 그 밖의 방어적인 

요소들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착취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목적국에 도착하자 여아들을 호텔로 데려가 한 방에 모아 놓았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도착해 어설픈 러시아

어로 자신이 그들을 샀으므로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해서 쌓인 빚을 갚아야 한다

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심하게 맞았다. 며칠 후, 포주는 그 중  

4명을 다른 곳에 넘겼고 크리스티나를 포함하여 3명만 호텔에 남게 되었다. 포주

는 그들을 각각 다른 방에 밀어 넣고 고객을 상대하도록 했고, 한 아이가 매일 

8~12명의 고객들을 상대했다. 그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고 보다 순종적이 될 수 있

도록 술에 진정제와 향정신성 약물을 타서 강제로 먹였다. 호텔에 머무는 동안 크

리스티나는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때때로 호텔 옥상을 거니는 것은 허락이 

되었다. 호텔의 창문은 모두 창살로 막혀 있었고 방마다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였다. 친지들에게 연락할 수 조차 없었다. 크리스티나의 친구인 옥사나가 고

객이 준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후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

2.4.4 구출 및 탈출, 구금, 추방 그리고 범죄의 증거 수집 단계

구출되거나 인신매매자로부터 탈출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으로 인하여 혹은 인신매매자나 착취적인 고용주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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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경찰에 구금되거나 이민당국의 

보호 하에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인신매매 상황에서 벗어난 인신매매 피해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출되어, 다양한 시민 단체들에 의해 출신국으로 송환된 경우

◆ 스스로 귀환한 경우

◆ 추방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훨씬 안전

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혼란

을 겪는다. 또한 그들에게 제공되는 초기 지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탈출 또는 구출된 후부터 경유 센터에서의 체류기간을 거쳐 귀환할 때

까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 일부 경유국 혹은 

목적국의 낙후된 보호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체포, 증거 제출, 재판에서의 

증언 등 사법당국과의 배타적인 접촉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서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기억 상실, 법 집

행 공무원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 등을 경험하기도 한

다. 이러한 과정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피해

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

“내가 머물렀던 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

았다. 이 여성들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교도관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다. 돈이 

없었던 나는 굶는 수 밖에 없었다. 수감기간 동안 6kg이 빠졌다. 종종 나를 안타

깝게 여긴 수감자들 덕분에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었다.” 

26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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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귀환과 재통합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재통합이 이루어진

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귀환 이후 해당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시기가 바로 재통합 단계

이다. 이 때에는 지원과 개인의 극복 방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

도록 한다. 

2.5 귀향

귀향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인신매매 피해자 개인의 경험, 최근 발

생한 정신적 외상 사건, 현재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절

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인신매

매와 관련된 신체적, 심리사회적 외상을 이해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

자를 향한 비난은 그들이 고독하고, 무가치하거나 수용되지 못하며, 더

럽고 망가졌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낙인의 문제가 단지 사회적 환경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의 태도, 생활 방식, 그리고 자존

감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재통합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낙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재

인신매매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인신매매 피해자

는 종종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혹은 약속했던 만큼의 돈을 벌어오지 못했거나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

유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

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에 다시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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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국과 가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인신매매를 

불가피하게 견뎌내야만 했던 범죄적인 학대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처했

던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과 비판, 그리고 낙인을 경험하

게 되면 다시금 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느껴지는 해외 취업을 시도하게 

된다. (IOM Kosovo, 2003)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귀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별적이고, 통합적이며, 현실을 반영한 검토(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자신이 속했던 지역사회로의 안전하고 존중 받는 귀환

◆ 개인 신분증명 자료의 보안 유지

◆ 다양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 재활 센터, 쉼터, 사회 복귀 시설

◆ 심리사회적 및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접근

◆ 장기적 심리 반응에 대한 인지

◆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

◆ 교육 제도로의 편입 지원

◆ 직업 기술,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채용의 촉진

◆ 인신매매 피해자 및 지원 제공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체계 활용

2.6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2003년 부다페스트 선언(the Budapest 

Declaration)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건강상

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취약 집단이다.

2.6.1 학대, 무시, 가정 분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인신매매의 경험

일부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경우 인신매매 이전에도 상실,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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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혹은 그 밖의 다양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는 그들의 정서

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아 인식, 자존감,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 형

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인신매매 피해

자 보호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신매매 피해 아동 

중 상당수가 폭력적인 가정, (이혼, 별거,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한부

모 가정, 고아원 혹은 정부 위탁 아동 시설, 난민 보호소 출신이거나, 

혹은 가출로 부랑아 생활을 하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은 아동을 극도로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결국 인신매매에 빠지게 한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이 아동을 인신매

매하거나 팔기도 한다.

통합과 재통합 계획을 수립할 때뿐만 아니라 지원을 제공할 때에

는 아동이 본국/가정에서 경험한 위험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인신매매의 경우 납치나 성적 학대, 또는 인신매

매자가 목표로 정한 아동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면서 발생한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이 어떤 경로로 인신매매되었든 간

에 아동은 자신이 학대를 멈추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인신매매 과정 동안 끊임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아동의 향후 성장을 위협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 만성적인 폭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성폭력의 위

험에 방치된다.

2.6.2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

성적인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

다. 아동은 심지어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조차 인신매매자와 애착과 신

뢰를 형성하는 강요된 “생존”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결국 아동은 자

신을 보호해주는 성인을 신뢰하고, 권위에 복종하며, 그들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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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하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인

신매매를 경험한 대부분의 아동은 향후 상호 신뢰와 친밀감을 기반으

로 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학대가 성장에 미치는 병리학적 영향은 다양하며, 신체, 감정, 인

지능력, 행동발달과 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성적 학대

와 인신매매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미친

다. 아동은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성인의 생활에 노출이 되어 심각한 정

체성 혼란과 역할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로 인하여 압도 되고, 불안감, 참을 

수 없는 고통, 혼란스러운 쾌감 등을 겪게 된다. 젠더와 성에 대해 이해

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춘기 전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신매매 과정에

서 겪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 경험은 그들의 향후 신체적 건강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성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

득한다. 감당하기 힘든 분노, 공포,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오는 혼란을 

겪게 된 아동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정신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자신들의 분노와 유약함에 대처하기 위해 부정, 

적의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공격적

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연령과 성장 정도에 따라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어릴수록 폭력은 더욱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체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와 정신적 

외상으로 나눌 수 있다. 산만하거나 심하게 불안해 하는 행동, 반복

적인 놀이 양상, 악몽, 불안 증상, 회피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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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의 잠재적인 결과로는 낮은 자존감, 

빈약한 대인 관계 기술, 불안, 고립, 유도된 정신병적 사고, 공격성과 

성욕 과잉, 학습 장애, 약물 남용, 자살 시도 경향 등을 들 수 있

고, 이는 아동 인신매매가 초래하는 절망적이고 기능 장애적인 결과

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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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공자의 관점
- Diana Tudorache, Rossanka Venelinova 

지원 제공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

중하면서도 점진적인 접근법이 권장된다. 피해자가 지원 

제공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

신을 가지기 전에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신매매 방지팀의 구성원 중 인신

매매 피해자와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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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표

이 장의 목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

고, 가족 및 출신 지역 사회에 재통합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기본적

으로 활용되는 자원과 제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3.2 학습 목표

본 장을 통해 독자들은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의 중요

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지원 제공자별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터

득하게 될 것이다.

◆  아동 피해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 보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현실과의 간극

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3.3 개괄

최근 몇 년 동안 남동부 유럽 지역의 인신매매 현상에 대한 다양

한 자료들이 소개되었다. 출신국,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서의 지원 활

동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신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

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와 그 활동 내용도 

매우 방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현재보다 광범위하면

서도 조화로운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공산

통치를 종식한 중앙 및 동부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빈곤으로 인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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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매가 만연한 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

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사전 동의와 자발성에 근거한 지

원, 그리고 피해자가 구사하는 언어 사용

◆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를 반

영한 조치

◆  개별화된 치료, 지원 및 신중한 후속 조치

3.3.1 다분야·다학제적 접근 

인신매매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포

함한 모든 관련 주체들이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상호’ 혹은 ‘다자간’ 협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 

법적 소송에서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인신매매 피해

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기관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또한 각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도 단일 서비스 제공(예. 

출신국으로 되돌아가는 교통편 지원)에서부터 복합 서비스 제공(예. 주

거 지원, 의료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종류와 무관하게 관련 기

관들이 협력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갈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진 경

우 개입의 효과가 커질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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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가 처하게 되는 인권 침해 환경도 개선된다. 따라서 인

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포괄적이고, 다분야를 아울러야 

하며, 적합한 다학제적 팀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3.3.2 정부, 비정부기구, 정부기구, 국제기구 및 시민 사회의 역할

인신매매가 연루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서 정부 기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자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고, 또한 지원을 지속하고 체계화

시키는 데 있어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방대한 

규모와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

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빈곤국의 

경우 기술 및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참여는 재통합 지원과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비정부

기구와 정부간 기구들은 전세계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훈련을 개발하며, 현장에 적합한 지원 방법들을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본국에 돌아온 

피해자가 가족, 친구, 지역 내 보건 전문가, 이웃 등에게 낙인 찍히는 것

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 제공자들 사

이에서 “피해자 처벌”로 비유되기도 한다. 

귀환 초기 단계에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IOM의 

기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귀환과 연계 체계는 출신 지역사회에서 운용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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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환 이후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모집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3.4 정부 기관과의 협력

3.4.1 법적 문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서 (당사자가 서류를 여전히 소지

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과 여행 서류를 확인하거나 새로 발급받

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인신매매자나 고용주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여권, 

여행권, 신분증 혹은 출생증명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압수하기도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스스로도 다양한 연유에서 자신들의 실제 신분

을 숨기기도 한다. 이 경우 IOM이나 비정부기구들은 초기 지원의 일환

으로 피해자의 신원 및 신원 증명 서류 확인을 돕는다. 이 과정은 피해

자가 본국으로 귀환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

해자의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 이런 작업을 매우 더디게 진행한다. 따라서 

사전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고, 기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류 절차에 소요될 대략적

인 기간을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출신국에서 분실한 서류의 경우에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서류를 재발급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으

나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유사-치료quasi-therapeutic의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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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법 집행 및 사법부와의 대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유흥 업소 단속이나 불법 이주민 단속을 통

해 경찰과 처음 대면하게 된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대개 법 집

행 공무원들을 지원 제공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당국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사법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극히 소

수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국경을 넘다가 법 집행 기관 공무원과 마주치

게 되기도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경

찰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불법 이주자나 심지어 범죄 조직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

인신매매자들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오히려 체포되거나 

수감될 것이라고 위협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협

박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 다수가 위조 서류 소지와 같은 인신매매 관

련 경범죄, 불법 국경이동, 성매매 혹은 구걸 등으로 인해 취조나 수감

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3.4.2.1  정신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하는 법 집행관이 유념해야 할 점

인신매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외상의 발현은 법 집행관이 피해

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방

법으로 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법 집행관이 유념해야 할 정신적 외상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

다. (UNDP, 2003)

◆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은 종종 자신이 인신매매되었다는 사실 자

체를 부정하는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

거 앞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

◆  조사관들에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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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기도 한다.

◆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  자신에게 정신적 외상을 입힌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

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그 사건에 대한 그럴듯한 기억을 만들어

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찰

과 검찰을 종종 혼란에 빠뜨린다.

3.4.2.2 정보 교류 지원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신매매자를 추적하고 기소하기 위하여 

사법 제도에 협조하겠다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지원 제공자는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인신매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하고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증인으로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꺼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복의 위험

 - 피해자들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부적절한 처우

 -  적절하고 효과적인 증인 보호 제도의 부족이나 제도의 이행 부족 

(Zimmerman, Watts, et al., 2003)

3.4.2.3 법 집행관과의 만남에 대한 불안과 그 원인

범죄자의 권리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맞추지 못

해 사법 제도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차 피해는 사법 

제도의 이행 과정 및 절차의 부적절함이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발

생하기도 한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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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또한 기

소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언을 하는 것은 자신

을 학대하고 모욕했던 인신매매자와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

에서 피해자는 변호인, 가해자, 그리고 대중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을 낱낱이 기억해 내도록 요구받는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신매매

자측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 하거나 피해자가 처했

던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도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편견을 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하

는 판사나 변호사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심리적 고통과 외상

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2차 피해에 무방

비로 노출되어 있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의 모든 단계에서 경찰 및 사법부와의 협조는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경찰과 효율적인 업무 연계 체제를 생성하고 이

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무엇보다 피해자

의 이익을 전제로 해야 하며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않아야 한다. (GAATW, 1999)

3.4.2.4. 법 집행관을 위한 권장 사항

구체적인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신매매 과정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다.

◆  사법 당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기타 민감한 조사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조사에 앞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

해자에게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고, 검증 받은 지원 기관에 연

계해 주어야 한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 과정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를 변호한 경

험이 있는 사람을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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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보호제도의 실행과 재판 또는 조사 과정에서 법의학적 증거의 

활용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전에 알려준 뒤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  사법 당국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포

함하여 인신매매에 연관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평가하는 말투나 태도로 대하거나, 

혹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3.4.2.5 위험 사정 및 안전 문제

지원과 보호 단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 모두에 의

해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전이다. 

인신매매의 전 과정에 걸쳐 인신매매 피해자는 다양한 위협을 경

험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지원 제공자 혹은 인신매매

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법 당국에 대한 피해자의 반

응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인신매매자에 대해 증언을 함

으로써 인신매매자 혹은 그 일당이 자신과 가족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이 두려움은 지인, 친구, 

이웃, 또는 친척이 인신매매에 개입했을 경우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요소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지원 단

계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신뢰를 

상실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3.4.2.6 안전을 위한 권장 사항

◆  지원과 재통합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필요와 안전에 관련된 사

항들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하에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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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및 특별보호 조치의 필요 여부는 목적국과 출신국 양국에서 

시급하게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다.

◆  지원 제공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하면서

도 점진적인 접근법이 권장된다. 피해자가 지원 제공자에 대한 신뢰

를 형성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어떠한 의사

결정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신매매 방지팀의 구

성원 중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쉼터는 독자적인 보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출되지 않은 

곳에 위치, 감시 체계 구비, 쉼터 직원들과 경찰 간의 암호 구축, 보

안팀을 연결하는 비상경보 버튼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드물기는 하지만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증인 보호 프

로그램에 포함시킬 경우, 안전 사정과 후속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경찰이 이에 비협조적이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닥칠 위험은 증가한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3.5 보호소

2장에서 강조되었듯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목적국의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원인은 피해

자가 사법 당국에 자신의 상황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서부터 사법 당국이 피해자가 재판 및 조사 과정에 협조할 때까지 연계

를 보류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국경이동, 위조 서류 소지, (성

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성매매 등의 범법 행위로 인해 체포된다. 

보호소 환경은 지역마다 다양하다. 대개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제

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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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금 시설의 입소자들에게는 항상 전

체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의 구류 기간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금 시설 관계자들과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외부의 지원 제공자들은 

필요할 경우 구금 시설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사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법무부, 

행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관계 부처와 협약을 맺기도 한다. 지원 

기관은 협약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구금 시설

에 입소하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의료 및 심리적 

지원, 구직 및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Zimmerman, 

Watts, et al., 2003)

현장 방문은 이미 인신매매되었거나 인신매매에 취약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다가가

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지원 전략 수

립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 (GAATW, 1999) 

3.6 귀환 시, 보호와 지원

3.6.1 IOM의 자원과 연계 체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스스로 도망치거나 단속 기간 중 경찰에 적발

되어 구출된다. 어떤 경우든 피해자는 IOM 또는 비정부기구에 자신을 

연계시켜줄 경찰에 연락을 취하게 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IOM의 귀환

과 재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귀환하기 전에 의료, 정신건강,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IOM의 

모든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은 출신국의 재통합과 연결되어 있으

며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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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귀환 후 필요한 IOM 외부 자원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스스로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비정부기구의 도움을 받아 구출된다. 경우를 막론하고 귀환자 가운데

에는 의료,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추방 조치된 인신매매 피해자 혹은 인신매

매 상황에서 막 벗어난 피해자는 의료나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즉각적으로 임시 거처나 영구 거처

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고, 인

신매매자들의 접근이나 위협, 일반 대중의 편견이나 비난 또는 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사법 당국의 압박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설은 출신국과 목적국에서 동일하게 필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처음 대면할 때는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인신매매의 특수성으로 인

하여 급작스러운 장소 혹은 환경의 변화는 피해자를 극도의 긴장과 두

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구

출에서 보호 시설 입소에 이르기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를 이동시킬 경

우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3.6.3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

“귀향” 이후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예. 물품 제공, 

오랜 대인관계의 회복 등) 사용 가능한 자원과 해당 지역의 관습 및 문

화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지원 전략은 개인

의 필요와 상황(예. 대체 자원, 체류 기간), 개인 정보(예. 나이, 성별, 출

신 문화)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론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건강의 다차원적 특성(예.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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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안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지원을 제공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예. 감성, 교

육, 고용).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외상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의 보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경험

과 이와 관련된 기억만을 고려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 피해

자는 언제든지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IOM의 쉼

터 및 사회 복귀 시설half-way house１에서 아주 단기간 머무르게 되더라

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든 다음 3가지 기본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목적국의 자원 (경유 센터)

◆  출신국에 위치한 IOM 재활 센터의 자원

◆  쉼터 및 사회 복귀 시설의 자원

3.6.4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도와야 하는가?

구출 작전을 진행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와 처음 대면할 때에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가장 처음 인신매매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

원 과정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출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앞으로 제공될 지원에 관한 핵심적이

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키지 못할 약

속을 해서는 안 된다.

IOM이나 비정부기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훈련된 보건 전문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 

１  사회 재통합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사회에 곧바로 통합되어 겪을 수 있는 피해 또는 낙
오를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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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mental health status examination)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

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로 인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

던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과 즉각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내적 상태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예. 옷을 벗고 다니거나, 식사를 거부하거나, 정신병적 행

동을 하는 사람 등)은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 공격적인 행동이나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적대감 표출 시) 정신병원 입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IOM과 비정부기구의 지원 초기 

단계부터 훈련된 보건 의료진이 반드시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건

강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정신과적 훈련을 

받은 일반의,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학자,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

회복지사 등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만약 인신매매 피해자가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인다면 해당 사례

를 증상별로 해당 전문의에게 연계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시작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 중 약물 처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에게 신속하게 연계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신

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긴급 상황에서 동원 가능하고 또 실력

을 갖춘 자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한다. 진단이 명확하지 않

는 경우에는 2차 소견을 요구할 수 있다.

IOM 지역 사무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특수한 정신 

의학적 지원(치료,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심리학

자,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비공식적이거나 단기적인 

훈련만 받은 지원 제공자라도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치료적 환경과 심

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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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은 보다 조화로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마

다 개별 사례관리자caseworker를 배정한다. 사례관리자는 지원 제공팀

의 일원으로서 재활센터의 보건 지원 제공자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장

기간 재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재통합 프로그램 운영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

3.6.5 인신매매 피해자와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10가지 원칙

인신매매 피해자 인터뷰를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10

가지 원리가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1.  해를 끼치지 말 것 피해자에게 해롭지 않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동, 여성, 남성 피해자를 대해

야 한다. 만약 인터뷰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

성이 있다면 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주제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할 것 인신매매 피해자와 대면하

거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인신매매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숙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

3.  연계 정보를 준비할 것 -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말 것 인신

매매 피해자의 모국어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출신 지역의 언어로 

법적 절차, 건강, 쉼터, 안전, 사회적 지원에 관해 설명해 주고, 인신

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통역사 및 직원 선발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 통역사, 동료 혹은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과 이익을 가

늠해보고, 적절한 선발 및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훈련은 특

히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하는 업무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가이드

라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5.  익명성과 기밀성을 보장할 것 인터뷰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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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걸쳐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과 기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다

시 말해 피해자들과 처음으로 접촉한 시점부터 다른 관련자들 및 

기관에 (대사관, 건강 관리 시스템, 출신국, 가족 등) 그들의 사례가 

알려지기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6.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할 것 인터뷰 대상

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내용, 정보의 사용처, 묵비권을 행사할 권

리,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정보의 사용 여부를 

결정 및 한정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7.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할 것 인신매매 피해자마다 

서로 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있으며, 피해자가 느끼는 것과 타인이 

파악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8.  인신매매 피해자가 다시 외상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할 것 감정

적으로 격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

의 고통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그들의 강점과 

긍정적인 미래를 강조해야 한다.

9.  긴급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것 인신매매 피해자가 위급한 상

황에 처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0.  수집된 정보들을 바람직한 용도로 사용할 것 수집된 정보는 인신

매매 피해자를 위한 정책과 개입 방안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사용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은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에도 적용

된다.

3.6.6 인신매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피해자는 사례관리자와의 첫 대면에서부터 기본 정보를 전달받아

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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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피해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해당 업무 담당자)

◆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

◆  정보의 교류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  담당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

◆  담당자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야 한

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3.6.7 지원 제공자의 돌봄과 행동 규칙

사례관리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만나, 적

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은 신뢰

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다.

1.  인신매매 피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피해자에게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대인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

이 없는 자세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감정적 상태에 늘 관심을 기울인다.

4.  인내, 집중, 공감하며 피해자를 대하고 피해자의 말을 경청한다.

5.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6.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감정적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7.  이용 가능한 서비스(예. 식료품, 숙소, 의복), 법적 지원 (경찰의 조

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희망

할 경우), 의료 서비스 및 심리상담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

한다.

8.  임시 신원증명서와 비자를 확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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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신국 귀환 및 가족, 동료,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에 개입한다. (인신매

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10.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및 아래와 같은 귀환 준비 상황을 알려준다.

 a)  인신매매 피해자의 가정 환경과 가족, 지역 사회 또는 그 밖의 지

원이 가능한 곳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다.

 b)  재인신매매 방지의 한 방법인 재통합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항

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11.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는다.

12.  최종 목적지의 치안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돌아가도 될 만

큼 안전한 곳인지를 확인한다)

13.  인신매매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결

정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4.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  필요할 경우 긴급 의료 지원을 한다.

16.  목적국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하고, 피해자가 귀향할 때까지 지속해

야 한다. 출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

17.  피해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모든 의료 정보를 설명하고, 관련 자

료의 사본을 (가능하면 번역하여) 전달한다. 

18.  치료를 위한 의료 연계를 착수 및 확정하고, 출신국의 IOM 대표부 

또는 협력 비정부기구나 건강 관리 시설이 후속 관리를 담당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19.  여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의료적 필요 사항２이나 경호３

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20.  피해자의 의료 정보는 피해자의 귀환 전, 적절한 시기에 IOM 또는 

２  정보는 IOM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신국에 있는 IOM이나 협력 비정부기관에 미
리 전달되었을 것임

３  IOM은 18세 이하 또는 안전한 귀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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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비정부기구에 안전하게 전달한다. 특히 지역의 보건 시설 또는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돌봄과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더욱 그러

하다.

3.7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시설

3.7.1 목적국의 시설

목적국에 있는 쉼터/센터들은 다양한 국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이들은 대부분 법 집행 기관, IOM 혹은 비

정부기구 등에 의해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 연계된다. 경유 센터/쉼터에서

의 체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10일에서 평균적으로 3-4주, 어떤 

경우에는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체류 기간은 합법적인 여행 서류

의 소지 여부, 출신국에서의 여행 및 재통합 지원 여건 등에 영향을 받

지만 대부분은 피해자, 증인 혹은 용의자 신분으로 관여하게 되는 조

사나 사법 절차의 경과에 따라 결정된다. 종종 피해자의 특수한 의료 

상황이나 출신국의 치안 불안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는 안전 또는 자국의 이주법을 이유로 이

동이 제한되어 실내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3.7.1.1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경유 센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기 체류를 위한) 경유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시설은 주로 행정부가 관할한다.

대체로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고 이 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

선도 부정적이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있다.

◆  인신매매 피해자는 이러한 시설을 잠시 머무는 곳으로만 인식하며, 

선호하지도 않는다.

◆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쉽게 가지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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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인신매매 과정에 경찰이 개입되었을 경우 불신은 더욱 심해

진다.

◆  규율이 엄격하며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숙소는 일반적으로 

기숙사 형식이다.)

◆  시설의 주요 목적이 범죄 조사와 인신매매 피해자의 진술 확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가중된다.

반면에 다른 시설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  사법 당국에 의해 치안이 유지된다.

◆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조정해야 한

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운영할 경우 제공

되는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3.7.1.2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경유 센터/쉼터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곳으로 공식적(정부의) 혹은 비공식

적(인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와 비교했을 때 쉼터는 “인도주의적인 혁신”의 새로운 전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집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사례관리자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필요(서비스의 인간적인 측면)를 

존중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소통을 촉진한다.

◆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  시설의 일정 및 활동이 융통성이 있다. 

그러나 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  대부분의 쉼터가 박애주의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고 후원자들의 재

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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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  대부분의 시설이 지역 (혹은 국제)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이것은 인

신매매자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피해자들은 “완전히” (혹은 거의) 외부 세계와 

차단되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감금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시설 

안에서의 “구금” 상태는 심각한 위기 반응(두려움, 불안, 우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두 시설 모두 인신매매되었던 기간 동안 견뎌야 했던 폭

력의 “악몽”에서 벗어나 본국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경유지

로 인식된다. 그러나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과 그곳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 감정이 섞여 쉼터가 인신매매 경험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는 이런 시설에 머무는 것을 “실제적인” 구출이

라기 보다는 “지연”이라고 인식한다. 그들에게 있어 구출은 오로지 

귀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7.1.3 경유 센터/쉼터의 활동 프로그램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은 그들이 어느 경유 센터에 

머무르느냐 보다 그 경유 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이 무엇이며 피해자

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했느냐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센터들이 복잡하

고 신중하게 고안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고객”들에

게 음식, 식수, 의료 검진, 기초 건강 및 보호 정도의 기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한 쉼터들이 진행했던 창의적

인 프로그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권장한다.

◆  직업 훈련 (예. 바느질, 요리, 뜨개질 등)

◆  심리사회적 지원 그룹/상호 지원 활동 (집단 및 개인)

◆  건강 교육 및 건강 증진 활동 (실습을 통한 학습)

◆  교육 및 기술 학습 (예. 의사소통 능력 훈련, 육아 기술)

◆  여가 활용 및 스포츠 활동 (여가 시간 활용 활동: 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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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이주, 젠더 이슈, 취업 등 피해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초점

을 맞춘 의식 고양 활동

3.7.2 출신국의 시설

이 시설들은 다양한 목적국에서 자발적으로 귀환한 인신매매 피

해자의 거처가 된다. 이들은 주로 비정부기구 혹은 IOM의 귀환 및 재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귀환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소개로 시설에 연계

된다. 전형적으로 긴급 상황 대응반과 정보 센터의 역할을 병행하며, 

종종 전화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3.7.2.1 IOM 재활 센터

IOM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예. IOM 키예프와 IOM 키시나우의 재

활 센터)은 전형적인 건강 재활 센터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 곳에서 

의료 진료와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곳에는 일반의, 심리학자,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그리고 그 밖의 지

원을 위한 직원들이 근무한다. IOM 재활 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전적

으로 피해자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  체류 기간: 2-3주

◆  일반적으로 재통합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꼽힌다.

◆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자발적으로 귀환한 인신매매 피해자라면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초기 재활 기간이 끝난 인신매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지원(예. 심리사회적 상담, 직업 훈련, 학업 재개)을 

제공받기 위해 쉼터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부 재활 센터(예. 키예프 재활 센터)는 병원과 같은 대형 보건 기

관 내에 위치한다. 하지만 병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환자 역할sick-role”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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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회적 낙인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병원의 “규칙”은 (어떤 “질병”

이든지 간에) “치료”라는 보다 엄격한 영역을 마주하여, 인신매매 피해

자들이 심리사회적(정신적) 돌봄보다는 “생물학적” 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쉼터에서는 개인/집단 치료,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초기 상담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3.7.2.2 재통합 센터와 사회 복귀 시설

이 시설들은 현지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하에 IOM이 운영한다. 

해당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가족/동료 그리고 지역사회에 재통합하

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적합하고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이 시설들은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특징을 나타낸다.

◆  수혜자들은 쉼터 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  쉼터는 1) 안정과 2) 독립적 생활을 위한 이행적/과도기적 역할을 해

야 한다.

◆  재통합 센터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다양한 연계 체계(비정부기구, 정

부 기관)를 통해서 다음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와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 의료 및 심리적 지원

 - 인식 고양 활동

 - 직업 훈련

 - 고용 지원

 - 주거 공간 확보 지원

 - 법적 지원

 -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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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2차 주거 공간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원 시설을 퇴소한 후 그들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준독립적 생활 공간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

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예.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활 기술 및 직업 기술 개발 등). 이전 단계의 지원을 담당한 사례 관

리자들은 대상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을 모니터

링할 수 있도록 연락을 지속해야 한다.

3.7.3 쉼터와 센터의 최소 기준

쉼터는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2.  공식적 및 비공식적 연계 네트워크 안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거

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3.  최근 6개월간 2인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한 경험

이 있다.

재통합 센터는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최소 3개월간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2.  공식적 및 비공식적 연계 네트워크 안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거

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3.  (현장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거주 공간 확보를 돕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 심리사회, 법률, 교육,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4.  최근 6개월간 2인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거처와 서비스를 제

공한 경험이 있다. (IOM, 2003)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쉼터는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주거권과 관

련이 있다. 주거권은 다음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The Sphere Proje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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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설비, 물품 및 기반 시설 구비

◆  주택 구매 능력,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  문화적 적합성

◆  상품과 서비스(예. 천연자원과 공통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유지; 

안전한 식수; 조리, 가열,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과 세면 시설; 

음식 저장 방법; 쓰레기 처리; 배수 시설과 응급 서비스

쉼터는 위기 개입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쉼터는 극도로 취

약하며,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있어 안전한 공

간일 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개입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즉각적인 의료적 지원, 상담과 직업 기술 개발

까지 포함해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를 수

용하고, 그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쉼터의 유형과 무

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입소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쉼터에서 지원을 제공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

◆  자립을 위한 도움

◆  익명성

◆  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3.7.4 센터/쉼터 관계자 및 근무 일정

다음으로 소개될 최소 기준은 모든 유형의 센터/시설 및 쉼터의 직

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유국 또는 목적국에 머물고 있거나 출

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건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전체 지원 과정을 다룰 수 있도록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팀을 구성

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팀은 최소 4명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사 1명: “임상” 분야가 아닌 가족 또는 지역사회 복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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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  의사 1명: 해당 국가의 의료 교육 체계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은 

일반의 또는 가정의학 전문의

 -  자격 요건을 갖춘 간호사 1명: 임상과 지역사회 간호 업무에서 자

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

 - 정신보건 전문가 1명 (예. 심리학자, 정신보건간호사)

2.  건강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응급 의료 상황 발생시 곧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방

사선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등

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장기 재통합 쉼터의 경우, 행정, 법, 기금 모금, 가족 추적, 가족 중

재 서비스 등과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와 이에 따르는 지원 그룹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모든 쉼터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동안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이 12시간 교대로 근무한다면 지나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및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항상 인신매매 피해자의 문화적 가

치와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낯선 환경, 음식, 종교 활동, 복장 및 

언어 등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는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

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인신매매 관련 분야에서 이

는 돌봄의 일관성Continuity of Care이라는 개념에 반영되곤 한다. (다음

의 글 참고)

<경유 센터에서 재활 센터까지 지속되는 개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일관성의 원칙>

사례 관리에는 돌봄 초기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 경과 

기록,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동안 동일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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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만 한

다.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그때그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IOM과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쉼터의 사례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일관적으로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목적국에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중재해줄 누군가가 있을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 중재자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새롭게 도착한 인신매매자를 위한 중재자 역할은 사회복지사 혹은 피해

자와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앞서 입소한 인신매매 피해자

가 맡을 수 있다.

3.7.4.1 젠더의 관점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들이 여성이지만 그렇다

고 해서 전문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생에서 남자라는 존재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문제

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시설에서 남성과 여성 양

측 모두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성과 여성/

아동 간의 건강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

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 성별을 막론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시에는 여성 

사례관리자가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기적 재통합 

과정에서는 남성 지원 제공자의 역할도 반드시 중요하다.

인신매매자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대를 해야 했던 

‘고객’이 아닌 지원 제공자로서의 남성의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적 성격

을 띤다.

심리치료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훈련된 여성 치료사에게 더 잘 호응한다

고 한다. 여성들은 다른 여성과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공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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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이성문제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남성 치료사가 매우 괄목할만한 

임상 치료 효과를 거두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단순히 여성 치

료사라는 것만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7.4.2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훈련과 자격 요건

지원의 전체 단계에 걸쳐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인신매매 피

해자를 추가적인 손상과 재피해자화re-victimization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 기관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업

무 담당 직원들은 최소한의 훈련이라도 받아야 한다.

훈련은 지원 서비스에서 필수적이며,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젠더와 인신매매의 특성 및 그 영향을 잘 

이해해야 한다.

3.8 재통합 과정과 지역사회 연대

재통합 과정의 목적은 안전하고, 신중하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인

신매매 피해자를 일상과 사회로 복귀re-insertion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건강 지원은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법률 상담, 재통합 

기금, 직업 훈련 및 고용 등 다분야와 다학제 간의 연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재통합 과정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돌봄의 중요성을 감

안한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예. 종교/신앙 그룹), 언론, 교사, 지역 당

국 및 그 밖의 집단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돕는 환경

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재인신매매의 

위험과 낙인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인신매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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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개인의 역량

을 강화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재통합을 이룰 수 있

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기밀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한다.

3.8.1 자조self-help 그룹과 조직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조 그룹은 회복과 재통합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자조 그룹들은 보다 효과적인 대처

와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공유, 사실 확인,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 제공에 초점을 둔 해결방

안 모색 등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경유국에서 자조 그룹과 조직들은 (공식 조직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문가가 이끄는 상담 (혹은 “치료”) 그룹으로 오

해받기도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자조에 대한 정의(이념, 운동, 그리고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법으로서)를 유념하길 바란다.

자조 그룹은 대부분 특정 질병이나 심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하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자조 그룹의 구성원들

은 모임을 통해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자조 그

룹은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들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조 그룹은 정

기적인 (종종 매주 열리는) 모임을 통해 신뢰, 평등, 공통의 언어 및 상호 지원을 강

조한다. 자조 그룹은 외부(사회적)와 내부(심리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인이 아닌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자조 그룹은 여타 시민 

활동을 하는 그룹과는 구별된다. 자조 그룹이 항상 전문적 지원 제공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경

우도 있다. 

(Matzat, 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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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상호 지원 그룹을 시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각 그룹은 

(잠재적 구성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과 해당 그룹이 그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 규칙 및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입문자”를 위하여 50년 넘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조 그룹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시작하기 전 그룹을 만들기 전에 잠시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이것

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룹을 조직하는 것은 굉장히 만

족감을 주는 일이지만, 이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다. 가족, 

친구 그리고 기타 관심을 기울이던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맥 만들기 그룹을 시작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고민

하고 있으며 당신과 함께 헌신적으로 그룹을 만들어갈 용의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주의. 우선 같이 시작할 한 사람을 

찾아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을 찾는 식으로 5-7명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3.  서로 알아가기 주요 구성원들의 신상이 파악되면 서로 알아가는 시

간을 가지고 그룹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한다.

4.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기 구성원들이 그룹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때 항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이점을 조율하며 일하기 위해서는 시간

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당한 긴장감은 오히려 창의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더 “똑똑”하지 않고 자조 그

룹의 특성상 외부에서 지명되는 “공식적인 지도자”(권력을 쥐는 사

람)도 있을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이해 당사자이며, 그룹 

활성화는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분담”하는 업무가 되어야 한다.

5.  대상의 명확화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그룹이 

오로지 인신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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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어둘 것인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 것

인가?

6.  명칭과 그룹의 정체성 파악 당신의 지원 그룹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

인가? 피해자? 생존자?

7.  개인 경험의 공유와 변화 자조 그룹을 시작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있고 창의적인 성장을 시작하거나 그것을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삶의 독립성과 통제력을 획득/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

므로 그룹은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8.  전문가와 그룹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는 위험과 이익이 상존한

다.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그룹이 능숙한 전문가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반면 주요 이익 요소 중 하나는 “현

명하고 능숙한” 전문가가 훌륭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나 의사 결정 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도 그룹 구성원들의 경험, 즉 인신매매

가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9.  구성원들의 필요 충족 자조 그룹은 한동안 “활동”하다가 초기 단

계의 열정과 격변이 저조해지면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룹은 다

음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합의를 보아야 한다: (1) 활동, (2) 모임에

서의 의사소통 규칙과 대인 관계, (3) 그룹 내의 역할 분담

10.  그룹 서비스 운영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그룹들이 

많다 (예, AA그룹４).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고 그

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 

12 원칙５).

４  Alcoholics Anonymous Groups(단주회,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는 1935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자조 모임으로 본인과 타인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역자주

５  12 Step/12 Tradition은 AA그룹의 근간을 이루는 12개의 규정으로 구성원들의 결속과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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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아동 대상자

연령은 적절한 정신건강 돌봄과 지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

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그들이 

처한 환경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립해 

나가게 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IOM의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귀환과 재통합 지원은 피해자의 상황과 무관

하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거나 법적 후견인이 권

장하는 사항에 스스로 동의할 때 제공되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

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지정된 법적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결정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동의를 구한 뒤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권리를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개

발되어야 한다.

남동부 유럽 인신매매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엔아동기

금UNICEF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되어 있듯이, 피해 아동과 관련된 모

든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 명시된 인권 존중과 보호의 원칙

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UNICEF, 2003)

3.9.1 주요 고려 사항

다음은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대할 때 유념해야 하는 내용이다.

◆  인신매매 피해 아동에게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복잡

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구출 시기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

든 개입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그리고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위해 1946년에 도입됨. 익명성과 상호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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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구했다면 출신국에서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신원을 확인해

야 한다.

◆  가족 구성원이 인신매매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가족 전체에 대한 조

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원 제공자는 가족에게 아

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기 전에 아동이 과거에 (가족 내부/외

부에서)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인신매매자와 접

촉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의료 및 심리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귀환과 재통합을 준

비하는 데 있어 아동과 부모, 법적 후견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상담

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을 대변하기 위해 법적 후견인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동이 지원 과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아동의 

바람과 의견에 (연령과 능력에 적합한) 주의를 기울이고, 아동의 권

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돌보는 데에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1.  아동을 존중하고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접근 방식의 개발. 참여

는 어린 대상자들과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삶의 모든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동에

게 부여된 권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아동은 자

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은 나이와 성숙도에 

상응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2.  과거의 사건이 아동에게 끼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이해

3.  과거 외상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전

략 수행

4.  연령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별화된 서

비스. 이는 종종 성인들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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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3.9.2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동의 영양학적, 교육

적, 심리적,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쉼터는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

고, 게임, 장난감, 교재가 구비되어 있는 특정 장소를 마련해 두어야 한

다. 더불어 적절한 운동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에게 성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성인들과 함께 있도록 강요해

서는 안 된다. 

쉼터의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과 아동이 상대적

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그룹으로부터 아동을 떼어놓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비록 피해 아동과 또래가 아니더라도 아동과 관

련된 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부랑아 생활에 익숙하고 독립성이 강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

서 재활을 할 경우 종종 적응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들은 이미  

‘독립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향후 과정에 협조할 것인지

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개입할 필요가 있다. 

폐쇄적인 시설/쉼터에서의 지원은 한시적인 것이 좋다. 만약 아동

이 생물학적 가족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확대가족(예. 

조부모, 삼촌, 숙모)에 통합시키는 것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이것도 불

가능하다면 가정 위탁을 고려할 수 있다.

3.9.3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학습의 기회와 교육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신

매매 피해 아동은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거나 교육의 공백

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속히 수업이나 과외를 진행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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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하고 적합한 경우) 지역 학교에 편입시켜 필요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자를 읽고 쓰는 기초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여러 재통합 센터

가 아동 피해자에게 학습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 대부분의 아동이 

몹시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나

치게 빡빡한 학습 체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거나 학습에 대한 

아동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직업 훈련 인신매매 피해 아동은 그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비(非)

피해 아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다. 상업

적 성 착취를 벗어나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3.  창의적인 치료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은 위험하고 자극적인 삶을 경

험했다. 따라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들도 이들에게 충분한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창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쉼

터에서는 연극, 미술 그리고 음악 등의 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

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면한 문제나 염려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단체 활동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로 인한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4.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아동 전문가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환

을 지원해 온 IOM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대부분의 미성년 피해

자가 정신적 및 신체적 외상을 호소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정신건강 전문가와 지원 제공자가 필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5.  심리/교육 상담과 지도 철저한 의료 및 심리 검사 후에는 경험이 많

은 사회복지사/상담사가 상담을 시작하고, 돌봄과 서비스를 계획 

및 모니터하며, 팀 구성원들과 논의하여 출신국 귀환 후에도 지속

될 수 있는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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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임산부 또는 자녀 동반 여성 피해자

관련 연구 분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신생아를 

동반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귀환하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사례를 접

할 수 있다.

프로그램들은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원은 인신매매로 인해 태어난/태어날 아동에게까

지 확장되어야 한다. 해당 아동은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와 동일한 근

거로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６ 

따라서 만약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다른 방식의 돌봄을 받아야 한

다면 피해 여성과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쉼터는 또한 모자/모녀에게 적절한 숙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여

성과 아동을 위한 편의 시설은 가능한 한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정

상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화된 서비스, 참여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OM 몰도바의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인

신매매 피해 아동도 마찬가지)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운영한다. 이 시설은 개별화

된 공간으로 모자/모녀가 별도의 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특별 공간

에는 장난감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에게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

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어머니들은 작은 부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아이

들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육아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예. IOM 몰도바와 IOM 알바니아) 이러한 지원

６  인신매매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유엔아동기금의 지침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
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 이 아동들은 인신매매 되거나 (어머니가 인신매매되면서 데려가거나, 
인신매매 이전에 임신을 하여 인신매매된 후 출산을 하거나, 인신매매 되어 임신한 후 출산을 하
거나) 사회적 낙인과 거절감을 이기지 못한 인신매매 피해 여성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할 위험이 
높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8조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국적, 
성명 및 가족 관계 등을 포함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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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인신매매가 아닌 다

른 이유로 태어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자녀들에게도 재통합 프로그램

을 적용시킨다 (재통합 센터 또는 사회 복귀 시설).

3.10  언론 관련 업무 - 피해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신매매는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

에 정책 입안자, 지원 제공자, 지역 사회 그리고 언론은 이에 관하여 점

점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최근 몇 년간 매체들이 인신매매에 대

한 다양한 보도를 했다. 대부분은 인신매매를 범죄 그 자체로 조명했

다. 많은 공공 채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고 유럽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강제 성매매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전쟁과 평화 보도 연구소(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 IWPR)가 “한

밤중의 자유: 루마니아의 인신매매”라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해당 기사를 작

성한 기자들은 어린 여아들이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부차레스트의 뒷골목에서 

단돈 몇 백 달러에 팔려나가는 것에 대해 잠입 취재를 했다. 취재의 일환으로 기

자들 중 한 명이 외국인 행세를 하며 600달러를 주고 한 여아를 샀다. 취재 후 그 

소녀는 비정부기구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인신

매매에 직접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이 인신매

매 피해자도 대중의 시선을 받게 된다. 보도를 우선시하다 개인의 인권

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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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증언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인신매매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

다. 처음에는 해외에서만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출신국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적으

로 방송이 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얼굴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WHO,  2003

언론은 인신매매의 특성과 영향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에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적인 보도는 자제하되 

인신매매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언론이 다루는 

인신매매 문제와 이에 대한 시각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전달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를 포함해야 한다. 언론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보도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 언론인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대

중의 이해와 인식을 극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텔레비전, 라디오 및 출

판 종사자들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미

나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세미나/교육은 책임감 있는 보도

와 인신매매 관련 이슈, 특히 실제 인신매매 사례를 다룰 때 언론의 윤

리적 책임감을 강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은 값싼 외국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고,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

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언론이 인신매매 현상 자체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 기관

들은 언론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

활 보호와 정보의 기밀성을 유념하여 만들어야 한다.



102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3.11 추천 도서 

◆  Council of Europe. (1998).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good” and 
“bad” practices regarding the image of the women in the media: the case 
of the trafficking of the human beings for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Strasbourg.

◆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1999). Human 
rights in practice: A guide to assist traf ficked women and children. 
Bangkok, Thailand.

◆  IOM, Stability Pact and ICMC. (2003). First annual report o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 Eastern Europe. IOM Regional Clearing Point.

◆  OHCHR. (1991).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disaster response (2004 
ed.). (2004). Geneva, Switzerland: The Sphere Project.

◆  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HR. (2003).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Refugees, 
Return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Response.

◆  UNICEF. (2003).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 Eastern Europe.



3지
원

 제
공

자
의

 관
점

103

참고 문헌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1999). Human 
rights in practice: A guide to assist traf ficked women and children. 
Bangkok, Thailand.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disaster response (2004 ed.). 
(2004). Geneva, Switzerland: The Sphere Project.

IOM. (2010). Counter trafficking handbook (Chapter 4: Health). Geneva: 
IOM.
(번역본: 국제이주기구. (2010).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

드북)

IOM, Stability Pact and ICMC. (2003). First annual report o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 Eastern Europe. IOM Regional Clearing Point.

Matzat, J. (2001-2002). The development of self-help groups and support 
for them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Self-Help and Self-Care, 
1 (4), 307-322.

UNDP. (2003). The regional anti-trafficking law enforcement best practice 
manual.

UNICEF. (2003). Guidelines for pro 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eastern Europe.

WHO. (2003). Ethical and safety recom mendations for international trafficked 
women. London: Health Policy Unit,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Daphne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ission.

Zimmerman, C., Watts, C., et al. (2003). Health risks and consequenc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adolescents: Findings from a European study. 
London: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제4장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수행
- Árpád Baráth

관계를 발전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해이다. 이는 치료사가 대상자가 겪고 있는 감정의 경

험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 대상자와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이 원만하

게 진행될 경우 치료사는 대상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에 깊숙이 들어가, 대상자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

를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식 기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청취는 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요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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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개

이 장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서 가장 복잡한 업무로 꼽히

는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수행의 기본적인 원칙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사례관리는 지원 제공자가 다양한 상황과 단

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

아야 하는 지식에 관한 것이고, 프로그램 수행은 지원 과정 전반의 전

략적 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을 포함한다. (용어 해설 참고)

본 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효과적

인 사정과 개입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지침 4.1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대화 기술

지침 4.2 사정과 개입 - 전략과 권장사항

각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주요 개념, 

이론적 원칙과 가이드 라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두 번째 부분에서

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한 적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지원 제공 전

문가/준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습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4.1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대화 기술

4.1.1 목표

본 장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s을 맺기 위해 필요한 기초 인터뷰 및 의사소통 기

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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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학습 목표

본 장을 통해 독자들은

◆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하기 위한 기초 기술과 보안 기준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관리에서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

이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와 대화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전략과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도움이 되는 대

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4.1.3 교재

◆ 4장을 비롯한 전체 매뉴얼

◆ 본 장의 추천 도서

◆  워크숍이나 세미나 용도로 만들어진 추천 교수(敎授)-학습 활동자

료 목록

◆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다룬 영상 자료 (선택사항)

4.1.4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만남

인신매매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그 만남의 내용과 과정을 결정짓

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수한 배경과 개인적인 특성

2.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인터뷰 진행자와 지원 제공자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

3. 다양한 만남의 목적과 분위기를 결정짓는 맥락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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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수한 배경과 개인적인 특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장시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고

문을 당한 피해자의 상처와 매우 유사하다. (Conroy, 2000) 대부분의 피

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빈

번히 시달린다. (Tudorache, 2004)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몰도바에서 1,231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18-24세 사이

의 젊은 여성(58%)인 것으로 나타났다. (Gorceag, Gorceag, & Hotineau, 2004) 

출국 전, 대부분(72%)은 가족과 함께 살았고, 전체 피해자의 절반 정

도(49%)는 시골 지역에서, 나머지는 피해자들은 수도를 포함한 도시에

서 인신매매되었다. 

전체 표본 가운데 상당 수는 고등학교나 그 이상의 고등교육 과

정(32%)을 수료하였고, 삼분의 일(36%) 가량이 초등 교육을 마쳤다. 절

반 이상(58%)이 출신 지역의 경제적 수준으로 “빈곤”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88%)은 해외 취업을 모색하던 중 인신매매의 덫에 빠져들었다. 

주요 모집 방법은 거짓 취업 정보(65%)였다.

출신국의 재활센터에 입소하는 상당 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88%)은 정신 장애를 동반한 불안 장애로 고통을 받는다. 대부분의 피

해자(90%)가 가정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37%), 정

신적 학대(36%), 성폭력(16%), 경제적 폭력(5%)이 포함된다. 그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언급된 모든 종류의 폭력에 시달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Gorceag, 2004)

위 내용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과거에 학대와 고문에 시달렸던 

 “특수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외부인/낯선 이”와의 접촉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

해준다.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심지

어 나이와 출신 지역을 속이기도 하면서 낯선 이를 대하는 방법을 터득

해 나간다. 이것은 그들이 자아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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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4.1.4.2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할 역할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심리

학적으로는 복잡하고, 윤리적으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만

남은 “일상적인” 만남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터뷰 진행자와 대상자의 만남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1.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주로 “비자발적 대상자”이다. 누군

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치료나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모순적이게도 그들이 도움

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인신매매자, 고용

주 혹은 포주였다)

활동 4.1-1을 진행하시오.

2.  대부분의 인터뷰 진행자가 학대나 인신매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에, 인터뷰 대상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3.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높은 윤리적 민감성과 개인적인 

책임감을 요한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WHO가 

권장하는 윤리적 규칙과 안전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WHO, 2003)

활동 4.1-2을 진행하시오.

가끔은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 제

공자의 역할은 다양하다. (Rothman, 1994) 여러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지

원 제공자는 우선 ‘사례관리자’라는 전문용어로 알려져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는 다음의 기초적인 개입 역할이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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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력자 역할 초기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로 

설명한다. 조력자는 대상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행동

을 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을 제

공한다. 구출 초기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원 과정

에서 대상자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2.  훈련가 역할 오랜 시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와 학대를 당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기초적이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예. 인터뷰 수락 

여부)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례관리와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예. 쇼핑, 집 청소, 대중 

교통 이용, 자금 관리 등의 생존기술)을 가르치도록 고안된 훈련 프

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

한 사례관리자 한 명이 업무를 전담하기 보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Curran & Monti, 1982)

3.  연계자 역할 이 역할은 사례관리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다. 성공적

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의 공공 자원, 비공식 자원, 지역 고유의 자원 등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

다. 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시 사례관리에서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자, 전문가, 잠재적인 지원 제공자, 지역사

회의 관리 당국 간 연락 체계를 발전시키고, 그들과 밀접한 업무 관

계를 형성하는 지원 제공자의 능력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지역사

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비정부기구나 지역 정책 입안

자들과 협력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4.  중재자 역할 중재의 목적은 연계자 역할처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출신 지역사회나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윤리

적으로 사례관리자는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거나, 또는 적어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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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비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재자는 ‘옹호’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자원 개발자 역할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재통합에서 

주요 문제점은 자원의 부족이다. 자원 개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

근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광범위한 프로그램 개발인데, 이것은 동

일한 경험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보편적인 서비스와 자원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인신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보다 좁은 범위의 접근으로, 복합적인 수준 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자조/상호 협력과 같은 가까운 대인관계 자원의 

개발, 동원, 또는 재조직에 초점을 맞춘다.

6.  옹호자 역할 옹호의 사전적 의미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역할들과는 달리, 옹호 역할을 맡은 사례관리자는 인신

매매 피해자 편에서 (혹은 그들을 대신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알고 지낸 (혹은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부당 행위들을 밝히는 상황에서 더

욱 필요하다. 다양한 옹호 방식 중에서도 사례 옹호case advocacy 역

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일개인만을 위한 특정 재통합 지원이 아

니라, 인신매매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례 

옹호는 지역사회와 사회지원체계(기존의 것이나 새로운 것)에 “자연스

럽게”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려 인신매매 피해

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활동 4.1-3을 진행하시오.

4.1.4.3 피해자와의 만남이 갖는 맥락적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개인 혹은 제공자의 관점에서 사례관리

는 목적국 체류 단계부터 출신국 “귀향”에 이르는 단계별 과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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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피해자에게 귀환은 가장 복잡하고, 인신매매 과정만큼이나 심리

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특히 “귀향”하는 인신매

매 피해자는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진행자들

은 “인신매매” 또는 인신매매가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 안녕에 미치는 장

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참고 WHO, 2003) 

“인신매매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책입안자, 후원자, 지원 제공자 그리

고 언론의 인신매매 정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은 인신매매자, 고용주 

혹은 포주들의 감시 하에서, 쉼터에서 머물며 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집이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되찾을 때에도 인터뷰에 응한다. 어떤 경

우든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 지인들, 그리고 인

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 및 안전 보장의 문제를 야기한다”

WHO, 2003. p. 3

활동 4.1-4을 진행하시오.

4.1.5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 기술을 강조한다. 전문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감정적 기

술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아래와 같이 수직 구조를 형성한다.

감정적 기술

전문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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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기술은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이 된다. 이 기술은 어려운 의

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간

단하게 말하자면 자주관리가 있는 용기를 의미한다. 감정적 기술이 결

여된 대인관계 기술(예. 비언어적 대화기술)은 기초를 상실할 것이며, 대

인관계 기술이 없는 전문적 기술(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

절한 질문을 하는 기술)은 기계를 점검하는 정비공을 떠오르게 할 만

큼 딱딱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미 있고, 거리낌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적인 기

술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기술

◆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청취 기술

◆  전반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즉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는 기술 

사실적 정보는 언어로 전달되고 추론되는 반면, 정서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에 바탕을 둔 정보는 보통 비언어적 표현에 의해 전달된

다. 비언어적 표현은 말투(예. 말하는 톤, 속도, 억양), 자세, 표정, 손짓, 

화자 간의 거리 등을 포함한다. 다음의 인용구는 고통을 겪은 사람과

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표현 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준다. 

“우리는 종종 비언어적 행위에 둔감하여,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비

언어적 표현 패턴이 있다. 예를 들어, 늘어진 자세, 과장된 손짓, 위협적인 얼굴 표

정, 큰 소리, 시선 고정은 공격성을 반영한다. 반대로 위축된 자세, 소심한 몸짓, 

난감해 하거나 가면을 쓴 듯한 표정, 작은 목소리 그리고 시선 회피 등은 자기 안

으로의 침잠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다.” 

Dick, 200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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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1-5을 진행하시오.

4.1.6 인터뷰 기술

효과적인 인터뷰와 지원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담고 있는 교재

와 실무지침서는 다양한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술은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전문 기

술로 나눠진다. (Trevitchic, 2000) 구체적인 인터뷰 기술을 본 장에서 나

열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인터뷰와 

지원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기초 기술을 선별하여 살펴보도

록 한다. 

◆ 라포 형성 및 공감적 의사소통

◆ 질문하기

◆ 청취 및 반영하기

4.1.6.1 라포 형성 및 공감적 의사소통

라포rapport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즉흥적이고 자연스

러운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는 공동 작업(업무 동맹)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간단히 말해 협력 관계에서 라포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돌봄을 의미한다.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인터뷰 대상자(내담자)가 인터뷰 진행자(상담자)를 개인적

으로 또 업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 성공과 실패, 강점과 약점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이해를 돕

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

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Trevitchic, 2000,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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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empathy과 연민sympathy, 이 두 개념은 종종 혼동되어 쓰이곤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위

나 진술(예. 타인이 우는 것을 목격한 상황)에서 관찰되는 특정 감정들

에 스스로가 감동받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공감하다”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Egan, 1990)

공감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술이 필요

하다. (Kadushin, 1999)

◆  인터뷰 대상자의 감정에 다가가기 상대방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에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의미

한다. 

◆  인터뷰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지원, 몸짓, 표

현, 자세 또는 (적절하다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사

람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  인터뷰 대상자의 감정을 언어로 담아내기 이는 대상자가 언어 장벽, 

한정된 시간 내에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 심

적인 혼란 등과 같은 이유로 특정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라포 형성과 공감적 의사소통은 관계를 돕는 두 가

지 핵심 요소로써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들은 사례관리의 기초적

이면서 인도주의적 요소로, 인신매매 피해자와 만날 때마다 습득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반복하고), 또 점검해야만 하는 매우 구체적인 (분명

히 보여지는) 행동 구성 요소이다. 다음 표는 라포 형성과 공감적 의사

소통에 관련된 행동 요소들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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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_ 라포 형성과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의 행동적 구성 요소

청취 의지를 보여주는 의사소통 방식

1. 잦은 시선 교환

2. 편안한 자세

3. 적절하고 편안한 몸짓

4. 대상자를 홀로 방치하지 않기

5. 대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6. 착석 시 적절한 거리 유지

관심사를 나누고 대상자가 개인적 이야기를 수월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방식

1. 머리 끄덕이기

2. 얼굴 표정으로 관심 드러내기

3. 목소리 톤

4.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5. 주요 어휘를 반복하여 말하기

6. 단답형 질문

7. 개방형 질문

8. (감정과 영향을 반영하여) 말을 적절히 바꾸기

개인의 가치, 진실성 그리고 능력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식

1. 비가치적, 비절대적 (비판단적) 언어의 사용

2. 대상자의 이름 부르기

3. 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4. 상투적인 대답이나 몸짓은 지양

5. 대상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길 것

출처: Authier & Gustafson (1982, p. 105)

4.1.6.2 질문하기

대상자와 지원 제공자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인터뷰 기

술이 사용된다.

1. 개방형 질문

2. 폐쇄형 질문

3. ‘무엇’을 묻는 질문



118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4. (치유적인) 개입형 질문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 방식을 자세히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해가 되

는 다섯 가지 질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질문 방식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인터뷰 진행자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실수이다.

1. 유도형 또는 제안형 질문  

2. 지나치게 많은 예/아니오 질문

3. 잘 알아들을 수 없거나 불확실한 질문

4. 이중 혹은 다중의 질문

5. 지나치게 많은 ‘왜’ 질문

1.  개방형 질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질문 형식으로써 인터뷰 대상

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만의 언어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제를 선택하거나 특

정 질문에 함구할 자유를 가진다. 인터뷰의 시작 단계나 인터뷰 대

상자와의 첫 만남에서는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형식은 폐쇄형 질문 형식과 비교했을 때 ‘질문의 목적’이 불분명

해질 수 있고 답변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Baráth, 1976)

 예시 1: 보안 사정을 위한 질문

Q: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Q:  “내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당신의 신상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인신매매자, 가족, 친구, 지인 중  

 누군가에 의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Q:  “이전에 누군가[인터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 

 나요? 그 때의 경험은 어땠나요?”

Q:  “현재 이곳이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기에 적절한 시기와 장소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보다 나은 시간과 장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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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초기 인터뷰 또는 사정을 위한 개방형 질문

 인터뷰 진행자:  당신에게 발생했던 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

니다만 [자료를 보여주며], 괜찮으시다면 당신이 직

접 그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나요? 

 예시 3: 인생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인터뷰)

 인터뷰 진행자:  당신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본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어요. 당신과 제게 

있어서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

해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끄덕임] 어디서

부터 시작할까요?

2.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들은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예. 

 ‘예-아니오’ 질문, 자기 범주화, 리커트 척도１). 일반적으로 ‘대답하

기 쉬운’ 질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방형 질문보다 이해하기 더 

어렵다. 게다가 폐쇄형 질문은 유도형(제안형) 질문일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예’ 아니면 ‘아니오’ 식의 우유부단함, “모범” 대답을 원하는 

사회적 선망에 관한 편향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폐쇄형 질문은 (1) 

어휘의 선택, (2) 어조, (3) 타이밍에 따라 인터뷰 진행자와 인터뷰 대

상자 모두에게 잠재적으로 “위협”(그리고 위험)이 될 요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지를 물어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아

무렇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극도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

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폐쇄형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시 1: 기초 정보 수집

 인터뷰 진행자:  좋아요.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를 말해줄

래요?

１  태도 측정법의 하나로, 피험자에게 조사항목에 동의하느냐를 묻지 않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동
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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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경유 센터로의 연계 과정 파악

 인터뷰 진행자:  당신에 관한 서류를 살펴보면, 당신은 이전에 있던 

장소[구직의 목적지]에서 ‘도망쳐’ 나왔네요. 그리

고 누군가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보라고 당신에

게 권했군요. 이 만남을 당신에게 권해준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곳으로 연계

한 이유에 관해 뭐라고 했는지도 알려줄래요?

3.  ‘무엇’을 묻는 질문 이 질문 유형은 특정 종류의 심리상담과 간단한

치료에서 선호된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집중하고

자 하는 주제나 문제에 관해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도

록 해주며, 특히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시 1

 인터뷰 진행자:  메리, 지난 12개월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났나요? 당신이 본 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인터뷰 진행자:  메리, 향후 12개월 동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까요? 당신이 예상하는 것을 말해줘요.

 인터뷰 진행자: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문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  개입형 질문 치료적 질문하기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 중에서도, 개개

인이 가진 문제점과 변화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데 필

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뷰 질문 유형이 있다. (Tom, 1988) 심리학적 상

담과 관계 개선을 돕는 맥락에서 이 유형은 크게 네 가지 전력으로 

분류된다. 

◆  직선형 질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직선형 질문은 취조적 성격(사실

관계 확인)이 강하다. 이런 질문의 기본적인 유형은 “누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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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언제, 왜 하였는가?”이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직선형 질문으

로 시작한다. 

◆  순환형 질문 이 질문의 실제 의도는 반복적 혹은 인공 두뇌학적의 

순환에서 사람, 사물, 행동, 개념, 사상, 느낌, 사건 등을 ‘연결하는 

패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주로 특정 사

건에 관련되어 발생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전과 이후’를 묻는 질

문(예. “당신이 집을 떠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가요?”), 특정 

사건에 관여된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 혹은 ‘순위 매기기’ 질문(예. 그 순간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중 누가 더 우울했나요?) 등이 있다. 

◆  전략적 질문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다. 인터뷰 진행자는 “마치” 그들이 교사, 강사, 판사인 것처럼 질문

을 한다. 질문은 일부 답변이 다른 답변들 보다 “옳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다. 그러나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생각하고, 느

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 무엇이 더 “옳다”(진실하고, 공정하고, 적절

한)고 여겨지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

다. 이런 질문의 전형적인 유형은 소위 말하는 “행동을 위한 도전”이

다.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에 대해 고민만 하지 말고 그들

에게 말해보는 것이 어때요?”)

◆  반영형 질문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는 무언가를 촉진(보강, 역량강

화)시키는 것이다. 치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주적이고, 자

의식이 있고, 스스로를 체계화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존

재이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인터뷰 진행자는 안내자나 코치의 역할을 해서 인터뷰 

대상자 스스로 가장 의미 있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예. “제가 이해하는 한, 당신

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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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개입적 인터뷰 진행에 관한 네 가지 전

략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1.1_ 개입적 인터뷰 진행의 전략

전략적 질문

영향적 의도

사실 확인 질문 
문제 발견/파악

탐색에 초점 
맞춘 이해

주도
변화에 초점

미래에 초점
감정에 초점

직선적 가정

순환 가정

방향적 의도

직선형 질문

순환형 질문 반영형 질문

출처: K. Tomm (1988, p. 6)

4.1.6.3 청취 및 반영하기

일반적으로 듣기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기술로 설명되며, 가장 

필수적인 인터뷰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청취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기술로 설명되며, 가장 필수적인 인터뷰 

능력이다.   “적극적인 청취는 고도의 주의력을 요하며,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면

서 청자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뢰를 주는 청취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믿는 것에 기반한다.”

Feldham & Dryden, 1993, p. 105

 “좋은(도움이 되는)” 청자와 “나쁜(해가 되는)” 청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패턴을 파악해

내는 것이다.

 “좋은 청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청취는 화자에 대한 격려, 지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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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좋은 청자”는

◆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화자를 바라본다.

◆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로 화자를 북돋아 준다.

◆ 용기를 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 아~, 음…)

◆ 공감해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준다.

◆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적절한 자세를 취한다.

◆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더 물어본다.

◆  대상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이며 

정확한 조언을 한다. 

◆ 방해하지 않는다.

◆ 비판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

◆ 비밀보장으로 응답자에게 신뢰를 표현한다. 

반대로 “나쁜 청자”는

◆ 대상자를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

◆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

◆ 이야기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하거나 토를 달면서 자주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다.

◆ 대상자에 대해 비꼬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한다. 

◆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한다. 

◆ 대상자와 언쟁을 벌인다.

◆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딴 짓을 한다. (예. 손톱을 만지작거린다)

◆ 화자를 향해 웃음을 터뜨리거나 건성으로 대한다.

Rogers와 그의 동료들이 반영의 기술 및 개념을 공감적 이해와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소개했을 당시, 이는 인본주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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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의)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의 하나로 평가 

받았다. 이 시점에서 Rogers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해이다. 이는 치료사가 

대상자가 겪고 있는 감정의 경험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에 대해 대상자와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치

료사는 대상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 대상자가 의식하고 있

는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식 기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청취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요

소이다.

Rogers, 1986, p. 198 

* 주의.  Rogers의 이론에서, 치료의 첫 번째 요소는 “진정성, 실제성 혹은 적합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자세는 “수용, 관심 어린 보살핌 혹은 보상이나 조건 없는 긍정적인 
수용”이다.

실제로 반영하기는 응답자의 자신에 대한 부정과 방어적 태도로 

인해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분명하고 일관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응답

자의 깊은 내면의 감정, 생각, 의도, 태도, 비언어적 경험 등을 “비춰주

기 위해mirror back” 사용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이다. 

 “반영형 인터뷰 기술reflective interviewing skills”은 네 가지 기술로 구성

된다. (Brammer, Shostrom, & Abrego, 1989)

1.  감정의 반영 이것은 대상자가 (대화 내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표

현하는 중요한 행동을 상담자가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2.  비언어적 경험의 반영 상담자가 라포와 공감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비언어적 태도를 대상자의 비언어적 행동(예. 몸짓, 자

세)에 “맞춰”가려고 노력할 때 일어난다.

3.  경험의 공유 대상자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나 오

직 적절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감정 파악하기 한정된 시간에 타인이 실제 경험(“몰두하는 것”)을 

통해 느낀 핵심적 감정을 인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과 

경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는 개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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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양면가치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명확히 기

술해야 한다. “긍정적 감정”은 자아확립, 자기 역량강화, 자아 발현

적인 감정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일반적으로 자기파괴적 감정이다.

다음 표는 감정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고, 각 범

주에 해당하는 느낌을 나열한 것이다. 

표 4.1.2_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행복

안전

감사

자신감 

따뜻함

자아존중감

사랑

낙관주의

자기만족감

죄책감

분개

두려움

우울함

적대감

혐오

적개심

반항

거절감

활동 4.1-6을 진행하시오.

4.1.7 미성년자와의 의사소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남아, 여

아)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20만 명의 아동들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신매매

된 아동들의 경우, 일부는 강제 구걸에 동원되고 대부분은 성매매 산

업에 유입된다. (UNICEF, 2003)

UNICEF(2003)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가장 규모가 큰 아동 인신매매 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아동들은 가사 도우미나 성 노예로 대륙으로 이송된다. 서아프리카와 

동유럽이 가장 큰 공급원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 수의 아동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전체 가사 도우미의 삼분의 일이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Lowelle, 로이터통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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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1-7을 진행하시오.

4.1.7.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령별 대응 패턴

현재까지 다양한 인신매매 망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대처전략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자료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는 수백만 명의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불충분했다. 단지 연령에 따라 외상 경험에 다르게 대처한

다는 것이 파악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연령별 패턴은 다음 표에서 요약

되어 있다.

표 4.1.3_ 정신적 고통에 대한 연령별 대응 패턴

미취학 아동 초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  

십대 청소년

울음

엄지손가락 빨기

배설 기능 통제력 상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낯선이에 대한 두려움

짜증

혼란

의존적 증세

부동

두통 및 기타 신체 이상 
증세 호소

우울감

본인, 가족, 지역 사회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혼란

산만함

학업 부진

싸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두통 및 기타 신체 이상 
증세 호소

우울감

혼란

학업 부진 및 사회적 역
할 수용에 어려움을 겪음 
(예. 스포츠)

일반화된 공격적, 반사회
적 행동 및 자기 파괴적 
성향 (예. 알코올 남용, 어
린 나이에서의 마약 중독, 
범죄)

가족, 친구/또래 및 권위
자로부터의 외면, 소외감 

 출처: After Lystad (1985, pp. 65-66)

위의 표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퇴행regression”이 의미하는 바

를 보여준다. “퇴행”은 사전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

이 높은 수준(더 적응적)에서 낮은 수준(덜 적응적)으로 떨어지면서 개

인의 자아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를 통해 지속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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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속에서 아동이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4.1.7.2 고통을 겪는 아동의 필요 사항

소아과 면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아동이 학대에 시달리고 방치되

었던 사실들이 밝혀진다. 전문적인 진단 기준(의료적 혹은 그 외)에 따

르면, 아동들이 앓고 있는 증상이 “우연히” 앓게 된 질병이나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의 겉모습에서 그들이 학대 혹은 방

치 당한 것이 드러난다 (예. 단정하지 못한 외모, 명백한 이유가 없는 저

체중이나 과체중). 세 번째로, 이런 아동들은 종종 비정상적으로 과묵

하다. 발달 지연,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회적 단절, 그리고 자신과 타인

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은 아동들을 주변 세상에 대해 “침묵하는 

관찰자”로, 자신에 대해서는 비(非)관찰자로 만들어 버린다. 마지막으

로, 이런 아동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즉 자신의 연령에 맞는 언

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기술을 구사하지 못한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책임감, 학업 수행 능력 등이 발

달한다. 그러나 전쟁과 재난을 겪은 아동들은 이러한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아동들은 성장이 멈추기도 한다. 연령이 낮은 아동들은 말

을 하지 않거나 더듬기 시작한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며 

가족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 혹은 그 이상 연령의 아

동들은 정상적인 사회 및 학습 경험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공

부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며, 보다 어리게 자신을 대해주기를 바란다. 청

소년이 3세 아동처럼 떼를 쓰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아동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의 

나이보다 어린 아동들을 다루듯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Richman, 1993, p. 14

  

4.1.7.3 고통을 겪은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6가지 요소

1.  정신적 지원 무엇보다도 학대받는 아동들에게는 정신적이면서 실질

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가족이 없는 아동과 가족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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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아동은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줄 성

인이 필요하다.

2.  믿을 수 있는 사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생물학적 가

족이나 양부모 손에서 자랐거나, 고아원, 호스텔 혹은 길거리에서 생

활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누군가

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장기간 성적, 신체적 학대에 시달린 아동들

은 그들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아무

도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통 속에 홀

로 남겨지게 된다. 

3.  안도감 아동들은 보통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나눌 수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

다. 성인(혹은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 자신의 슬픔과 걱정들을 

털어놓음으로써 아동은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4.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아동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분리시키기 시작한다.

◆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며 다른 사람

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  점차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5.  집단 내 의사소통 아동/청소년 간의 정신적 지원과 우정은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친구가 없는 아동들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이 집

단 토론과 단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다양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아동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그들은 놀이, 그림 그리기, 모형 만들기, 음악과 노래 부르기, 춤추

기와 글쓰기 등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

로 돌아가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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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아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1.  목소리 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거친 목소리와 부드러운 목소

리를 구별할 줄 안다. 고통을 겪었던 아동들은 특히 목소리에 매우 

민감하다. 그들 대부분은 말의 높낮이, 어조 그리고 말할 때의 리듬

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단시간에 판단한다.

2.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은 사람의 기분과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

서가 된다. 다시 말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

분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을 겪은 아동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

눌 때, 상대방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움직임

(격려 또는 반대의 반응, 끄덕임, 미소, 눈썹의 움직임 등)을 매우 조

심스럽게 관찰한다. 아동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3.  농담과 웃음 간단한 농담, 재치 있는 말, 미소 그리고 웃음은 서로 

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뢰를 쌓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아동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부적절하거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농담을 건네거나, 부적절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아동뿐

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

4.  시선 교환 아동과 시선을 맞추는 것은 아마도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방식일 것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그리고 

문화적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선을 맞추는 것은 고통을 

겪은 아동들을 돕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라포 형성 (공유) 지원 제공자의 입장에서의 라포는 친밀함, 상호 신

뢰, 그리고 공유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입장에

서 라포는 안전하다는 느낌, 긍정적인 자아 인식, 자기 역량강화에 

대한 느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성인 지원 제공자가 제공하는 관심

과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6.  공간 내의 행동 및 좌석 배열 앉거나, 걷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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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공간적 패턴은 다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만큼이나 중요하

다. 여유 공간이 적은 놀이방 혹은 창의력 워크숍처럼 서로 간의 간

격이 좁은 공간에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원 혹은 반원의 형태로 좌

석을 배열하거나 바닥에 앉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7.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단답형의 대답을 이끌어낸다. 이런 질문

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질문들은 사실이나 또렷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사실적 지식이 없거나 상황

을 (질적) 평가할 만한 특별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예. 피곤하

니? 어디에 사니?), 아동들은 대답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폐쇄형 질문 유형 중에서 유도성 질문은 질문자의 의도에 부

응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으로 느

껴질 수 있다 (예. “여기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

니?”). 유도성 질문은 편향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특

정 대답을 강요하기 쉽다.

8.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관심이 가는 화두를 던지는 형식이다 

(예. “어제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 질문은 답변의 구조나 내

용을 유도하지 않는다. 개방형 질문은 단순한 인터뷰 기술을 넘어서

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 적절히 구성될 경

우 이러한 질문은 보다 깊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9.  단순한 언어 사용하기 성인과 아동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가

장 큰 요소는 아동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길거나 복잡한 문장, 또

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동들의 언어는 단순하며 단

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 경험을 담아낸다.

10.  피드백 주고 받기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피드백이

다. 피드백은 시선 교환,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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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암시하는 신호(머리 끄덕임, 미소, 얼굴 표정, “으음”같은 짧

은 의성어, 귀담아 듣는 자세 등)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피드백

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전달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통을 겪은 아동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의 피

드백이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니?” 혹은 “알아들었

니?” 아니면 그 밖의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은 이 아동들에게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유도적(위의 내

용을 참고)이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아동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

도 십중팔구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활동 4.1-8을 진행하시오.

4.1.8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권장사항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을 다룬 문헌은 많지만 구체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방식에 대한 자료는 드물다. 현재 있는 

자료는 대부분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제공자들을 위해 쓰여졌으며, 그 

중 일부는 참고 문헌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Marshall & Kurtz, 1982; Eagan, 

1990; Trevitchic, 2000) 한편 유능한 실무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의사소통 

관련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이 대부

분이며 이를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직감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적용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심리치료사(혹은 지원 제공자)가 전문적

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4.1.8.1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 패러다임

교수-학습 의사소통 기술은 훈련가들이 관리, 인력 개발, 사회복

지 실습을 위한 기술 훈련 등 모든 종류의 만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본 구성요소”의 단계별 이행 과정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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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훈련 과정의 구체적인 요소를 짚어나가기 위한 (이론적) 가이드

라인이다.

그림 4.1.2_ 의사소통 기술 습득 패러다임

워크숍 기술 습득

1 .  시청각 자료, 사례, 도표 제시를 포함해서 주요 용어들과 개념 및 

주제에 대해 소개한다.

2.  기술과 원하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링 - 역할극, 영상 자료 

활용

3.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운 점을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새로운 기술과 행동을 실습한다. - 피드백, 코칭, 그

룹 피드백을 사용

실제 상황에서 기술 적용

5.  학습 영역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 

통제된 상황에서 훈련가와 함께하는 실제와 같은 훈련과 연습 

(예. 인터뷰/재-인터뷰, 집중 인터뷰)

6. 과제 - 습득한 기술을 현실에서 적용

7. 다른 사람 관찰하기 - 오디오 혹은 비디오 녹화 활용

기술의 이전

4.  습득한 기술, 필수 자원, 잠재적 장애물, 개인 코칭, 멘토링, 상담의 

안정화

4.1.8.2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 권장되는 지침

다음에 제시되는 일반적인 주제별 지침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지원 제공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

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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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부

◆ 정보 사슬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기본 규칙

◆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 

◆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표현

◆ 표현 기술

◆ 청취 기술

◆ 전반적인 과정 관리

◆ 다른 지원 제공자들과의 의사소통

◆ 지역사회 자원 그룹과의 의사소통

◆ 모니터링과 멘토링

◆ 현장 실습과 보고

◆ 마무리

이런 구체적인 의사소통 훈련은 6일간의 이론 강의(오전 시간)와 

실습이 병행되는 집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활동 4.1-9을 진행하시오.

4.2 사정과 개입 - 전략과 권장사항

4.2.1 목표

이 지침의 목적은 지원 제공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 개인/집단을 

돌볼 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정 및 개입 기술의 효과적 적

용을 위한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습득하는 것이다. 

4.2.2 학습 목표

본 장을 통해 독자들은

◆ 효과적인 사례관리의 기본 규칙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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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과 개입 수행을 위한 행동 수칙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 실제 사정과 개입의 목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이다.

◆  모니터링과 평가에 쓰이는 도구와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정확한 위기 사정과 개입을 위한 교수-학습 지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2.3 문제 해결 차원에서의 사례관리

이론적으로 사례관리는 지원 제공자들이 상담 세션, 인터뷰, 결

정, 개입, 그리고 그 밖의 개별 접촉과정의 전 단계에 걸쳐 공유하는 단

계별 문제 해결 과정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 기술의 주요 특성은 사회

복지를 포함한 전문 지원 제공자들의 이론과 실제에서 잘 알려져 있다. 

(Turner, 1986)

이 패러다임은 본래 심리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 특히 창

의적 문제 해결 심리학Creative Problem Solving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Parnes, 1992) 이것은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

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간단히 

다음의 기본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관계 형성 첫 단계에서의 주된 목표는 도움과 보살핌을 제공

하는 “치료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 

목표는 대상자(본문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개인을 의미)가 마

음을 열고, 자존감을 되찾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   문제의 성격 파악 및 사정 이 단계는 개인의 문제를 다양한 관

점에서 바라보고 파악하며 사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양

한 관점이란, 대상자 자신의 관점, 연인이나 배우자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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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직접지원 제공자(사례관리

자, 상담사)가 그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3단계   변화 촉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유익하다고 느끼고, 

지원 제공자를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

한 (건설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과 개입을 시작한다. 

대상자와 지원 제공자(사례관리자)가 함께 대안적인 행동 계

획을 구축하며, 다양한 예상 결과를 예측하고, 특정 순간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4단계   평가와 종료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기 또는 장기 목표와 비교

하여 개입의 결과를 평가한다. 사례관리자들을 위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나의) 관계 형성이 당

사자에게 결국 도움이 되었나?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순환적 피드백 모델에 의하면, 사례관리는 그림 4.2.1와 같이 네 

가지 요소가 자유롭게 순환하는 과정이다. 

그림 4.2.1_ 사례관리의 “순환적” 피드백 모델

관찰

사정

계획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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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2-1을 진행하시오.

4.2.4 사정과 개입 과정의 행동 수칙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신매매 방지 맥락에서의 사정과 개입, 그리

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은 다양한 장소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전문

가/준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팀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사정과 개

입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다음에 제시되는 윤리적 기준

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어떠한 형태의 사정과 개입이든 당사자(혹은 법적 대리인)에 의한 사

전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2.  특별한 권장사항이 없다면, 의미 있고 건설적인 사정과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짧고 간결하게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

며, 당사자의 신체적, 지적 및 정서적 조건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

다. (예. 특히 인명 구조, 긴급 개입 상황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3.  관련 정보와 서류를 수집하고, 보건 및 사회 기관 등 다른 기관으

로의 전달 과정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안을 지켜야 한다. 

4.  특별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뷰 혹은 검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5.  심리검사 및 표준화된 진단 도구, 그리고/혹은 심리상담과 같은 구

체적인 개입 방식의 활용은 적절한 (공인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

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문 

지원 제공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위 행동 수칙들은 많은 전문 지원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윤리적 

기준에 관한 문헌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는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과도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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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2-2을 진행하시오.

4.2.5 사정과 개입의 원칙

4.2.5.1 비판적 사고

전문 용어로서의 사정은 적절한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어떤 정

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해설 참고) 그러나 

사정과 개입의 기준은 공공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모두에서 종종 

막연히 정의되곤 한다. 자세히 말하면, 다양한 기관들이 구체적 기준 

없이 이른바 ‘포괄적 사정’을 위해 대상자에게 긴 사정/평가 절차를 거

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자료 수집은 가족사, 의료 기록, 

심리검사, 정신 감정 그리고 기타 범주의 요소들까지 조사하는 것을 포

함한다. 대부분 이러한 표준 평가/사정 조항들은 반복되며, 종종 사정/

평가의 진행 목적이나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하는 관리자들에 의해 실

시된다. 이런 사정 방식은 대상자를 위협하거나 낙인을 찍는 듯한 느낌

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대상

자에게 사전에 사정/평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주요 관찰 사항들은 인신매매 방지의 사례관리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일례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시간의 심리검사(예. MMPI)를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전

문가들은 때때로 이러한 심층 임상 검사가 불필요하거나 바람직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참고: APA 윤리기준, 1994) “PTSD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불안 장애”, “우울증”, “인격장애” 등과 같은 진단 범주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진단을 내

린 당사자만이 진단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담당자는 이

러한 분류 체계를 사용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진단하는 데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정과 개입에 있어서는 지극한 관

심과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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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는 사회, 우리 자신 그리고 대상자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적 세력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력을 도모하도록 돕는 중요

한 수단이다. 비판적 사고 없이, 지원 제공자는 종종 사람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

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부정의를 영속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거나 

혹은 그 체제를 묵인하게 된다.” 

Garvin & Seabury, 1997, p. 46

다음으로는 사정과 개입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개념적 지침에 관해 

다룰 것이다. 이는 특히 인신매매 대처 측면의 일상활동 지원에서 더욱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1. 생태학적 접근의 사정과 개입 방식 

2. 간호과정 접근의 사정과 개입 방식 

3. 위기 개입의 요소들

4.2.5.2 생태학적 접근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전쟁이나 고문 등의 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극

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 

이들의 과거나 현재 존재하는 모든 개별 요소들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

을 잡아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건강히 성

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환경에 관해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

야 한다. (참고: Garvin & Seabury, 1997)

◆ 개인의 필요는 주변 환경의 자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개인의 욕구와 열망은 주변 환경의 기회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개인의 기술과 역량은 주변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형잡기”의 개념은 다음의 단순한 도표로 묘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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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_ 개별 요소들과 실제 환경 사이에서 “균형잡기”

<개인>

필요

열망

역량

<환경>

기대

기회

자원

생태학적 접근법은 “환경 속 개인의 접근법” 혹은, 단순히 “PIE 

(Person-in-Environment)” 모델이라고 불린다. (Karls & Wandrei, 1994) 

미국 심리학회의 정신질환편람(APA DSM)과 같은 전통적인 정신의학 

진단 체계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인적인 정신 기능 장애

로 정의 및 분류하는 반면에,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법은 사회적 기능을 

보다 강조한다. (참고: Kirk, 1992) 

요약하면, 생태학적 접근법은 사정과 개입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1.  (과거와 현재 모두) 필요사항 사정 - 이용 가능한 자원의 맥락에서

2.  (과거와 현재 모두) 개인이 원하는 바에 대한 사정 - 주어진(이용 

가능한) 기회의 맥락에서

3.  주어진 시간 내에서의 개인 자산(능력) 사정 - 변화에 대한 개인적 

혹은 일반적(사회적) 기대의 맥락에서

활동 4.2-3을 진행하시오.

4.2.5.3 간호과정 접근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들 가운데 간호과정 접근법은 인신매매 피

해자들을 위한 지원 영역 중 일상 사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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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참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간호는 개인

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을 돌보는 것을 포괄하는 보살

핌/돌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 학문적으로 현

대의 간호 분야는 현 시점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돌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간호과정 접근법은 인신매

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교

훈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질병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의학 모델과는 달리, 간호과정에서는 문제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개개인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도 고려한다. 이러한 전인적 시각에 의사의 역할이 더해짐으로써, 단순한 질

병 치료를 넘어 각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개인(과 가족)에게 적합한 맞춤 관리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Alfaro, 1990, p. 9

 

본질적으로 간호과정은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단계별 수행 과정이

며, 여기에는 다음의 과제들이 함께 수반된다. 

◆  사정 사정 단계에서, 담당자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강

점과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한다. 

◆  진단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한 후, 담당자는 대상자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할 준비를 한다 (이 자료는 지원 계획을 

개발하고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인 문제점까지 분석할 준비를 한다 (이

는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담당자는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개입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즉시 완화되거나 혹은 해결될 

수 있는지(판별에 적합한지)를,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적합한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한 개입(연계 체계)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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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문제를 파악한 후에 담당자는 그 

 “사례”(개별 대상자 및 집단 혹은 그의 가족)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

하게 된다. 이때 담당자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을 증

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 준비를 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이 포함된다. 

-  우선순위 선정: 어떤 문제들이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문제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가? 어떤 문제들이 연계 

체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가?

-  목표 수립: 예상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개입 결정: 어떠한 조치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

가? (어떤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

-  지원 계획 문서화: 이를 통해 다른 지원 제공자들도 예상 목표와 

계획을 알 수 있다.

◆  시행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계획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이다. 

-  대상자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대상자가 개입에 어떻게 반

응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  개입을 진행하고, 동시에 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했던 조치들을 

수행한다. 

-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인터뷰에 대한 반응 양상을 기록(차트 작

성) 및 공유: 담당자가 24시간 동안 대상자를 관리 할 수 없으

므로, 다른 지원 제공자(동료)들도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개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 지원 담당자는 (매일 또는 매주) 계획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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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행동 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가? 본래 희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했는가? 어떠한 요소가 도움이 되었는

가? 어떤 어려움과 한계점을 발견했는가?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  행동 계획을 통해 수립한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전부 혹은 일부 성취했는가? 아니면 전혀 성취하지 못했는가? 

자신의 행동 계획이 갖는 주요 강점은 무엇인가? 또 약점은 무엇

인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표들이 현실적이었는가? 초기

의 수립 목표들이 여전히 중요한가? 초기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

한 시간과 자원이 충분했는가? 지원 제공자와 대상자가 함께 동

의한 모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

입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했는가? 간호과정의 가장 초기에 세웠던 

전체 개입 (그리고 연계) 계획에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변화는 무

엇이었나? 

간호과정의 5단계

• Assessment 사정 -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사실 관계 확인)

•  Diagnosing 진단 -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기 (문제점 

파악)

• Planning 계획 수립 -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해결책 모색)

• Implementation 시행 - 계획을 실행하기 (실천)

•  Evaluation 평가 -  계획이 실제 효과를 냈는지 판단하고, “이제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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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2-4을 진행하시오.

4.2.5.4 위기 개입의 요소

위기 사정과 개입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기본 지식과 능력은 인신

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체 지원과정에서 필요한 세 번째 인적 “기본요

소”이다. 이는 목적국 내 보호시설이나 쉼터에서부터 출신국 내 재활/재

통합 센터까지의 여정과 같이 실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많

은 사람들이 심리적 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4.2.5.4.1 전략과 목표 설정

 “위기 개입”은 위급 상황에서의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패러다

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안의 긴급함과 시간 제약의 측면에서 보면, 

위기 사정과 개입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전체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4.2.3 참고)

그림 4.2.3_ 위기 개입 절차의 단계

 신속성

통제

사정

개입

연계

추적 관찰

출처: Greenston & Leviton (199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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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논의된 위기 관리와 관련된 조치들 중에서도 다음의 

규칙들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규칙 1   신속성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개입

이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최근에 발생된 정신적 외상이 차후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비교적 감소시킬 수 있다. 

규칙 2   근접성 외상적 사건의 물리적 상황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잘못된 상상이나 왜곡된 기억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것

은 가능한 한 실제 사건과 가장 유사한 순서로 개입하는 것, 

혹은 스트레스/외상 사건의 가장 유사한 물리적 환경에서 이

미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3   개인적 유대관계 (대상자 중심) 대상자들이 겪은 과거의 고통

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이는 지원 제공자와 대상자 간 상호 동의가 전제된 감정

의 투자를 포함한 개인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규칙 4   행동 생태학적인 사고에 기반한 오랜 지혜들은 우리에게 “우리

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전에 (이는 매우 어렵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그것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찾아보라!”고 가르친다. 위기 개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제한

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위의 말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

자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므로, 개입 담당자는 반드시 현

재의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지원 제공자는 대상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4.2.5.4.2 위기 사정의 요소

다음에 제시되는 다이어그램은 위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요

소들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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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_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이해 및 사정 요소 

 “최후의 결정타”는 종종 무시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사건으로 당사자를 실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다.                                                                

촉발요소위험한 사건들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환경

실제 위기 상황
충격 vs. 소진

취약한 상태

긴장의 증가 

-  경험한 사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 위협 (불안)

· 상실 (우울)

· 도전 (흥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사라짐, 감정적이

고 심리적인 혼란과 붕괴 발생, 기본적인 

행동 패턴의 와해

출처: Garvin & Seabury (1984, p. 189)

사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알 수 있다. 

◆  취약 상태 심각한 위기 상태가 발생하기 전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예. 과거의 가정 환경, 외상적 사건)

◆  위험한 사건과 환경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당분간 그 상태가 유

지될 가능성이 높음 (예. 신체적 학대나 심리적 고문의 영향) 

◆  대응 전략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전형적으로/습관적으로 취하

게 되는 행동 (예. 울음, 지나친 위축, 알코올과 약물 중독, 거친 행

동과 말투) 

◆  극단적 상황을 촉발시키는 사건 그리고/혹은 상황 개인별 구체적 

징후 및 비정상적(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패턴과 함께 극단적 위기 

상태를 촉발시키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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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3 위기 사정 인터뷰의 요소

가장 간단하면서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위기 사정 도구는 인터뷰이다. 위기 사정 인터뷰의 진행 시기와 환

경은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긴급 상

황에서는 오로지 기본적인 자료만 수집해야 하며, 차후에 (예. 경유 시

설 도착으로부터 2-3일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인터뷰 진행

자는 피해자가 기억을 상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위기-

관련 지표들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체크

리스트와 기타 문서 작업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의 만남 이후에 진행

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는 극단적 위기 상태 사정을 위한 증상 체크리

스트이다. 보다 더 정교한 사례-보고 형식은 뒷부분에 제시될 것이다. 

(4.2.5.5 권장되는 사정 도구 및 기술 참고)

표 4.2.1_ 위기 사정을 위한 증상 체크리스트

A. 위기에 처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 (취약성 사정)

◆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대인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음

◆  가족, 친구, 사회적 모임과 같은 생활 지원 체계를 이용하지 못함

◆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느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함

◆  과거에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험이 있음

◆  정신 장애나 극심한 감정적 불균형을 겪은 적이 있음

◆  자존감이 낮음

◆  해소되지 않는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음 

◆  불행했던 결혼 관계 혹은 동반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  알코올,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약물을 남용한 적이 있음

◆  가족이나 개인의 수입이 최저 생계 수준이거나 수입이 아예 없음

◆  정규직, 상근직 혹은 비상근직/파트타임 근무 경험이 없음

◆  학업 성취도가 좋지 못함, 학교를 중퇴하거나 가출한 경험이 있음

◆  비정상적인 혹은 잦은 신체 상해를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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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를 자주 변경함

◆   담보 혹은 대출로 인한 압류 경험이 있음

◆  법을 위반했던 전력이 여러 번 있음

B.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건들 (위기 촉발 요소 사정)

◆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는/동반하지 않는 사고 (예. 집 안에서)

◆  신체적 상해를 동반하는/동반하지 않는 교통 사고

◆  체포, 경찰에 의한 연행, 재판 회부

◆  직업 환경의 변화, 생활 환경의 주요 변화

◆  배우자 또는 애인의 죽음

◆  이혼 혹은 별거

◆  신체적 학대, 감정적 혹은 정신적 학대 (예. 위협)

◆  성적 학대 (예. 강간)

◆  낙태 혹은 혼외 임신

◆  신체적 질병

◆  급성정신장애 

◆  혼합 가정 내에서의 생활

C.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분별하기

1. 분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

a) 피해자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개입 담당자의 인지 정도

b) 개입 담당자의 감지능력

2.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표현한다.

a) 울음, 감정의 폭발, 장황한 설명

b) 위축, 우울, 혹은 둘 다

3.  가능하다면, 개입 담당자는 독립적인 정보원으로부터 당사자의 위기 전 

행동 양상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대상자가 과거에 보였던 혼란상태, 

기능장애 양상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4.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 (주요 특징)

a) 당황: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b) 위험 감지: “너무 초조하고 무섭습니다.”

c) 혼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d)  난관: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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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절망: “무엇이라도 해야겠습니다.”

f) 무관심: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g) 무력감: “내 자신조차 돌볼 수 없습니다.”

h) 급박함: “당장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i) 불안함: “나는 절망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합니다.”

D. 실제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심리적 일반 징후 요약표

감정 인식 행동

분노

예기 불안

부정

절망

두려움

통제 불능

부담감

좌절감

과민반응

일반적인 불안감

비통함

무력감

부족함, 무능함

불안정

무감각

분노

공황

충격

생존자의 죄책감

불확실

혼란

의사결정의 어려움

회상

신뢰의 상실

악몽

짧은 주의 지속 시간

약한 집중력

언어 구사력 부족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신에 대한 분노

분노의 표출

반사회적 행동

행동의 변화

식욕의변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울음

기능 장애

위기에 과도하게 집착

말하기를 싫어함

히스테리 반응

피로 증가

짜증

비특이적 불편감 
(non-specific complaints)

분노의 표출

퇴행

수면 장애

무반응

위축

4.2.5.4.4 위기 개입의 요소

위기 개입 담당자(지원 제공자)의 주요 업무는 대상자의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극단적 위기 상태를 촉발시키는 폭력적인(위험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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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원인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다음의 도표는 지원 제공자가 위기 반응과 그 원인의 네 가지 주요 

패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4.2.5_ 처리 흐름도

현재의 폭력적/위험한 사건

상실생명의 위협 타자에 대한 걱정

분리 불안 만성적 고통애도 반응외상 후 스트레스

과거의 경험

출처: Pynoos & Nader (1988. p. 463)

위 도표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위기반응

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장애, 이 두 가지 패턴

은 민족적 특성(원인) 그리고 징후(결과)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도표는 개입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대부분의 지원 제공자들은 단순한 진단을 넘어선 위기 인터뷰의 

구조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뚜렷한 기준

이 존재하지 않고, 일부 안내 원칙들만이 활용 가능하다. 이 책에서 제

시하는 구조적 원칙은 노르웨이의 위기 개입 전문 심리학자들이 고안

한 심리적 디브리핑 또는 심리적 경험보고(Psychological Debriefing,  

PD)이다. PD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신속한 조치 시행 PD (심리적 응급 조치) 인터뷰는 위험한 사건의 

발생 후 이틀 안에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현재에 집중 PD는 현재(가장 최근의)의 사건과 그 결과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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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3.  자원의 동원. 동료지원peer-support이 적절하고 수용 가능하다면,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터뷰보다는 소그룹 세션

(집단 상담)이 PD에 적합할 것이다. 동료 지원 그룹의 내부 자원은 

스트레스 연관된 반응(예. 공황 공포증)을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PD 과정의 구조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으나, 다음에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구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소개

- 팀과 참여자 소개

- 규칙 정하기

◆ 사실

- 무엇이 발생했는가?

◆ 생각 및 감각적 인상

-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

- 의사결정

- 인상

◆ 정서적 반응

- 감정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생각들에 관한 질문

- 발생 사건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것은?

- 반응을 받아들이기

- 사건 발생 당시 그리고 그 후의 반응

-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인지적 반응

◆ 정상화 

- 반응에 대한 언급

- 예상 지침

- 도움이 될만한 대처 방안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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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계획과 대응 방안

- 지원 동원 (근거리에)

-  ‘자연스러운’ (이전의) 지원 네트워크를 동원 (예. 가족, 자녀, 친구)

◆ 마무리 (자유/해방)

- 내용 요약, 정리

- 후속 자원

물론 이 책에서 PD 과정의 구조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대해 심

층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심리학적 규칙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규칙 1   소개하기 전체 과정의 이해관계자(진행자)로서의 사례관리자 

역할을 파악하는 것과 그 세션의 목적 설정 등, PD 과정에 필

요한 행동 수칙과 시간표가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사례관

리자와 대상자 간의 상호 신뢰를 쌓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

어야 하며 추후 공개될 정보의 기밀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

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과 현재의 느낌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는 발언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메모, 영상 촬영, 

녹음, 외부 관찰자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규칙 2   사실에 집중하기 이것은 대상자가 겪은 최근의 사건들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개인적 경

험)들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직선형)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다. 인터뷰 진행자는 이전의 지침서에서 다루었던 사항들 가운

데에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상자에게 신뢰와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

지하고 있어야 한다. (4.1.4.2 참고)

규칙 3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에 집중하기 이 과정에서 PD 세션은 즉

각적인 이성적 사고와 숙고(개인적 인지, 경험, “내적 깨달음inner 

way of knowing”)를 요하는 질문들로 진행된다. 이는 사건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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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개인적 추론을 (언어로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

현하는 작업이나, 또는 심리학자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 

(내적 vs. 외적) “건강통제위Locus of Health Control”라고 말하는 것

들에 대한 증거를 얻는 작업과 더불어 진행된다. 이것은 사례관

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반으로써 작용하게 된다. 

규칙 4   감각적 경험(신체 지각)에 주목하기 PD 세션의 마무리 단계에

서는 대상자가 가장 최근(과거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겪었던 신체적-감각적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위

기 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성격방어(예. 

억압)로 인하여 현재까지 간과되어 왔던(잊혀졌던) 많은 기능장

애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것은 확실히 지원 제공자들이 생체 기능과 기능장애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격역동(가변성)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의료적 개입과 정신건강 개입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사례관리 과정을 고안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규칙 5   기본 감정(심리-생리학적) 상태와 반응에 주목하기 생각과 느

낌, 그리고 신체적 경험들에 관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고 조심스

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양한 잠재적 

감정 반응 중에서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되는 기본적인 감정적 상태는 반드시 나타

나야 한다.

● 두려움, 공포

● 화, 분노

● 기쁨, 사랑

● 슬픔, 비통

● 수용, 신뢰

● 역겨움, 메스꺼움

● 희망,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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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움, 기대감

● 지루함, 공허함

규칙 6   정상화 이 맥락에서 “정상화”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반

응(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을 일으킨 사건 및 환경과 같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화 지침 혹은 예상 지

침에서 디브리핑 담당자는 당사자가 진술하는 느낌과 정서적 

반응(인지, 정서/감정)을 연결시킨다. 이때 전문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포함하여 비슷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정상화” 단계는 대응 방안이 “정상

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계와 시기가 될 수 있

다. (예. 유머를 통해)

규칙 7   미래 계획과 대처 방안 세션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참여자

들은 자신의 미래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질문들에 보다 개

방적,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호기심도 많아진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

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잠재적

인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다. 적절하다면 

역할극을 포함해도 좋다.

규칙 8   자유 (과정의 종료) PD 과정이 끝나면 그 동안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질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PD 종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 과정

의 종료와는 반대로) 디브리핑 진행자가 참가자들에게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사실을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고통의 증상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극단적 

위기 상황을 촉발시킨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런 증상

들은 한동안(대략 6개월 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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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  일부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기대로 인하여 최소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거나 병가를 내야 할 만큼의 위급한 상

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외상 사건의 후

유증에 대처하는 인내력이 더욱 요구된다. 

●  일부는 몇 개월 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디브리핑 진행자는 당사자가 추가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하여 설명

해 주어야 한다. (예.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

인지 등)

활동 4.2-5을 진행하시오.

4.2.5.5 권장되는 사정 도구 및 기술

과거에는 많은 “정신건강 검사”들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일반인들도 “인지적 IQ”, “감성적 IQ”, 

“사회적 IQ”, “문화적 IQ” 등을 포함한 소위 “자가 진단” 검사들을 어

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반 독자들과 사용자들에게는 엄청나

게 많은 수의 정신건강 사정 도구와 기술이 존재하는 이른바 “검사 시

장”이 매우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신매

매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사정 도구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비판

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를 통해 

사정해야 하는 “주요” 변수를 적절히 고려한다면, 도구를 선택하는 것

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1. 위기 진단을 위한 도구 (사례관리자들의 요약 보고)

2.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도구 (지난 12개월 동안 일어난 주된 삶의 변화)



4사
례

관
리

와
 프

로
그

램
 수

행

155

3. 외상 사건의 후유증 진단하기 위한 도구 (PTSD 식별)

4. 가족 지원 자원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

5. (최종적) 알코올 및/혹은 약물 의존도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

다음으로는 실제 사용과 훈련(선택)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요” 변

수에 대한 진단 도구를 다룰 것이다. 

4.2.5.5.1 위기 진단

위기 개입 담당자의 요약 보고서 형식

날짜 

이름 (혹은 내담자 번호) 

인터뷰 진행자의 이름 (혹은 상담자 번호) 

지시사항 (인터뷰 진행자-개입 담당자)

다음 표에서 해당하는 응답에 ○표 하십시오. 그리고 표시한 응답란의 최

상단에 적혀있는 점수를 점수란에 쓰십시오. 모든 점수를 합산하고, 합산된 

점수를 채점 기준과 비교해 보십시오.

0 1 2 3 4 점수

연령 0-8 9-12 13-15 16-18 19+

현재 혼인 여부
결혼했고  
자녀 있음

결혼했으나 
자녀 없음

이혼 배우자 사별 독신

외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극심한 
정신적 고통

낮음 중간 높음

정서 기능 안정적임

인지 기능 논리적
매우 

혼란스러움

행동 기능 적절함 매우 특이함

의사소통 개방적임 일관적임 어려움 불가능

우울/불안 그렇지 않음 그러함

현재/과거  
상처의 흔적

없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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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점수

약물 의존 그렇지 않음 의심됨 그러함

과거 자살 시도 없음 의심됨 있음

자살 계획 없음 의심됨(상상)
구체적인  

계획

과거 배우자 
(혹은 연인)와의 

관계

희망적/
지지적임

유해함/
학대적임

현재 배우자 
(혹은 연인)와의 

관계

희망적/
지지적임

유해함/
학대적임

출국 전 거주지 시골 작은마을 교외지역 도시 집 없음

출국 전 직업 상근 근무 비상근 근무
1년 이하  

무직
1년 이상  

무직

출국 전 배우자
(혹은 연인)

없음 있음

출국 전 이혼  
혹은 별거

없음 있음

출국 전 감옥이나 
타 기관에 구금

없음 있음

출처: Greenstone & Leviton (1993. p. 20)

채점 기준    최소 위험 수준 (0-20) 

         낮은 위험 수준 (21-35) 

         중간 위험 수준 (36-50) 

         높은 위험 수준 (50+)  

4.2.5.5.2 스트레스 진단 

인생 변화 지수 척도 (Holmes & Rahe, 1967)

지시사항 (자가 진단용)

왼쪽 편에 적혀있는 “사건”의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지난 12개월 내 당

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 X 표시를 하십시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수란은 당신의 답에 점수를 매기는 곳이므로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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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일어났다면 

X표시
점 수

1) 배우자의 죽음 1. 100

2) 이혼 2. 73

3) 배우자와 별거 혹은 애인과의 이별 3. 65

4) 감옥 혹은 타 기관에서의 구금경험 4.          63

5) 가까운 가족구성원의 죽음 5.          63

6) 심각한 신체적 상해 혹은 질병 6. 53

7) 결혼 7.          50

8) 직장에서 해고당함 8. 47

9) 배우자와의 (혹은 애인과의) 재결합 9. 45

10) 퇴직 10. 45

11) 가족구성원의 건강 악화 혹은 행동의 변화 발생 11. 44

12) 임신 12. 40

13) 성적 장애 13. 39

14)  새로운 가족을 얻음 (예. 출산, 입양, 노인 부양 등을 통해서) 14. 39

15) 사업 재조정 (예. 합병, 조직 개편, 파산 등) 15.         38

16) 재정 상태변화 (예. 평상시보다 많이 나빠졌거나 좋아짐) 16. 37

17) 가까운 친구의 죽음 17. 36

18) 이직 18. 36

19)  배우자 혹은 애인과의 다툼 빈도 변화 (예. 평상시보다 증가 

혹은 감소)
19. 35

20)    $10,000 이상의 담보 대출을 받음 (예. 주택 구입, 사업 등) 20. 31

21) 담보나 대출로 인한 압류 21. 30

22) 직장 내 임무 변화 (예. 승진, 좌천, 전근) 22. 29

23) 자식들의 출가 (예. 결혼, 대학 입학 등) 23. 29

24) 친인척 문제 24. 29

25) 뛰어난 개인 성취도 25. 28

26) 배우자 혹은 애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만둠 26. 26

27)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그만둠 2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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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일어났다면 

X표시
점 수

28) 생활 여건 변화 (예. 새로운 집을 지음, 개조, 집을 떠남) 28. 25

29) 개인 습관의 변화 (옷차림, 태도, 대인관계 등) 29. 24

30) 직장 내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30. 23

31) 직장 환경이나 업무 시간의 변동 31. 20

32) 거주지 변화 32. 20

33) 새로운 학교로 전학 33. 20

34) 여가 습관과 시간의 변화 34. 19

35) 종교 활동의 변화 (예. 평상시보다 증가 혹은 감소) 35. 19

36) 사회 활동의 변화 (예. 클럽, 춤, 영화, 방문 등) 36. 18

37) $10,000 이하의 대출을 받음 (예. 차량 구입 등) 37. 17

38) 수면 습관의 변화 (예. 수면량의 증가 혹은 감소) 38. 16

39)  가족 모임 횟수 변화 (예. 평상시보다 증가 혹은 감소) 39. 15

40)  섭식 습관의 주된 변화 (식사량의 증가 혹은 감소, 식사 시간 

불규칙)
40. 15

41) 휴가 41. 13

42)  크리스마스 (또는 기타 주요 휴일/명절/가족 행사 또는 경조사) 42. 12

43) 위법행위 (예. 교통 위반 딱지, 치안을 어지럽힘) 43. 11

44) 기타 (서술하시오)

출처: Holmes & Rahe (1967, pp. 213-218)

*  주의.  이 척도는 특정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완전하게 대중적인 용도로 만들어 진 것

은 아니지만, 치료의 맥락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채점 방식

X 표시 옆에 있는 각각의 점수를 합하십시오. 총점을 공란에 기입하십시오.

생활 변화량 (Life Change Unit (LCU)): 

점수 해석

0-150                        별다른 문제점 없음

150-199                     경도의 생활 위기 (질병 가능성 35%)

200-299                    중도의 생활 위기 (질병 가능성 50%)

300 혹은 그 이상          극도의 생활 위기 (질병 가능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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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3 PTSD 증상 진단

PTSD-12 자가 진단 척도 (Baráth, 1992)

A 부분

지시사항 (자가 진단용)

지난 12개월간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 혹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

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사건을 선택하여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십시

오. 또는 사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짧은 제목을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 (혹은 제목이 붙여진 그림)

B 부분

지시사항

아래 문장들은 아동이 공포스러운(극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위의 첫 번째 과제에서 당신이 설명했던 사

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지난 2주 동안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

나 자주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진단해 

볼 것입니다. 각 문장이 얼마나 당신의 느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 평가하여 

해당 점수에 표시 하십시오.

0=전혀 없음, 1=매우 가끔, 2=가끔, 3=자주, 4=항상

지난 2주 동안…? 평가 점수

1.  기억하기 싫었지만 나쁜 이미지가 내 눈앞에 자꾸 떠올랐다. 0 1 2 3 4

2. 이 사건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궁금했다. 0 1 2 3 4

3. 수치스럽고 내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0 1 2 3 4

4.  과거의 기억들이 불분명했고,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무엇인가를 했다. 0 1 2 3 4

5. 내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를 느꼈다. 0 1 2 3 4

6.  맥박과 호흡이 빨라졌고, 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긴장과 이완의 징후들이 

느낄 수 있었다.
0 1 2 3 4

7.  내가 했던 것 혹은 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 죄책감을 느꼈다. 0 1 2 3 4

8.  울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 사람들을 피했다.
0 1 2 3 4

9.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나를 계속 몰아갔고, 때론 사고를 일으켰다.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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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동안…? 평가 점수

10.  내게 일어난 사건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처벌하고 싶었다. 0 1 2 3 4

11.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무의미해 보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했다. 0 1 2 3 4

12.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나길 원했다고 생각했다. 0 1 2 3 4

13.  내가 피해자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나에게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두려웠다. 
0 1 2 3 4

14.  매우 혼란스러웠고,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4

15.  나는 사람들을 믿으려고 노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를 배신했을 

것이다. 
0 1 2 3 4

16.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다. 0 1 2 3 4

17. 불안했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다. 0 1 2 3 4

18.  갑작스런 어떤 소음이나 시끄러운 말투에도 크게 놀랐다. 0 1 2 3 4

19.  무엇보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0 1 2 3 4

20. 가끔 멍해졌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0 1 2 3 4

21.  슬펐고, 지쳤으며, 힘이 없었고, 우울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0 1 2 3 4

22.  너무 억울해서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이고 싶었다. 0 1 2 3 4

23.  마치 신의 가호와 기도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0 1 2 3 4

24.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누구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0 1 2 3 4

출처: Baráth, Matul, & Sbljak (1996, pp. 355-357)

* 주의. 이 척도는 특정 표적 집단에 맞추어 있지 않다. (위의 언급한 내용 참고) 

C 부분

채점 척도

동그라미 친 점수들을 합산한 결과를 이 곳에 기입하십시오.

총점(PTSD):    

점수 해석

0-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함 (치료받을 필요 없음)

20-39       가벼운 증상 (심리상담 권장)

40-69       상당히 심각한 증상 (의료 진단을 위한 인터뷰 권장)

70 혹은 그 이상 매우 심각한 증상 (의료 진단을 위한 인터뷰 및 개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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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4 가족의 지원 vs. 가족 간 갈등 진단

가족 관계 지수 (Hudson, 1977)

지시사항 (자가 진단용)

이 설문지는 당신의 가족 전체(부모님, 친척, 자녀들, 누구든지 해당됨)에 대

해서 당신이 느끼는 바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정답과 오답은 정

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항목에 숫자를 적어 넣으며 주의 깊고 정확하게 답

하십시오.

1=거의 혹은 전혀 없다, 2=아주 조금, 3=때때로, 4=대부분, 5=대개 혹은 항상

항목 평가

1) 우리 가족은 서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1. 

2)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은 아주 좋다. 2. 

3) 우리 가족은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3. 

4) 나는 우리 가족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4. 

5) 나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의지할 수 있다. 5. 

6) 나는 우리 가족이 주위에 있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6. 

7)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7. 

8) 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낸다. 8. 

9) 우리 가족은 매우 자주 싸운다. 9. 

10) 우리 가족에게 친밀감이란 없다. 10. 

11) 간혹 가족 안에서 내가 이방인 같다고 느낀다. 11. 

12)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2. 

13) 우리 가족에게는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깊다. 13. 

1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정말 잘한다. 14. 

15) 우리 가족은 주변 지인들에게 존경 받는다. 15. 

16) 우리 가족은 많은 불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6. 

17) 우리 가족은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17. 

18) 우리 가족은 서로 잘 지낸다. 18. 

19) 우리 가족의 삶은 기쁘지 않다. 19. 

20) 우리 가족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20. 

21)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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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

22) 다른 가족은 우리 가족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다. 22. 

23) 나의 가족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한 원천이다. 23. 

24)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24. 

25) 우리 가족은 불행하다. 25. 

출처: Aero & Weiner (1981, pp. 103-105)

*주의. 이 척도는 특정 표적집단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채점지                                      

A B (A+B) = 총점     
1. 역점수       

2. 역점수       

3.       

4. 역점수       

5. 역점수       

6.       

7.       

8. 역점수       

9.       

10.       

11.       

12.       

13.       채점 방식

-  먼저, 당신의 점수를 A란 3, 6, 7, 9번 

등 모든 공백에 옮겨 놓으십시오.

-  다음으로, B란 1, 2, 4, 5번 등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역점수를 매

깁니다. 

원점수 1 = 5

원점수 2 = 4

원점수 3 = 3

원점수 4 = 2

원점수 5 = 1

-  A란과 B란에 있는 점수를 합한 후 

25점을 뺍니다. 그 결과가 당신의 

총점입니다. 

14. 역점수       

15. 역점수       

16.       

17.       

18.       

19.       

20. 역점수       

21. 역점수       

22.       

23. 역점수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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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해석

낮은 점수 (0-29)  낮은 점수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

낸다. 

높은 점수 (30-100)   점수가 높아질수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4.2.5.5.5 알코올과 약물 남용에 관한 심사

청소년 진단을 위한 인터뷰에서 발췌한 예시 질문들 - Adolescent 

Diagnostic Interview(ADI) (Winter & Henly, 1993)

C 섹션: 약물 사용 / 소비 내력

<알코올>

1) 알코올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인터뷰 진행자를 위한 지시사항

만약 대상자의 음주 경험이 가족 행사(예. 결혼식, 휴가 등)와 같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알코올

을 받아서 조금 마셔본 정도라면 “아니오”란에 표시하라. 그러나 만약 허락 아래 조금 마신 것

으로 인하여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예. 메스꺼움, 두통)가 있었다면 “예”란

에 표시하라.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항목 10으로 이동하라.

2) 지금까지 알코올을 다섯 번 혹은 그 이상 마셔 보았습니까?

 예  □
 아니오 □

<대마초>

10)  마리화나, 대마, 혹은 기타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대마초를 사용해본 적

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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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금까지 대마초를 다섯 번 혹은 그 이상 사용해 보았습니까?

 예  □
 아니오 □

<추가 약물>

인터뷰 진행자를 위한 지시사항

아래 사항 중 대상자가 사용하는 약물에 표시하라. 혼합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않음”에 기록하라. 대상자가 알코올 그리고/혹은 마리화나를 제외한 다른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D 세션(알코올 사용 증상)으로 바로 진행하라.

암페타민
바비투
레이트

코카인
오피

오이드
환각제

개인이  
만든 약물

흡입제
명시되지 

않음

A B C O H P I H

19)  지금까지 특정 약물을 다섯 번 혹은 그 이상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만큼 O표 하십시오)

 A  B  C  O  H  P  I  H

20) 보기의 약물 가운데 의사가 당신을 위해 처방해 준 것이 있습니까?

 A  B  C  O  H  P  I  H

D 섹션: 알코올 사용 증상

인터뷰 진행자를 위한 지시사항

만약 대상자가 섹션 C의 항목 1, 2 에서 “아니오”에 대답을 했다면, 이 섹션을 건너뛰고 E 섹

션(대마초 사용증상)을 진행하라.

당신의 알코올 사용에 관하여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자가 (현재 음주 습관에) “예”라고 대답하거나, 다섯 번 혹은 

그 이상 알코올에 취한적이 있다면 대상 기준이 충족된다.

2)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와 술에 약간 취한 상태를 “반복”하면서 알

코올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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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은 종종 스스로 자신의 알코올 섭취를 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예  □
 아니오  □

주의.  인터뷰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다섯 번 혹은 그 이상)보다 더 많이 사용/남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약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출처: Allen & Coulumbus (1995, pp. 182-185)

4.2.5.6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모니터링과 평가는 사례 업무에 있어 종종 “잊혀진 두 아이들”２ 

과 같다. 이것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실무자들은 “슈퍼비전”을 “모니터링”이나 “평가”와 혼

동하여 사용한다. 구별을 하자면, “슈퍼비전”은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주

로 쓰인다. 예를 들어, 특별 훈련 과정에 있는 학생이 치료 중에 당면하

는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멘토(선생님)와 함께 특정 세션

을 참석해야만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인 5장을 참고)

 “모니터링”은 사례관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과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은 손으로 쓴 메모에서부터 전자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양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에 기반하여 전체 사례관리

와 프로그램 수행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

(대상자)은 당신의 개입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아지고 있는지(혹은 퇴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로,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의 개입과 

２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쉬운 문제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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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중 당신의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변

화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정 기록 시스템Process Recording System이라고 불리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과정 기록 이것은 사례 담당자가 그 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해 왔

는지, 담당자의 개입이 즉각적으로 가져온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사례 보고” (혹은 일간 보고)의 이

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중요 사건 기록 중요 사건 기록은 과정 기록의 수정된 형태로, 매일

의 사례 가운데 주요 쟁점(예. 딜레마)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사례

를 엄격히 선별하는 데에 그 차이점이 있다. 

3.  기호화된 기록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기관들은 문제 중심적 

기록 보관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는 대상자의 자가 진단 기록을 비

롯한 주관적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편 “평가”는 대상자의 삶과 안녕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이러한 조치는 사례 담당자의 과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종종 다

른 외부 기준에 의한 점검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다 엄

격한 평가 기준에 의한 수행과 보고가 요구된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

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동 셈하기 이는 대상자의 특정한 행동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세는 것을 말한다. (예. 주간 몇 번이나 “밤에 잠을 설쳤는지”를 세

는 것)

2.  목표 성취 측정 이는 업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처음에 세웠던 개인

적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게)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감정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자가진단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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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슬픔, 불안, 즐거움 또는 쾌

감의 상실과 같은 대상자의 감정(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자료를 수

집하는 것은 지원 여부와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

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례 담당자의 자가 진단 “동전”의 양면처럼 사례 담당자의 자가 

진단은 대상자의 자가 진단과 병행되어야 한다. 

5.  동료-디브리핑 지원 제공자를 돕기 위해 동료 지원을 조직하고 동

원하는 대안 지원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5장 참고) 가장 간단

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기적인 동료-디브리핑을 비슷한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디브리핑”을 참고) 이와 같은 지원 

그룹을 조직하는 방법과 그 기술은 문헌에서 “발린트 그룹Bálint-

groups”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Bálint, 1957)

활동 4.2-6을 진행하시오.

4.3 추천 도서

◆  Alfaro, R. (1990). Applying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process: A step-
by-step guide (2nd ed.) Philadelphia: Lippincott.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1992, December 1). New 
APA “Ethn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 and Code of Conduct.” Adopted 
by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The Codes taken effect on 
December 1, 1992. American Psychologist.

◆  Baráth, Á. (1977). Comprehensibility, answering difficulty, and affective 
loading of survey questions. (Doctoral dissertation).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urvey Research 
Center.

◆  Borkman, J. B. (1990). Experiential, professional, and lay frames of 
reference. In T. J. Powell (Ed.), Working with Self-help (pp. 3-30). Silver 
Spring, Maryland: NAS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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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arpentino, L. J., (1989). Handbook of nursing diagnosis 1989-90.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Conroy, B. (2000). Unspeakable acts, ordinary people: The dynamics of 
torture. New York: Knopf.

◆  Gorceag, V., Gorceag, L., & Hotineau, M. (2004, March 29). Statistics 
from IOM Rehabilitation Centre in Chisinau. Conference Reporting 
at IOM Expert Meeting “Mental Health and Trafficking.” Kiev. 

◆  Lystad, M. (Ed.). (1985). Innovations in mental health services to disaster 
victims (DHHS Publication No. ADM 85-1390). Rockville, Maryland: 
U. S. Center for Mental Health Studies of Emergencies (formerly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Norway’s Plan of Action for Combating Traf 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2003-2005. Oslo: 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  Rothman, J. (1994). Practice with highly vulnerable clients: Case 
management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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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그룹 활동 -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활동 4.1-1 비자발적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목표   독자들이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의 마음을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방법  개별 활동과 의견 나눔

자료  없음

시간  10분

절차 

아래에 제시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고, 훈련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자신의 

답변과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의 파트너가 먼저 당

신에게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1.  당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부모님이나 친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할 것을 강요당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당신에게 그런 행위를 강요한 사람에 대한 느낌은 

어땠나요?

2.  당신은 그 압력에 굴복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아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당신에게 강요하던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요? 당신의 감정

을 숨기지 않았나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는 얼마만큼 나눌 수 있었나요? 무

엇에 관해 이야기했나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적이 있나요?

활동 4.1-2 안전 기준에 대한 존중 vs. 위반

목표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인터뷰에서 권장되는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방법  역할극

자료   역할극을 녹화하여 돌려보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 (선택사항)

시간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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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단계 아래에 설명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예시 사례”를 읽어보십시오.

2단계 역할극을 진행하기 위해 훈련그룹의 구성원 가운데 세 명의 지원자를 선

택하십시오. 구성원 (A)는 예시 사례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구성원 

(B)는 매우 공격적인 언론인으로 자국에서 발생한 선정적인 인신매매 이야기를 

유수 일간지의 머리기사로 보도하려고 합니다. 구성원 (C)는 경유 센터(보호소)

의 잘 훈련된 지원 제공자로, 충분한 개인적, 전문적 준비과정을 거쳐 주인공과

의 첫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 두 역할극 인터뷰가 같은 주인공을 데리고 같은 관객(나머지 참여자들) 

앞에서 각각 시행됩니다. 하나는 “언론” 인터뷰이며, 다른 하나는 “사례관리자”에 

의해 진행되는 인터뷰입니다. 각각의 인터뷰는 최대 15분 동안 진행됩니다.

4단계 두 역할극을 마치고 난 후, 그룹 토론을 하고 경험을 나눕니다. (토론, 60분) 

예시 사례 (선택사항)

위조된 이탈리아 국적 서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알바니아 감옥에 갇혀

있던 15세 루마니아 소녀가 런던으로 인신매매되었다. 그녀는 얼마간 포주(애

인) 밑에서 일한 후, 그 곳에서 도망쳐 나와 런던 내 다른 지역의 사우나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현상금이 걸렸다.” 새로운 근무지에 있던 한 여

자 동료가 그녀의 알바니아계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녀의 거처를 알

려주었다. 루마니아 소녀는 결국 동료들 앞에서 대낮에 납치당했다. 2년이 지난   

현재, 그녀는 발칸 지역의 한 도시에 있는 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여기서 

이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다. 

활동 4.1-3 ‘누가 누구인가’ 사례 발표

목표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역할 수용”과 “역할 갈등”을 이해하기

방법  연극, 역할 평가

교재  쇼 카드: 역할 매트릭스 (참여자 1인당 1장)

시간  5분

절차

1단계 아래에 제시된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예시 사례”(사정 인터뷰로부터 발

췌함)를 주의 깊게 읽거나, 세미나 참석자들이 언급하는(제안하는) 실제 사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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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훈련 그룹의 구성원 가운데 7명의 지원자를 선발한다. 이 그룹은  “예시 사

례”를 참고 자료로 삼아 즉석에서 사례관리 발표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팀원 

중 한 사람이 사례 회의의 의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나머지 6명은 사례 개입 

담당자(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단계 6명의 사례관리자는 그룹을 떠나서 간략한 사례 발표를 위한 시나리오

를 만든다 (최대 20분). 이들의 임무는 각자가 선택한 “개입 담당자 역할”을 어

느 정도 각색하는 것인데, 사례를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하고 

또는 행해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마치 각자가 완벽한 “행동 계획”을 가

지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역할극은 각각의 개입 담당자가 한 가

지 이상의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함으로써 상호 간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을 보

여주어야 한다. (역할 혼란)

4단계 사례관리자(“개입 담당자”) 팀은 전체 그룹으로 돌아와서 사례 발표를 

시작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관객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맞추어야 하므로 

각자가 맡은 역할은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열

된 “개입 담당자 역할” 목록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의 정체를 맞

춰보는 것이다. 관객은 그들이 예상한 바를 미리 나눠준 역할 매트릭스(답변지)

에 표시한다.

5단계 모든 개인 답변지를 걷어 그 결과를 넓은 범위의 교차집계로 요약해둔

다. 즉, 넓은 범위의 도수표를 궤도로 만들어 그 결과를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

께 논의한다.     

예시 사례 (선택사항)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일할 곳을 찾아 다녔지만, 어떠한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

습니다. 언젠가 바에서 제 친구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잘 정착하고 

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소녀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동화 같은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저를 출국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남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P씨를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이탈리아에 가서 한달에 2천 달러를 받으며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

로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P씨는 배려심이 깊고 참 친절했습니다. 내가 서류 

준비나 여행을 하기 위한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

비할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Olena(올레나), 우크라이나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거쳐 코소보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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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카드

역할 매트릭스 (답변지) 

개입 담당자 역할
연기자

A B C D E F

1. “조력자”

2. “훈련가”

3. “연계자”

4. “중재자”

5. “지원 개발자”

6. “옹호자”

활동 4.1-4 인신매매 단계 이해하기

목표  이미지를 통해 인신매매 과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도모

방법  이야기 하기, 이야기 쓰기

자료  없음

시간  60분

절차

1단계 훈련 그룹을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A부터 E까지). 각 그룹의 구성원

은 5-6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 소그룹에게는 인신매매 과정의 각 단계를 

거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들어 내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 가상 

이야기의 주인공은 배려심 깊은 언론인이나 사례관리자와 상상 인터뷰를 한 사

람이다.

그룹 A: 이야기 쓰기 #1. 출발 전 단계

그룹 B: 이야기 쓰기 #2. 여행과 경유 단계

그룹 C: 이야기 쓰기 #3. 도착 단계

그룹 D:  이야기 쓰기 #4. 체류·구금 단계 (범죄 기록 증명 및 쉼터)

그룹 E:   이야기 쓰기 #5. “귀향” 단계 (통합 및 재통합)

다음의 간단한 사례 요약은 그룹원들이 그들만의 사례를 만들어 내는 데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완성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6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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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각각의 그룹은 즉석 연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다. (권장사항)

3단계 전체 토론

사례 예시 (선택사항)

출발 전 단계: “1998년에 나는 가족과 함께 고향 코소보를 떠나야 했다. 그 후 

난민 캠프에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2주 뒤에 그와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와 함께 이탈리아로 도망갔다” 

(Alma(알마), 코소보에서 이탈리아로 이동)

여행 및 경유 단계: “나는 세르비아에서 알바니아, 다시 알바니아에서 마케도니아, 그

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코소보로 팔려갔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

들의 감시를 받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어야 했고, 국경에서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었다.” 

(Marina(마리나), 우크라이나에서 유고슬라비아와 코소보로 이동)

도착 단계: “그들은 나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그들은 내게 ‘소리지르면 죽여버

리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야 했고, 그들은 처녀였던 나를 

강간하였다.” 

(Ellen(엘렌), 알바니아에서 영국으로 이동)

체류 단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

제 나는 상황이 조금씩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Keti(케티), 알바니아에서 이탈리아로 이동)

 “귀향” 단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나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남편에게 전염시

키지 않도록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가 알게 된다면 나를 떠날 것이 분명하다.” 

(Oksana(옥사나), 우크라이나에서 이탈리아로 이동)

활동 4.1-5 “나를 보여줘” 판토마임 활동

목표  자기 표현과 그룹 내에서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기회 제공

방법  소그룹 활동

자료  없음

시간  30분

절차

(의자나 바닥에) 원형으로 둘러 앉고, 참여자들이 한 명씩 중앙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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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마임/몸동작을 통해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 혹은 자연현상을 몸짓 언

어(판토마임)로 묘사하는 과제이다. 동작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는 다양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신발이다”, “나는 악기다”, “나는 배고픈 꼬마이다”, “나는 산

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다” 등처럼 말이다. 관객들은 판토마임을 하는 사람이 무엇

을 말하고 싶어하는지를 추측해야 한다. 이 즉흥 연극은 관객들이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된다. 누군가 정답을 맞출 경우, 다른 사람이 무대에 나오게 된다.

주의.  단 한 명이라도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게임을 계속

하게 하지 말 것!

이후 토의할 사항

- 이 활동에서 쉬웠던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  당신이 관객과 공유하려고 선택한 개념을 연기로 표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

른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

-  개인적으로 관찰자로서 즉흥 연극의 시리즈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유익하게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활동 4.1-6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목표  라포 형성 배우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형성)

방법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 연습

자료  없음

시간  무제한

절차

이 활동은 다른 사람을 직접 대면할 때, 우리가 보는 것과 가정하는 것, 그리고 

고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해석(판단)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활동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부분 (2인 연습), 상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있는 장소(예. 길거

리)에서 A와 B는 직접 마주본다. 그들은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그들은 

악수를 하고 (적절한 상황일 경우), 미소를 주고 받으며 친근함을 나타내는 

몸짓을 나눈다. A는 B에게서 관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예. 

반지 혹은 귀걸이, 목걸이, 시계, 옷, 신발).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해석은 제외

한 채, A는 자신이 관찰한 각각의 아이템을 말한다.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둘은 역할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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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부분 (2인 연습), A는 상대방의 소지품을 보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

으로든 가치를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보인다(예. “손목시계가 참 예뻐

요. 비싸 보이네요…”). 이때 B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혹은 부인할 것이다

(예. “에이,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싸구려 시계예요.”). 

-  세 번째 부분 (그룹 연습), 모든 참여자들은 칵테일 파티에 초대받은 자신을 

상상해본다. 그 곳에서 각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짧지만 친근한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 받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게 된다.

이후 토론  선택사항

활동 4.1-7 그룹 인터뷰

목표  질문하는 기술 배우기

방법  소그룹 활동

자료  없음

시간  10-15분

절차

원형으로 둘러 앉는다. 참여자 중 한 명(지원자)이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다 (가능

하다면 회전의자에 앉는다). 지원자는 응답자가 된다. 진행자는 인터뷰의 목적이 

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응답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판은 삼가야 한다. 진행자는 또한 참여자들에게 “바람직한 인터

뷰”의 기초적인 규칙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활동의 주제적 틀은 참여자들의 필

요와 일반적인 관심사(예. 학교, 가족)에 따라, 진행자에 의해 세심히 계획되고 구

체화되어야 한다. 진행자는 그룹 안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모욕감을 느끼

지 않도록 인터뷰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후 토론  선택사항

활동 4.1-8 “나와 너”(자아-또 다른 자아) 게임

목표  교수-학습 지침을 만드는 실무능력·실질적 기술 증진

방식  소그룹 활동 (브레인 스토밍)

시간  무제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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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단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구체적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

그램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예비 사례관리자 또는 선발된 사례관리자)을 대상으

로 하여 타겟 훈련 그룹을 만든다.

2단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해 알고 있던 이전의 개인적인 혹은 전문적인 지

식 가운데 훈련생들이 배워야 하는(혹은 새롭게 보충해야 하는) 이론적인 문제

들의 범위를 구체화 한다.

3단계 어떤 의사소통 요령을 훈련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화

한다. (예.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는가?”, “어떻게 관찰하는가?” 혹은 “어떻게 질

문을 하는가?”)

4단계 학습 목표를 구체화한다. (“훈련이 끝날 때쯤 훈련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

어야 할 것은?”)

5단계 교육 담당 직원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교

육 도구, 환경,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교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예. 그룹 조

력자들, 비디오 교재, 연습문제집)

6단계 다른 (가상) 환경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 개인 그리고/또는 타겟그룹과 

상의하며 독립적인 소그룹 활동을 계획하고 구성한다. 

7단계 선정된 소그룹의 인터뷰 역할극 (관객과 전문 관찰자/조언자 앞에서)

토론  전체 토론

활동 4.1-9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지침 계획

목표  교수-학습 지침을 만드는 실무능력·실질적 기술 증진

방식  소그룹 활동 (브레인 스토밍)

시간  무제한

자료  없음

절차

1단계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구체적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

그램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예비 사례관리자 또는 선발된 사례관리자)을 대상으

로 하여 타겟 훈련 그룹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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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해 알고 있던 이전의 개인적인 혹은 전문적인 지

식 가운데 훈련생들이 배워야 하는 (혹은 새롭게 보충해야 하는) 이론적인 문

제들의 범위를 구체화 한다.

3단계 어떤 의사소통 요령을 훈련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화

한다. (예. “어떻게 라포를 형성하는가?”, “어떻게 관찰하는가?” 혹은 “어떻게 질

문을 하는가?”)

4단계 학습 목표를 구체화한다. (“훈련이 끝날 때 즈음 훈련생들이 반드시 알

고 있어야 할 것은?”)

5단계 교육 담당 직원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교

육 도구, 환경,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교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예. 그룹 조

력자들, 비디오 교재, 연습문제집)

6단계 다른 (가상) 환경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 개인 그리고/또는 타겟그룹과 

상의하며 독립적인 소그룹 활동을 계획하고 구성한다.

7단계 선정된 소그룹의 인터뷰 역할극 (관객과 전문 관찰자/조언자 앞에서)

토론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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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그룹 활동 - 사정과 개입

활동 4.2-1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연습

목표  창의적인 문제 해결(CPS) 전략을 배움

방법  짝을 지어 활동 (인터뷰)

필요한 자료  쇼카드 (개인/참여자)

시간  90분

1단계 짝을 이루어서 사전 연습 시간을 갖는다. 자발적으로 (혹은 지시에 의해

서) 참여자들끼리 짝을 지어 (큰 투명판에 쓰인) 소원을 적은 문장, 즉 “내가 가

고 싶은 곳 또는 돌아가고 싶은 곳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눈다. 짝

을 이룬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쌍둥이”가 된 듯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위

해 노력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나와 또 다른 나의 자아”의 역할을 맡는 것

이다. 

2단계 각각의 구성원들은 큰 그룹으로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쌍둥이” 형제, 자

매가 말해준 “상상 여행” 이야기를 공유한다. 

3단계 진행자는 다음에 나오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겪은 이야기를 담은 짧은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선택적): “나는 숲 근처에 있는 한 집으로 옮겨졌다. 고용주는 내게 이 곳에서 몸

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나를 어떤 방에 가두고, 매일 같이 때리면서 그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고, 손님을 받아들이기로 했

다. 8일에 걸친 고문이 끝나고 나서, 나는 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손님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번 나의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들은 고용주에

게 이를 고해 바쳤고, 나는 점점 더 심하게 맞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Ani(안니),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인신매매 당함)

4단계 큰 투명판에 적힌 문제:

 “만약 당신이 ‘Ani’였다면 혹은 그녀의 첫 번째 인터뷰를 담당한 사람이라면 (경

유국 센터에서), 당신은 첫 번째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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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짝을 이룬 사람들은 다음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 (30분). 한 사람

은 Ani의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은 그녀의 첫 번째 인터뷰 진행자의 역할을 맡

는다. 각각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를 받는다 (임의로 배정).

Ani

당신은 과거에 당신을 납치했던 인

신매매범들이 여전히 당신의 뒤를 

쫓고 있으며 이 인터뷰 진행자는 

그들 중 한 사람으로 당신을 재인

신매매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당신은 인터뷰를 어떻

게 진행시킬 것인가요?

인터뷰 진행자

당신은 Ani와 신뢰를 쌓고, 미래의 

삶에 대한 그녀의 계획과 관점에 

관하여 알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위해 어

떻게 인터뷰를 진행시킬 것인가요?

6단계 두 참여자 그룹, 즉 “Ani 그룹”과 “인터뷰 진행자 그룹”이 함께 모여 인터

뷰와 역할극을 통해 경험한 바를 나눈다.  

마무리 토론 (선택사항)

활동 4.2-2  “누가” 심리검사를 담당하고 “어떻게” 진행하나?

목표  사정과 개입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배우고 비판적으로 토론하기 위함

방법  소그룹 토론

필요한 자료  쇼 카드 (아래 사항을 참고)

시간  45분

절차

진행자는 ‘심리학자를 위한 평가, 사정 및 개입에 관한 APA 윤리적 기준’의 목

록을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쇼 카드 참고). 진행자는 큰 그룹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직업, 국적을 고려하여 적절히 섞는다), 각 그룹이 목록에 적힌 원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고) 토의하도록 한다. 또 그것을 자신의 실제 생

활(자신의 나라와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30분 후, 전체 

토론을 시작하고 각 그 룹은 그룹의 결론과 이러한 정보 교환을 통해 알게 된 

경험들에 대하여 보고한다. 

쇼 카드: ‘심리학자를 위한 평가, 사정 및 개입에 관한 APA의 윤리적 기준(1992)’. 

2번째 부분. 기준 2.1-2.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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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적 맥락 내에서의 평가 진단 및 개입 심리학자는 오로지 정의된 직업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수행한다.

2.  사정과 개입의 적절한 사용 및 능력 심리학적 사정 기술, 인터뷰, 검사 혹은 

도구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점수를 매기고, 해석하거나 사용하는 심리학자

는 기술 적용의 적절성과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증거를 고려하

여 적절한 방법과 목적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

3.  검사 구성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사정)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정 기술을 개발

하는 심리학자는 검사 설계, 표준화, 검증, 편견의 감소 혹은 제거, 사용을 위

한 권장사항 등에 관해 널리 통용되는 전문 지식과 과학적 절차를 사용한다.

4.  일반적인 사정 사용 및 특수한 대상 인구를 위한 사정 사용 (a) 사정 기술을 

사용하거나 해석하고 점수를 매기며 관리하거나 개입하는 심리학자는 신뢰

성, 검증, 기타 관련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혹은 그들이 사용하는 기

술의 사용 및 적절한 적용에 관한 연구 결과도 통달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개입이나 사정 기술 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나, 혹은 개인의 

성별, 나이, 인종, 민족성, 출신국, 종교, 성적 취향, 장애, 언어 또는 사회경제

적 지위와 같은 요소로 인해 관리·진행과 해석상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

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5.  사정 결과 해석 자동해석을 포함한 사정 결과를 해석할 때, 심리학자는 자

신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해석의 정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검사대상자

의 성격이나 검사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해석의 정확도 또는 한계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6.  검증되지 않은 인력 심리학자는 검증되지 않은 인력에 의한 심리학적 사정 

기술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7.  진부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검사 및 검사 결과 심리학자들은 사정이나 개입 

결정 또는 권장사항에 관해 현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오래된 자료나 검사 결

과를 그 근거로 두지 않는다. 

8.  검사 채점 및 해석 서비스 다른 전문가들에게 사정 혹은 채점 절차를 제공

하는 심리학자는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목적, 규칙, 유효성, 신뢰성과 절차

의 적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정 결과 설명하기 관계의 성격이 사정을 받는 사람에게 사전에 설명되

 지 않았거나 결과에 대한 설명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심리학자는 사정을 

받는 대상자나 혹은 그 대상자를 대신해 법적으로 대리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사람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평가와 해석이 심리학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자동으로 해석

되는지, 다른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와는 관계 없이 심리학자들은 주어

진 결과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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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안 유지 심리학자는 법, 계약 의무와 윤리적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

위 안에서 이에 부합하는 검사와 기타 사정 기술에 대한 진실성·무결성integrity

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처:  새로운 APA “심리학자의 윤리적 원칙 및 행동 수칙”

활동 4.2-3  당신과 당신 주변의 환경 사이의 “균형”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목표  사정과 개입의 윤리적 기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배움

방법  소그룹 “브레인스토밍” 세션 (그룹당 5명)

필요한 자료  없음 (서기가 사용할 필기구 준비)

시간  30분

절차

진행자는 이 활동이 개인의 필요, 열망, (본인이 느끼는)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

인과 (타인들의) 기대, 기회, 이용 가능한 자원과 같은 환경적 요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기 위한 간단한 브레인 스토밍 세션이라고 설

명한다. 그룹은 15분 안에 각자 개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아

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환경적 요소의 목록을 가능

한 많이 작성하는 과제를 받게 된다. 세션의 진행을 위해서 이 교재에서 발췌한 

균형잡기(그림 4.2.2 참고)에 관한 시각 프레젠테이션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진다. 

진행자는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준수되어야 할 다음의 일반 규칙을 소개한다.

1)  생각해 낸 아이디어의 양이 중요할 뿐, 아이디어의 질이나 수사적인 성격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일수록 좋다)

2)  “다른 사람 (이들이 어떤 사람이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 

  야기를 하라.

3) 장문이나, 수사적인 말, 장황한 설명은 지양한다.

4)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평가는 제외시켜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도 제외)

5)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의 흐름, 느낌에 편승

하는 것도 지양된다. (‘그룹적인 사고하기’의 원칙)

6)      자신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데 있어 다른 이들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한 사람당 1-2분 정도가 적당함)

7)  모든 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한다. (“혼자만 

말을 하려고 하지 말라”)

8) 그룹 내 한 사람은 메모를 적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기)

9) 상위 그룹에 토론 내용을 보고한다. (약 15분 동안의 브레인스토밍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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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2-4 간호 진단해보기 활동

목표   간호 진단법을 포함한 사정 작업에 대해서 배우고 비판적으로 토의하기 

위함

방법  소그룹 “브레인스토밍” 세션 (그룹당 5명)

필요한 자료  선택된 간호진단법과 자료표 (부교재)

시간  120분

절차

1단계 전체 그룹을 5-7명씩 소그룹으로 나눈다 (가급적 활동 4.2-3과 같게)

2단계 진행자는 교육적 보기(자료표)를 사용하여 간호진단법의 주요 구성 요소

에 관해 설명한다.

3단계 각각의 그룹은 주요 간호 진단 분류 체계(Nursing Diagnostic Categories 

(NANDA) Approved, 1988)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다음 중 한 가지 문제를 골

라 작업한다

패턴 1:    교환 (영양 상태의 변화, 변비, 설사, 스트레스성 요실금, 불규칙적인 호

흡 패턴 등 포함)

패턴 2:  소통 (언어적 그리고/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

패턴 3:  관계 형성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불가능, 사회적 소외, 성적 기능의 불능, 

가족 관계의 변화 등)

패턴 4:   평가하기 (정신적·영적 고통, 정체성 위기, 타인에 대한 불신, 아노미와 

같은 가치관의 혼동 등)

패턴 5:    선택과 의사결정 (비효율적인 개인 대처, 방어적 대처, 부정, 비효율적인 

가족 차원의 대처 등)

패턴 6: 이동 (신체적 거동 장애, 활동 장애, 피로, 수면 장애 등) 

패턴 7:  인지 (신체 이미지 장애, 자존감 장애, 만성적으로 낮은 자존감, 무력감)

패턴 8: 지식 (지적 결핍, 시-공간 인지 장애, 사고 방식의 변화 등)

패턴 9:  감각 (고통, 슬픔반응 장애, 폭력에 대한 잠재성, 자살 계획, 외상 후 반

응, 불안, 두려움 등)

4단계 그룹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한 가지 간호진단법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

신매매 피해자들(어른, 미성년자 모두 포함)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

강 문제에 대해 60분간 작업하게 된다. 간호진단법 핸드북이나 미리 준비한 사

례 보고서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활동은 “학습적인” 평가 시험 분위기

와 규칙을 따르기 보다는 브레인스토밍 활동의 기준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활동 4.2-3을 참조)

5단계 진행자는 공개 토론을 주관하며 (60분), 이 논의는 그룹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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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표 FACT SHEET (부교재)

간호진단법

외상 후 반응

강간으로 인한 외상 증후군

정의   외상 후 반응이란 각 개인이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왔던 외

상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결정적 특징

주요 증상 (반드시 나타나야 함)

◆  다음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또는 감각운동적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상사건의 재(再) 경험 

-  과거 회상·플래시백flashback, 불편하고 거슬리는 생각들intrusive thoughts

- 반복적인 꿈/악몽

- 외상 사건에 대한 과도한 언급

-  생존으로 인한 죄책감 혹은 생존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들에 대한 죄

책감

- 고통스러운 감정, 자책, 수치심, 혹은 슬픔

- 취약함 혹은 무력감, 불안 혹은 공황

- 사건의 재발생, 죽음, 신체 통제력 상실 등에 대한 두려움

- 분노 폭발/격노, 경악 (놀람) 반응 

- 극도로 경계하거나 예민한 상태

부수적인 증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

◆  정신적/정서적 무감각 상태

- 현실 분석 장애, 기억 손상

- 혼란, 해리, 혹은 기억 상실증

-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짐

- 집중력이 약해짐 혹은 산만하고 멍한 상태

- 무감각, 위축된 정서·감정

- 고립된 느낌, 소외감 

- 의미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듦

- 융통성 없이 정해진 역할을 고수하거나 정형화된 행동을 고집 

◆  생활 양식의 변화

- 복종, 수동성, 의존

- 자기 파괴적 (알코올/약물 남용, 자살 시도, 난폭 운전, 불법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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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관계의 어려움

- 정신적 외상과 관련한 공포증

- 정신적 외상을 연상시키는 활동이나 상황을 회피

- 사회적 소외/위축, 부정적인 자아 개념

- 수면 장애/정서 장애

- 짜증, 충동 조절 실패, 혹은 폭발성 장애

- 사람 혹은 세상에 대한 신뢰 상실/삶이 무의미 하다고 느낌

- 만성 불안 혹은/그리고 만성 우울증

- 신체 집착/다양한 생리적 증상

위험에 기여하는 병인들

◆  상황적 (개인적, 환경적)

-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 사건 (홍수, 지진, 폭풍, 산사태 등)

- 인간에 의한 외상 사건 (전쟁, 비행기 사고, 심각한 교통 사고, 고문 등)

출처: Carpentino (1989, pp. 116-118)

활동 4.2-5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질 집중 인터뷰를 위한 연습

목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을 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기 위함

방법  집중 인터뷰.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기술

필요한 자료  메모지 (전체 토의 보고용 )

소요시간  60분

절차

1단계 진행자는 집중 인터뷰(1명의 응답자와 2명의 인터뷰 진행자의 만남)를 위

한 이론적인 기초를 설명한다. 집중 인터뷰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인터뷰의 일

부 특징들을 한데 모으고, 수집한 정보를 정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2명의 진행자(인터뷰 진행자 1명, 관찰자 1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긴급 

상황에서의 안전 또는 그 외 이유들로 인해 진행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자신들의 기술들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2단계 전체 그룹을 각각 3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나눈다. 인터뷰는 참여자

들의 동의 하에 3차례 이뤄진다. 각 차례에서 이 3명의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

한 사람”과 나머지 두 역할, 즉 인터뷰 진행자와 관찰자를 맡게 된다. 참여자들

은 선별된 위기 상황 중에서 특정 상황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적 위기, 가족 위

기,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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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무대 구성. 주인공(위기에 처한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인 인물의 

행동적 특징을 표현해내야 한다. 인터뷰 진행자(긴급 사례관리자)는 현장에 도

착하여 당사자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접촉/협력이 이뤄지면 (라포 요

소를 통해서) 인터뷰 진행자는 간단하고 광범위한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개입적인 성격을 띄는 질문을 함으로써 응답자가 가능

한 한 오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응답자가  

 “그만! 이제 질문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신호를 보이면 그만두어야 한다.

4단계 역할을 바꾸어 계속 진행한다. 그룹의 각 구성원들은 활동시간(각 10분)

마다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전체 역할극은 30분이 소요된다.

5단계 전체 토의에 보고하기 (아래 메모 참고). 각 팀은 위기 인터뷰가/개입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는지에 관해서 최선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례를 최소한 한 건 이상 보고해야 한다. 다음은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

소들이다.

사례 보고를 위한 메모

1) 상황에 대한 묘사

2)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보이는 징후와 증상에 관한 묘사

3)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야기한 주요 요소들과 사건들 및 “도움 요청”에 대한 점검

4) 주어진 상황에서 시행된(사용된) 주요 개입 전략 및 기술

5) 피해자에게 취해진 안전 보호 및/또는 건강 증진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

6)  초기 (의료 혹은 간호) 진단방식 설정 및 신속히 수행된 개입 방법 (심리적 디

브리핑, 연계 혹은 그 외 기타 사항)

활동 4.2-6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목표  전문적인 경험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방법  숙제

필요한 자료  없음

시간  60분

절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기술 그리고 

모니터링(평가) 절차들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토론  전체 토의 (혹은 소그룹 토론)





제5장

지원 제공자를 위한 지원
(Helping the Helpers)

- 소진 예방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법

- Philip D. Jaffe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나

는 내 스스로가 절망, 무력함, 슬픔,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목도하였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

매와 같은 심각한 폭력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서 부정해야 했던 적도 많았고, 이러한 범죄를 멈추기 위

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

끼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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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목표

이 장의 목표는 실무자의 업무 소진을 방지하고, 실무자가 인신매

매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5.2 학습 목표

본 장을 통해 독자들은

◆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스트레스가 실무자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  심리사회적 지원팀을 관리하고, 지원 제공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만약 타인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이 친절, 연민 그리고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

라면, 당신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 여부나 타인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많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그 일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노력했다

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Dalai Lama & Cutler, 1998

5.3 개괄

평범하지 않으며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구

호 요원들humanitarian workers과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들은 의욕이 넘치

며, 다소 이상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조차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많은 국제적 인도주의 단체들이 동일하

게 인식한 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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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난민기구(UNHCR１) 같은 기구들과 최근 들어서는 국제이주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항이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적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스트레스가 심한 특수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

들과 특히 관계가 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강한 열망은 때론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든다. 때로는 매우 유

능한 전문가들 조차 스트레스가 업무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직업 성

취감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울감 또는 극도의 불쾌감, 신

체적 증상, 소진,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현상들은 최악의 경우 의욕적

이고 건강했던 실무자가 개인적 패배감을 안고 일터를 떠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구호 요원들과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의 병리학

적 영향이나 정신 장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Allen(2001)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들, 즉 유전적 취약성(예. 불안, 우울, 알

코올 남용 등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 정신적 장애에 대한 가족력, 그리고 행동·

심리·신체 장애에 관한 각자의 병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보호하는 요소들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적이고 안전한 애착관계에 대

한 회상일 것이다.

치료사가 된 사람들도 어린 시절 정신적 외상을 입을 만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Allen은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기타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대중에 비해 유년 시절에 신체적 학대, 성희롱, 알코올 문제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부모의 입원, 부모나 형제의 죽음 등을 상대적으

１  2001년 7월에 나온 유엔난민기구의 “Managing the Stress of Humanitarian Emergencies”
와 2001년 7월에 나온 국제적십자위원회의 “Humanitarian action & armed conflict: 
Coping with stress”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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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많이 경험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정 환경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인지, 단지 그러한 사건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데에 익숙한 것인지

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4 스트레스 개념의 유래

1900년대 후반부터 정신적 외상 사건들이 외관상 건강한 사람들

에게도 이상증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명

한 임상의학자인 Charcot과 Freud는 실제 혹은 허구의 정신적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전투라는 극단적

인 환경이 군인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정신의학 차원의 심각한 

증상을 야기한다는 사실도 비슷한 시기에 알려졌다. 이러한 증상의 일

부는 개인과 사회적 요소들의 배열에 따라 달라지며, 만성적으로 건강

을 악화시킬 수 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군진의학과 심리사회적 프로그램들은 이런 

종류의 정신병리학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강인한 군인들을 선

발하여 이들이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일부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심리적으로 쇠약해진 군인들이 속출하기 시작

하였고, 이들 중 대부분이 장기적인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인식은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전 증후군

veteran syndromes”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특히 미국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퇴역 군인들에 대한 연구와 치

료에서 이와 관련한 병리학적 증상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었으

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혹은 급성 스트레

스 반응Acute Stress Reaction과 같은 진단 기준이 도입되었다. 동시에 환자

들에게서 나타나는 대다수의 증상들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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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확신하는 임상의학자들도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들과 경계선 증후군borderline syndrome 

환자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신병동에 입원한 

대다수의 여성 경계선 증후군 환자들이 유년 시절에 정신적 외상을 야

기하는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후 정신분석 이론의 쇠퇴와 더불어, 외상 사건 혹은 그와 유사

한 증상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정신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이 급증하였다. 외상이 사고, 전쟁, 여러 가지 폭력, 자연재해, 또는 불

편한 이미지와의 대면으로 발생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많은 연구

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누군가 “피해의 시대age of victimization”로 일컬었던 

사회 기류에 편승하였다. 이들은 우리 모두 외상 사건의 피해자이며, 그

것이 미치는 영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종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외상 사건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유형 I>에 해당하는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는 상황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일시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극심한 폭력이나 지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이다. 

<유형 II>에 해당하는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는 상황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지만, 정확히는 극도로 불편한 상황의 반복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아동 성학대, 혹은 전쟁 지역에서와 같이 신체적으로 불안전한 상황에 장기간 노

출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 가장 심각한 외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인도적 재난 피해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여성과 아

동이 주를 이루는 전쟁 지역의 피해자와 주요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

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가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 전체를 외상 후유증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광범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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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 그 효과를 피력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다. 르완다, 보스니

아 헤르체고비나와 같은 분쟁 종식 지역은 심리적 개입으로 인한 다양

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쟁/자연재해 지역 또는 응급 상황에서 일하거나 민감한 대상자

들(예. 학대 아동, 구타 피해 여성, 고문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구호 요

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들 역시 심리학적 개입의 도움을 받고 있

다. 심지어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소방관, 경

찰관, 구급차 요원들이 외상을 야기하는 위험에 처했을 때 심리적 프로

그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건강 전

문 실무자들이 심리적 디브리핑psychological debriefing과 지원을 통해 광범

위하게 관여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해 주었다. 

개입은 때때로 특수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  지난 2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에 관한 영상물을 다루어온 스

위스의 한 TV 방송국의 편집국 직원은 작업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

개입은 예방 차원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또는 

지난 일에 대한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

입은 구호 요원들과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을 대비해 자원을 재정비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는 구호 요원들이 실제로 예상치 못한 외상 사건

을 겪게 되거나,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이들이 버텨낼 수 있도

록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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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스트레스와 소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이다. 1936년, Hans Seyle은 개인이 위협이나 공격에 직

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

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고, 자기조절이 가능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다.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위험한 상황에서 집중도를 높여주고,

◆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를 모아

주며,

◆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응의 일반적인 예는 투쟁과 

도피 반응이지만, 종종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스트레스는 즉각적인 혹은 추후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한 중립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일상 스트레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  누적 스트레스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축적된 것을 의미한

다. 강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만약 근무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바르

지 않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다.

◆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극심

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작스러운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  급성 스트레스 반응ASR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장기간 스트

레스가 누적되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충분한 관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기능 장애 증후군이다. 



5지
원

 제
공

자
를

 위
한

 지
원

(H
elping the H

elpers)

199

Pines(1993)는 소진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Freudenberger(1974, 1980)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쇠약해지고, 업무

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소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소진은 점진적인 환멸의 과정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  열정 초기 단계에서 지원 제공자는 업무에 전력투구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일부 지원 제공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업무에 대한 기

대치가 높고, 지원 대상자들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까다로운 대상자나 절망적인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처

하지 못한다.

◆  정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희망이나 욕구를 상실하고 정체되어 

있는 단계를 일컫는다. 업무가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고 만

족감을 주지도 않는다.

◆  좌절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으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단계이다. 일

부 지원 제공자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일부는 

화를 내거나 수퍼바이저를 원망하거나, 종종 지원 대상자들을 탓하

기도 한다. 이러한 좌절감은 지원 제공자의 내재화와 위축으로 이어

진다.

◆  무감각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심지어 좌절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무

심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결국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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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기제와 반응

앞으로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대응 기제와, 이것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5.6.1 대응 기제 (Cohen, 2000)

대응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행동이 아닌 긴장과 스트레스를 예방, 

지연, 방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동 양식이다. 대응 기제는 개인의 사

회적·정서적 자원과 감정적·심리적 도구가 결합된 것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회피

◆ 변화

◆ 관리

◆ 예방

◆ 과도한 감정 표현의 자제

대응 기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억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 및 파악하는 것으로 억압이나 스트

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전환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2.  상황을 재해석하여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그 영향을 

완화 또는 축소시키는 것이다. 재해석은 이미 발생한 문제가 자

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도를 조정하려는 행동 방식으로 인식

과 지각이 중요하다. 

3.  정상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최대한 통

제하는 것이다. 부정, 위축, 수동적 수용, 지나친 낙관주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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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마술적 사고magical thinking 등이 이에 속한다.

긍정적 대응 기술

◆ 신속한 상황 파악 

◆ 단호한 대처 방안의 모색

◆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동원

◆ 자원의 적절한 활용

◆ 감정의 조절과 임무 수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고통스러운 감정을 적절히 표현

◆ 괴로운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고통을 정확하게 인식

◆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위기로 전환시키는 전략 개발

◆ 자신의 의존 욕구를 인지하여 적절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찾아내서 활용

◆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을 인내

◆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그로 인한 성장을 기대

◆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비폭력적인 방어 및 긴장 완화 방식의 활용

부정적 대응 기술

◆ 과도한 부정, 위축, 은둔, 회피

◆ 잦은 공상, 부족한 현실 검증력 

◆ 충동적인 행동

◆ 약자를 향한 분노 표출 및 희생양 만들기

◆ 지나친 의존, 매달리기, 반(反)의존적 행동counter-dependent behavior

◆ 타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함

◆ “절망-무기력-포기”로 이어지는 정서적 억압

◆ 이유 없이 지나치게 의례적으로 행동함

◆ 피로, 휴식-근무 주기의 불규칙성

◆ 중독

◆ 지원 체계 활용 불능

5.6.2 대응 실패 결과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소진, 급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 포함)은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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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차원 ◆ 수면장애 

 ◆ 악몽

 ◆ 통증 

 ◆ 식욕 및 소화 기능의 변화

 ◆ 감기와 감염에 대한 면역력 저하

 ◆ 만성 피로

2. 정서적 차원 ◆ 잦은 기분 변화, 정서 불안정

 ◆ 불안, 사건의 재발생에 대한 두려움

 ◆ 우울, 애도

 ◆ 짜증, 적의

 ◆ 자기 비난, 수치심

 ◆ 유약함, 취약성을 느낌

 ◆ 무감각, 무심함

 ◆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

 ◆ 짜증, 좌절에 대한 저항력 부족

3. 인지적 차원 ◆ 침투적 기억 

 ◆ 이전의 정신적 외상 사건들의 재생

 ◆ 외상 사건에 사로잡힘

 ◆ 새로운 생각에 대해 경직된 반응 혹은 저항

 ◆ 의사 결정의 어려움

4. 행동적 차원 ◆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회피

 ◆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 “외부인” 및 동료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 활동 감소

 ◆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의 증가 (우울증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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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가 치료)

 ◆ 열정 상실

 ◆ 업무 회피, 잦은 지각, 저조한 업무 성과

5. 영적인 차원 ◆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한 의문

 ◆ 냉소주의적 성향의 증가

 ◆ 자신감 상실

 ◆ 목적 상실

 ◆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짐 

 ◆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

 ◆ 인간의 협력심에 대한 믿음 상실

 ◆ 환멸

 ◆ 의미 상실

 ◆ 삶의 목표 상실

 ◆ 소외감

 ◆ 개인의 가치 체계 변화

위에 제시된 스트레스 반응 중 당신이 업무 중에 경험한 반응을 파악해 보아라. 

얼마나 되는가? 그 결과와 당신의 경험을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척도의 소개 

Bride, Robinson, Yegidis, & Figley, 2003

이와 같은 반응들은 모두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5.7 스트레스의 심리적, 구조적 원인

강도 높은 임상적 환경에서 업무 소진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은 

잘못된 나르시시즘과 지나친 개인적 기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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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적 원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제공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한다.

지원 제공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대상

자들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느낀다.  

Szasz(1956)는 심리적 만족의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심리치료사들이 

이야기하는 만족감을 설명하였다. (Grosch & Olsen, 1994) 다음에 나열된 

정의는 아마 대부분의 지원 제공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 환자의 고통과 불평을 듣고,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

◆  고민과 걱정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나 자신의 

걱정거리를 다스리는 데서 오는 만족감. 이것은 지원 제공자들이 스

스로를 돕기 위해 타인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개념이다. 

◆  호기심은 가장 큰 동기 부여 요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만남

은 모험과 다름없다. 그것이 흥미로울 수 있으나, 지원 제공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호기심을 표출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사

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지원 제공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이

는 그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준다.

◆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을 준다. 사실 많은 지원 제

공자들이 소진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들이 업무에서만 만족감을 얻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적극

적으로 도와준다. 이것은 삶에 있어 명백한 목표를 설정해 준다. 그

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게 될 경우,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  상호 이해와 언어 표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

면서 임상적인 만족도 커지게 된다.

◆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고독감을 물리침으로써 기쁨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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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외상을 겪은 대상자들을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원 

제공자의 정신적 외상 경험이 되살아날 수 있다. 지원 제공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약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치료 

과정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취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체계, 즉 환경 역시 업무 스트레스를 유

발하며 피로와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  근무 환경 때때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릴 수 있다. 종종 모든 업

무를 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동료들과 상의할 시간도 없이 중요한 결

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  대상자의 압박 인신매매 피해자의 요구가 많을수록 지원 제공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 이는 지원 제공자가 스스로를 훌륭하

다고 여기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다.

◆  가족의 압박 가정이 있는 지원 제공자는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

등을 겪을 수 있다. 업무적 책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이다. 종종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가족들의 불만

을 사고, 이는 가족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일에 더 몰입

하게 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원가족family of origin 중요한 어버이적 존재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발전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적 상호 행동 패턴을 

재생산하게 되는 동료들 혹은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영향은 가족 치료사로 여겨지거나 스

스로 그렇게 여기는 지원 제공자들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관료제 지원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업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지 행정 업무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종 문

서 작업, 행정 업무, 심지어는 “상부”의 지시사항들로 과부화가 걸

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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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비전 수퍼바이저가 기량이 있고 수퍼비전을 받는 이들에게 공

감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이는 지원 제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량을 갖춘 수퍼바이저가 드

물고, 대부분의 수퍼비전 시간은 불쾌하고, 지루하며, 취조적이고,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본래의 긍정적인 의도와는 다르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사적인 공간 지원 제공자는 종종 가족이나 친구와의 상호 교류보

다는 (대상자 및 동료와의) 업무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상호 관계

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상자와 친구가 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빚을 수 있으며, 대칭적 관계에 대한 환상을 키우게 된다.

5.8  인신매매 피해자를 상대하는 업무가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

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최소한으로 공감하는 것 조차도 심각하

고 고통스러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에게 나타

나는 반응과 강도에 따라서 이것을 간접 외상화 또는 2차 외상, 직업적 

소진이라고 일컫는다.

한 인턴 심리치료사는 수퍼비전 동안 자신의 새로운 대상자가 견뎌온 성폭력에 대

해 설명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환자의 이야기에 

대한 그의 감수성과 그것이 미치는 감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수퍼비전이 심리치

료사가 자신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을 살펴보고, 환자와 감정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대상자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적 역량을 강화시켜준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직접 경험한 임상의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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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나는 내 스

스로가 절망, 무력함, 슬픔,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을 목도하였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폭력이 행해진다

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부정해야 했던 적도 많았고, 이러한 범죄를 멈

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심리학자로서 이러한 감정들이 대상자의 고통이 전해지는 것이라

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감정들은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

는 고통을 방지할 수도 없고, 모든 생존자를 구출하거나 인신매매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결과를 모두 치료할 수도 없다는 현실적 한

계에 봉착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현실에서 새로

운 기회를 제공하고,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견디어

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Milena Stateva, “불가리아에서의 여성 대상 인신매매 사례 연구”에서 발췌, 미출간물)

다음의 사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하는 지원 제공자들이 효

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다. 여

기에서는 “이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정신건강 전문가

들은 다음과 같은 매우 복잡한 지적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난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감정에 뒤섞이지 않고도 (이런 상황은 피해자들

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다)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험을 인지적으로 이해한다.

◆ 냉철하되 확신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입장을 견지한다. 

◆ 피해자에게 위안이 되는 의미 있는 조언과 방향을 제시한다.



208 인신매매와 정신건강

Glick(1993)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잘하는 의사들은 보다 

이타적이며 개인적인 목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

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평균적으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자신감이 높고 불안감은 낮다. 

◆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

적 요소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  사심이 없으며 자신과 자신의 지위, 급여, 외모보다는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  동료들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며, 환자들이 개인적인 조언을 구할 경우에도 이

에 흔쾌히 응한다.

◆  개인적인 용무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에 더 많은 시간

을 투자한다.

◆  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며, 전반적인 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

력을 신뢰한다.

◆ 가족과 업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에 큰 불만을 갖는다.

이러한 복잡한 정신 작용은 보다 높은 수준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의 고통과 고뇌, 불안 등을 함께 나누되 자신이 그러한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매우 큰 작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적인 환경에서는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성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는 지원 제

공자에게 새로운 경험이며 이로 인하여 상당히 불안정한 감정을 직면하

게 될 것이다.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구호 요원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

가들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원 제공자들이 겪

는 변화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수혜자들의 경험과 일정 부분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Pearlman과 Saakvitne(1995)에 따르면, 간접 외상화

는 지원 제공자가 대상자가 겪은 외상 사건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내면

적 경험이 발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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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200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상자가 외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

을 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뛰어난 상상력 덕분에 대상자가 경험한 

것을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그러하듯 하루 종일 

그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감

하고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고통을 일정 부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공

포, 분노, 좌절 등의 감정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복수심에 가득 찬 환상이나 성적인 흥분 등 당신의 감정적·심리적 반응에 대해 죄

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신의 인지적 능력이 손상되거나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대상자가 그러하듯, 당신

이 하는 치료 작업은 당신의 과거 외상 기억을 상기시킬지도 모릅니다.” 

pp. 376-377

몇 년 전 한 인도주의적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코카서스에서 

납치되어 무려 1년 동안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후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을 나누었는데, 가끔은 자

리에 앉아 그가 겪은 시련에 대해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의 고

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갔다. 나는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온전히 내 역할을 감당하

기 위해 저녁마다 내게 도움을 주는 수퍼바이저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

다. 그러는 사이 나에게는 몇 가지 신체화 증상(주로 복통과 두통)이 나타났고 불

면증에 시달렸다.

지원 제공자들은 매번 새로운 감정적 경험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렇

다고 한 개의 사례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오히려 쉼터와 재활 센터에 

끊임없이 입소하고 퇴소하는 수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상대해야 하

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업무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

게 된다. 지원 제공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 

없이 수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상대하는 업무는 스트

레스를 축적시키고, 경우에 따라 연민 피로감compassion fatigue, 2차 외상 

스트레스, 간접 외상화 또는 소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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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원 제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반응: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미러 이미지mirror image

간접 외상화가 대상자의 외상 경험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 지

원 제공자의 내적 경험이 변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신적 외상

을 입은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

로 인해 대상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Rosen Bloom, Pratt 그리고 

Pearlman(1996)은 간접 외상화는 피할 수 없는 업무상 위험 요소이

지만 이를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돌보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a) 지원 제공자의 다음과 같은 인식의 틀을 바꾼다.

◆  세계관 이는 다시 말하자면 타인과 세상에 관한 우리의 신념이자 

인과 관계에 관한 믿음이다. 구호 요원들과 심리사회적 전문가들은 

그들이 상정한 기본 논리가 무너지면 희망, 낙관, 그리고 다른 사람

들과의 교감을 상실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목도한 지원 제공자는 타인과 이 세계

를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사악하고 악의에 찬, 그리고 신뢰하거나 의

지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착취를 일삼고, 통제하려

고 하며, 사람들을 이간하는 악한 존재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 

◆ 영성 다시 말해 삶의 목적과 의미이다.

◆  정체성 개인, 전문가, 남자, 혹은 여자로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

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있어 변화란 가해자에

게서 느꼈던 것과 동일한 두려움을 수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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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원 제공자의 심리적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주

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본인과 가까운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한다. 종종 행

동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  신뢰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수 차례 이용당

했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지원 제공자는 자신의 판

단력까지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들은 믿기 어

렵고,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야기 중에는 의심스러운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대상자들의 의지를 어

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때로는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원 제

공자의 조언을 따르지 않거나, 지역 사회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최

악의 경우에는 인신매매에 다시 연루되기도 한다.

◆  존중 자존감은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문제들이 압도적이어서 지원 제

공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의심받고, 결국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 역시 이상적인 지원 제공

에 있어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된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이 얼마나 잔

인하고 악한지를 알게 된 지원 제공자는 몹시 낙담하게 된다. 그리

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갈 때 지원 제공자의 냉소주의

적 태도, 의심 그리고 자기보호 성향은 강해진다.

◆  친밀감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은 지원 제공

자가 더 이상을 혼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산만한 태도, 자가 치료, 난

잡한 성생활, 강박적인 운동, 과도한 작업 등으로 이어진다. 지원 제

공자들은 압박감으로 인해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사람들과 멀어지고,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한

다고 느끼며, 비애감에 사로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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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험을 접하면서 무력

감이 증가하게 되면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된다. 지원 

제공자는 곤경에 처했을 때의 반응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원 제공자는 점차 본인의 업무 중에서 상

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쉬운 일을 찾게 되기도 한다. 혹은 정반대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을 할 때나 가족들과 시간

을 보낼 때 보다 통제와 감독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간접 외상을 입은 지원 제공자들에게서 종종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성향이 관찰된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태도들은 인신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는 중요한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신이 처했던 곤경을 미

연에 피하거나 도망쳤을 수도 있었고, 인신매매자에게 협조하거나 지원 

제공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어야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가 

사실상 매춘부와 다름 없다는 생각 등이다. 인신매매의 수요자가 대부

분 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야기된 분노는 인신매매 문제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성 동료 및 친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혹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신

매매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리거나, 심지어 지원 제공자가 맡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속한 단

체에 분노와 환멸을 느끼기도 한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대상자들을 대하는 업무가 개인의 심리적 방

어체계psychological defenses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원 제공자는 각양각색의 비극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신

매매 피해자들과 끊임없이 대면하면서 늘 전문가적인 태도를 견지하

고, 피해자들에게 항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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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지원 제공자들은 업무소진에 노출된다. 

5.10 간접 외상화, 소진 등의 방지책

다행히도 업무 스트레스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원 제공자 스스로 혹은 고용 단체와 협의

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한 근무 환경에 대

응하기 위한 궁극적인 전략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스트레스의 (개인 

및 조직적 차원에서의) 원인과 영향 파악,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보호 요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 이

상의 효과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고 

힘들어하는 내색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

하는 지원 제공자들은 스스로의 상황에 적응을 하고, 다양한 스트레

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간다. 이러한 개인의 대응방식과 특성은 (심

지어 무의식적으로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지원 제공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하고 (치료를 적절히 활용), 수퍼바이

저, 동료 및 친구들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지

지 네트워크 유지), 휴식을 취하고,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에서 주의를 

돌릴 방법을 강구한다. 이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회복이나 수퍼비전 또는 치료에 동참하며, 사회적 또

는 신앙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지원 제공자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운동 -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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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과 취침

◆ 긴장의 이완과 건전한 즐거움 성취

◆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균형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업적 소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서는 조직 차원의 보호 요소들이 필수적이다.

◆  업무 스트레스 및 소진은 모든 지원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

◆ 스트레스와 소진 증상을 파악한다.

◆ 스트레스와 소진의 원인을 알아본다.

◆ 스트레스와 소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대책들의 효과를 평가한다.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관리 능력은 지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

음을 가능하게 한다.

◆ 개방형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태도

◆ 유용성

◆ 반응에 대한 인지

◆ 실패에 대한 인정

◆ 노력에 대한 감사

리더십과 관리 능력은 소진의 위기에 놓여있는 개인과 집단에게 전

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지지적인 동료 집단을 형성하여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려운 상황을 이

겨낼 수 있도록 하는 팀워크를 구축하고, 보다 취약한 개인에게 집단적

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지 집단이 활성화되면 다

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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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요인들이 실재하며 지원 제공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인정된다. 

◆  문제를 그룹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특정 개인에게 국한된 것으

로 여기지 않는다.

◆  바람직한 대응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

니다. 

◆ 개인의 동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내를 보인다.

◆  충분한 칭찬, 약속, 애정을 통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는다. 수준 높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며, 그 내용 또한 명백하고 직접적이다.

◆ 높은 수준의 응집력을 보인다.

◆  역할 분담이 매우 유연하며,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기관적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  폭력이라는 하위문화가 없다 (감정의 표출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

◆ 약물의 오남용이 없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대하는 지원 제공자에게는 정기

적으로 전문적인 수퍼비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수

퍼비전은 지원 제공자(혹은 관리자)나 소규모의 지원 제공자 집단이 임

상적인 수퍼비전clinical supervision 훈련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내용에 

관해 비밀을 전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

은 지원 제공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스스로 살펴

볼 수 있도록 안전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간접 외상화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

법은 지원 제공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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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직원 능력 개발과 훈련은 지원 제

공자가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자신의 가치

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심리사회적 기능 외에도 

2차 정신적 외상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응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개

념적 틀을 마련해 준다. 또한 전문적인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개인이 

가진 효율을 증가시키고, 정신적 외상을 입은 대상자들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최적의 객관성optimal level of detachment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기대치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

우며, 때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Pearlman과 Saakvitne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가 동료들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부디 ‘사생활을 가지

라’는 말일 것이다.” 

p.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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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협회  

(Traumatic Stress Institute) 신뢰 척도

◆ TSI가 측정하는 것은?

TSI 신뢰 척도는 심리적 외상을 직접 겪은 경우, 또는 정신 치료 및 기타 

지원 관계를 통해 정신적 외상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잃게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척도는 대상자의 외상력 가능성을 의심하는 의료진이 신속한(15분) 진단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치료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특정 심리적 필요를 나타내 준다. (MaCann & Pearlman, 1990a) 그뿐

만 아니라 다른 척도들과 함께 지원 제공자가 간접 외상을 겪고 있는지

를 판단할 수도 있다. (MaCann & Pearlman, 1990b; Pearlman & Saakvitne, 1995)

TSI 신뢰 척도 항목 예시２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가하는 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느낄 필요성

항목: 1. 나는 보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한다.

 15.  나의 생각이 자기 파괴적으로 변해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타인의 안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타인이 가하는 해

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필요성

항목: 9.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편이다.

 19.  나는 종종 본인들보다 더 그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느낀다.

２   이 설문은 외국 설문을 단순히 번역한 것으로 아직 한국어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역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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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많이 염려한다.

자신에 대한 신뢰: 본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항목: 44. 나의 의사 결정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다.

 70. 나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74. 나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자신이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 다른 이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항목: 47.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친구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줄 것이라 믿는다.

 64.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66.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자존감: 스스로가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는 믿음

항목: 27.  나는 내게 일어나는 행복한 일들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

 32.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34.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

타인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도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하다는 믿음

항목: 31.  이 세상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50.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56.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친밀감: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는 믿음

항목: 35.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기도 했다. 

 36.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39.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단절되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자기-통제: 본인의 감정과 행동을 책임질 필요성

항목: 65. 강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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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기분이 좋지 않다.

 80.  누군가 내게 긴장을 풀라고 하면 오히려 긴장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통제: 대인관계를 관리할 필요성

항목: 24. 나는 관계에 있어 통제를 하는 편이 아니다.

 25. 나는 종종 타인과의 갈등에 휘말린다.

 55. 나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력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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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자들을 위한 훈련 매뉴얼３

◆ 조직적 맥락

조직 차원에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구조와 계획을 갖추고 있을 경우,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

력들이 초기에는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이

직률을 낮추고 복잡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프로그램 응집성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

다. 다음은 조직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필요한 다

섯 가지 사항들이다.

- 효과적인 관리 구조 및 리더십

- 분명한 목적과 목표

- 실용적인 역할 규명

- 팀 지원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계획

◆ 개인적 맥락

재난 후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이행하는 데에

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균형잡힌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프로그

램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

도록 하는 지원과 개입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가 변화하듯 실무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도 변화할 것

이다. 다음은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하는 

네 가지 사항들이다. 

３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 1994; www.mentalhealth.samhsa.
gov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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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량의 관리

- 균형잡힌 생활양식

-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

- 자기 인식

◆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방법

다음 도표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스

트레스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각적인 대응책은 장기적인 대응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을 제거 및 최소

화하는 방안 또한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재난과 정신건강에 대한 반응

요소가 다르므로 프로그램 기획자는 다음 사항들을 각자의 현장, 자원 

그리고 재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 구조 및 리더십

- 명확한 지시 및 보고 체계

- 이용 가능하고 접근이 쉬운 임상 수퍼바이저 

- 모든 실무자들에게 재난 관련 오리엔테이션 제공 

- 12시간 근무 후에는 12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대 

- 근무 교대 시 브리핑 제공

- 필수용품 제공 (예. 종이, 서식, 펜, 교재)

- 의사소통 수단 제공 (예. 휴대전화, 라디오)

 -  재난 훈련을 받은 상근 수퍼바이저와 관리/감독 기술을 갖춘 프로그

램 감독 배치

- 분명하고 기능적인 조직 구조

-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의 방향 및 결과를 점검 및 수정

분명한 목적과 목표

- 설정된 과제에 적합한 개입 목표와 전략 수립 (예. 위기 개입, 디브리핑)

- 지역 사회의 필요, 프로그램의 목표와 범위 규정

- 조직의 건강, 서비스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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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우선순위를 염두에 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안

내 가이드라인

 -  실무자에게 한계를 정의하고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및 수퍼비

전 제공

-  프로그램의 결과 및 프로그램을 거쳐간 인원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피

드백 제공

실용적인 역할 규명

-  과제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자의 역할을 정리한 교재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받은 직원

-  다른 기관(예. 적십자, 미국 긴급사태관리기관)이 관할할 경우 직원들

에게 각자의 역할, 관계 기관의 담당자,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전달 

- 모든 직책에 관한 업무사항 및 목표 설명

-  재해 복구 기관의 역할 이해 및 주요 기관 관계자와의 원만한 업무 관

계 유지

팀 지원

-  스트레스 반응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동료 시스템Buddy 

system

- “잘했다”고 자주 말해주며, 서로 지지하고 관용하는 긍정적인 환경

- 각각의 기관 실무자들이 배타적으로 일하는 것을 지양하는 팀 접근법

- 일상적인 사례 상담, 문제 해결, 자원 공유

-  생산적인 의제, 개인적인 나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기적

이고 효과적인 회의 

- 임상적 상담과 감독

- 현재 진행 중인 복구 사안에 적합한 직무 연수 제공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계획

- 정기적으로 실무자의 역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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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들을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업무에 지속적으로 방치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배치 

- 업무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장려

- 업무 스트레스의 증상이나 신호, 그리고 대응 전략에 관한 교육

- 개인 및 집단 긴장 완화 및 디브리핑 제공

-  퇴직자를 위한 출구 전략: 디브리핑, 재진입 정보, 비판 등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로 치사

-  재난 관련 업무가 야기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 및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점검 목록과 실행 계획

- 업무와 회의에서 정기적인 스트레스 개입에 대한 계획 

-  폭넓은 프로그램 마무리 계획: 시각표, 디브리핑, 비판, 공로 치사, 축

하, 구직 활동 지원

업무량의 관리

- 현실적인 작업 계획에 맞추어 업무의 우선순위 설정

-  업무량을 위임하여 실무자가 재난에 대응하지 않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계획 세우기, 시간 관리, 그리고 업무 과부화를 피함 (예. 힘들게 일하

기 보다 똑똑하게 일하기) 

-  프로그램 목표뿐만 아니라 활동이 그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기

적 검토

-  인적 자원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균형잡힌 생활양식

-  가능할 때마다 운동 및 스트레칭

-  영양식 위주의 식습관 (과도한 정크 푸드,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함)

-  적절한 수면과 휴식 취하기. 특히 장기 과제일 경우 더욱 중요함

-  주된 사회적 지원과 연락 및 연결 유지

-  프로그램과 무관한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유지

 -  운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취미 혹은 종교적인 활동 유지 (혹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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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적으로 건강한 습관 지향

-  일에 지나친 몰두 지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

-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유념하여 걸

으면서 신체적 긴장을 완화

-  휴가를 활용하여 운동, 독서, 음악감상, 목욕, 가족과의 대화, 특별한 

식사 등을 통해 재충전

-  적당한 시기에 동료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그로 인한 반응에 대해 이

야기

-  인지적 측면의 전략 (예. 건설적인 혼잣말, 왜곡된 부분 바로잡기)

-  이완 기술 (예. 요가, 명상, 상상유도요법guided imagery)

-  스트레스가 낮은 활동과 높은 활동 사이에서, 또 혼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 사이에서 완급 조절

-  동료, 친구, 가족, 성직자 혹은 상담사에게 자신의 감정과 그로 인한 

반응에 대해 털어놓기

자기 인식

-  스트레스 반응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임 (다음 단락 참고)

-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자가 검진이 어렵다는 것을 수용

-  생존자들의 슬픔과 정신적 외상에 자신을 지나치게 연관짓는 것은 생

존자들이 고통스러운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

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공감하며 관계를 맺는 것empathic en gagement

은 2차 정신적 외상 혹은 연민 피로감을 야기할 수 있음 (Figley, 1995; 

Pearlman, 1995)

-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동기 탐색 (예. 개인적 만족, “돕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을 파악)

-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와 우정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기

-  개인적 편견과 문화적 고정관념 점검

-  대상자와 대면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절망, 무력감 및 과도한 우려와 



5지
원

 제
공

자
를

 위
한

 지
원

(H
elping the H

elpers)

227

관련된 불편함을 파악

-  생존자의 좌절, 분노 그리고 절망에 자신을 지나치게 연관짓는 것은 

관점과 역할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유념

-  스스로 경험한 재난 혹은 상실이 효율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  자기 탐색 및 재난 관련 업무가 야기한 감정을 살펴보는 기회 마련 

◆ 실무자의 스트레스 신호와 증상

지금까지 이 분야는 재난 상황의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

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기 파악

과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스트레스 신호와 증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의 징후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직원들

을 교육하는 것은 그들이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로그램이 스트레스의 

인지와 감소를 주창한다면 “실무자의 고통은 유약함의 상징”이라는 일

반적인 관점이 강화되기보다 초기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 제정될 

것이다.

재난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반응

-  자신을 영웅시하고, 난공불락의 존재로 여기며, 도취감을 느낌

-  부정(不定)

-  불안과 두려움

-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걱정

-  분노

-  짜증

-  불안정

-  슬픔, 비통, 우울, 심한 감정의 기복

-  고통스러운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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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 혹은 “생존자의 죄책감”

-  감정의 압도, 무력함

-  소외감, 상실감, 버려진 느낌

-  무관심

-  생존자들에 대한 동일시

인지적 반응

-  기억력 문제

-  방향감각 상실

-  혼란

-  사고와 이해의 속도 저하

-  계산, 우선순위 설정, 의사 결정의 어려움 호소

-  집중력 부족

-  주의 지속 시간의 단축

-  목적 상실

-  재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

-  비난

행동적 반응

-  활동의 변화

-  효율성과 효과성의 감소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유머감각의 증가

-  분노의 폭발과 잦은 다툼

-  휴식 또는 “내려놓기” 불가능

-  식습관의 변화

-  수면 주기의 변화

-  성적, 친밀감의 패턴 변화

-  업무 수행 방법의 변화

-  주기적인 울음

-  알코올, 담배 혹은 마약 사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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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위축, 침묵

-  안전 혹은 환경에 대한 경계

-  기억을 되살리는 장소나 활동 회피

-  잦은 사고

신체적 반응

-  심장 박동수 및 호흡 증가

-  혈압 상승

-  복통, 구역질, 설사

-  식욕 변화, 체중 감소/증가

-  다한 또는 오한

-  손, 입술 떨림

-  근육 경련 

-  청력 감소

- 터널시４ 

-  행동 둔화

-  두통

-  근육통

-  하부 요통

-  목의 이물감

-  과장된 놀람

-  피로

-  생리 주기의 변화

-  성적 욕구의 변화

-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약화

-  알레르기와 관절염의 재발

-  탈모

４   터널시(視) (앞이 똑바르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 것)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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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간접 외상화에 관한 주해가 달린 참고문헌 및  

정신보건간호사들이 일터에서 나타내는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의 유형５ 

◆ 소진

소진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에서 오는 스트

레스 요인에 대한 복잡한 심리적인 반응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소진은 

실현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높은 수준의 공감과 돌봄

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간호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Blair & Romones, 

1996, p. 24) 

소진을 야기하는 요소

-  임상학적 성취의 미비

-  대상자/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높은 재발 비율 

-  수퍼비전과 상담의 부족

-  상호적 관계의 부재

-  돌봄과 성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업 환경

소진의 증상

-  에너지 상실

-  탈진

-  우울

-  지겨움

-  공감 능력의 상실

５   Clements, K., Robinson, R., & Panteluk, L. (1998). RPNAM에서 소개한 간접 외상화에 대한 
후속 세션에서 발췌하였고 www.crpnm.mb.ca/vt.html 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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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주의

-  냉소주의

-  불안

-  반(反)사회적 태도

-  무력감

-  약물 남용

◆ 결정적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이란 건강 관리 혹은 응급 서비스 담당자의 효과

적 대응 기술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정신적 외상 사건을 일컫는다. 결

정적 사건들은 대체로 갑작스럽고 강력한 사건들로 일상 생활에서 경험

하는 범주를 벗어난 사건들을 의미한다.

결정적 스트레스 반응critical stress reactions은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정

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정신적 외

상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광범위한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

적 신호와 증상들로 특징지어진다. 위험 부담이 큰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

에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종종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가 되곤 

한다. 여러 가지 결정적 사건들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간접 외상화로 이

어질 수 있다. 정신보건간호사들은 결정적 사건 스트레스 관리팀의 일원

으로서 목격하는 것으로 인해 간접 외상을 입거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Mitchell & Everly, 1996)

결정적 사건 스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는 긴급 서비

스, 공공 안전 및 재난 대응 활동 등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

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통합적인 개입 체계를 의미한다. 

(Mitchell & Everly, 1996) 

◆ 역(逆)전이Countertransference - 치료자의 환자에 대한 감정의 전이

역전이란 내담자의 문제나 대인관계의 패턴과 관련된 개입에 있어서 치료

자의 해결되지 않았거나 무의식에 남아있는 갈등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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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예. 폭력적인 관계의 재연)

간접 외상화에서 역전이는 대상자의 외상 유발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나

타나는 고통스러운 감정, 이미지, 생각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포함한

다. (예. 분노, 두려움, 복수심, 공포, 비통, 취약함, 죄책감, 수치심)

“임상 결과물Clinical Material의 결과로 신뢰가 파괴되고 불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Pearlman & 

Saakvvitne, 1995, p. 287)

간접 외상화는 정신적 외상 치료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치료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 간접 외상화

간접 외상화 이론은 치료사들이 대상자가 겪은 정신적 외상 및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을 경우 특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상

정한다. 정신적 외상에 대한 간접적인 노출은 치료사에게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을 야기하고, 치료사가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져온다.

간접 외상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치료사(또는 그 밖의 정신적 외상 관련 실무자)가 대상자의 정신적 외상 

경험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감정적으로 개입할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 

(Pearlman & MacIan, 1995, p. 558)

간접 외상화

-  모든 대상자에게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적

-  일반적인 치료 작업의 영향과는 구별됨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초래

-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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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외상화의 개념은 대상자의 외상 사건 관련 이야기에 극적이거나 누

적되는 노출이 정신보건간호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간접 외상화는 치료사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

-  일반화된 불안

-  마비

-  압도됨

-  대응력 미비

-  분노

-  공격적인 생각

-  악몽

-  비이성적인 두려움

-  중독

-  수면 장애

-  비사회적 반응dissociative reactions

-  함입된 이미지들

2차 정신적 외상은 신뢰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  신뢰 상실

-  안전에 대한 감각 상실

-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 단절

-  절망

-  냉소주의

-  환멸

-  친밀감 형성 불능

-  자존감 부족

-  통제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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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간접 외상화는 일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부정적인 사고

-  비난

-  피해의식

-  무력감

◆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는가?

소진, 결정적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 역전이 및 간접 외상화는 상호 작용

하여 서로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간호사들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

다. 이런 개념적인 현상은 간호사 개개인의 성격, 그들이 대하는 환자의 

문제, 근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요소들 중 당신이 경험한 것은 얼

마나 되는가?

-  정신적 외상과 폭력에 관한 대상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참고 들었던 

경험

-  치료 중에 병적인 관계에 다시 빠져들게 된 대상자를 돌본 경험

-  심각한 고통을 겪은 대상자에게 공감/연민을 느낀 경험

-  적절한 수퍼비전 및 상담 없이 작업한 경험

-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또는 그러한 환경에서 일

한 경험

-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거나 양질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낀 경험

◆  예방 및 해결책: 간접 외상화 근절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외상 

증세 (Pearlman & Saakvitne, 1995, pp. 383-399)

치료적 요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

-  간접 외상화를 정신적 외상을 입은 대상자를 돌보는 직업의 위험 요소

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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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 반응으로 수용한다.

-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는 주제에 대한 노출을 제한한다. (예. 관련 서

적, 학회, 토론, 영화)

-  업무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반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지하는 환경

을 조성한다.

-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업무량을 균형 있게 조절한다.

-  성인 생존자의 자원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공감한다.

-  대상자가 병적인 관계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료적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유지한다.

-  전문적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  전문적 기술의 균형을 추구한다. (예. 정신적 외상 관련 작업 및 그 외

의 작업)

-  지지적인 조직 환경에서 작업한다.

개인적 전략 - 필수 사항

-  동료들과 웃고, 즐기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진다. (단, 일에 대한 이야

기는 금물)

-  (영적인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삶을 영적으로 재충전 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한다.

-  자기 관리 및 자기 돌봄 활동에 중점을 둔다.

-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인 상담을 고려한다.

-  정신적 외상 관련 작업 수행 시 안식 기간을 확보한다.

-  의식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  취미생활, 운동,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일들을 한다.

-  편안하고 명상적인 활동을 한다. (요가, 음악, 독서, 정원 가꾸기)

-  업무를 벗어나 자신을 지지해 줄 관계와 역할을 만들어 간다.

-  자연을 삶의 치유제로 활용한다.

-  중독성 있는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  잘 쉬고, 잘 먹고, 적절히 운동한다.

-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사랑의 감각과 삶에서의 관계를 키워 나간다.

-  공동체 및 친구들과 접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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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함과 희망을 주는 경험들을 찾는다.

-  가정과 직장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다. (옷, 습관 등으로 일과 

여가 시간을 구분한다.)

조직적 전략

-  안전하고, 사적이며, 믿음이 가는 작업 공간을 마련한다.

-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자원인 임금과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퍼비전과 상담을 제공한다.

-  대상자를 존중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  정기 휴가, 병가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적절하게 제공한다.

-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주거나 그럴 시간을 보장해 준다.

-  지역 사회의 학대 근절 활동에 동참한다.

-  결정적 사건 스트레스 관리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족의 
압박

지원
제공자

대상자의
압박

사생활 동료들

업무 부담 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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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간호 과정 (Nursing process)   맞춤형 간호 (그리고 사회적) 관리를 제공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잘 조직된 방법으로서, 현재 혹은 잠재적인 신체적 

그리고/또는 정신적 (건강의) 변화에 대해 각 개인이나 조직이 보이는 특

유의 반응들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간호 사정 (Nursing assessment)   간호 과정의 첫 단계로, 다음 단계인 

 ‘진단’으로 넘어가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간호 개입 (Nursing intervention)   질병(혹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 유지, 회복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원 제공자(예. 간호사 또는 사

회복지사)에 의해 행해지는 조치

간호 진단 (Nursing diagnosis)   간호 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 건강 상태

(기력, 현재의 혹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설명하고 파악하기 위한 자료

를 취합하고 조사 정리한다.

개입 (Intervention)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개입이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현 상황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심하고 책임 있게 계획된 포괄적인 지원 과

정이다. 이러한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를 자신의 삶과 현 환경에

서 예측 및 수용 가능한 변화에 대비시키고, 건강을 독창적이고 의미 있

는 방식으로 건강을 증진하여 현재의 환경에 준비시키는 것이다.

경유 센터/쉼터 (Transit centres/shelters)   이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인

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공식적인 시설(예. 정부)이거

나 비공식적인 시설(예. 인도주의적 단체)에 소속될 수 있다. 이 시설들은 

목적국/경유국에서 일정 기간(1~6개월)동안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

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보통 법적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본국 

귀환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될 때까지 이곳에서 체류할 수 있다.

공감 (Empathy)   공감이란 이해심과 그저 “외부”에서 관찰한 바만을 기

반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이의 내적 자아(사고와 감정의 흐름)에 이입하

고자 하는 의지와 그 역량을 지칭한다. 실무자가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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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보

다는 자신을 실무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지원 대상자와 신뢰할 만

하고 일관된 관계를 지속으로 유지하고, 관심, 따뜻함, 신뢰, 존중을 나

타내는 것이다.

공중 보건 (Public health)   공중 보건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그 밖의 

보건 개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적, 정치적 개념이다. (WHO 용어 사전)

기회 감염 (Opportunistic disease/infection)   환자의 면역 체계가 손상되

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 감염미생물 또한 기회 감염성이므로 건강한 사람

에게는 질병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기회 감염은 AIDS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옥스포드 의학 사전, 1998)

대응 (Coping)   대응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행동이 아닌 긴장과 스트레스

를 예방, 지연, 방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동 양식이다. 대응 기제는 개

인의 사회적·정서적 자원과 감정적·심리적 도구가 결합된 것으로써 대부

분의 사람들이 나름의 방식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일반적으로 회

피, 변화, 관리, 예방, 과도한 감정 표현의 자제의 과정을 거친다. 

라포 (Rapport)   지원 제공자와 대상자 간에 형성되는 신뢰와 보살핌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라포를 형성하는 것은 인터뷰 대상자가 담당자를 

개인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포

함한다. 이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 성공과 실패, 강점과 약

점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

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모니터링 (Monitoring)   모니터링은 사례관리 과정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

건 및 조치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은 수기에서부터 전자기록(전자 기

기를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모체를 통한 HIV 감염 (Maternofetal transmission of HIV infection)   HIV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체의 자궁에서 태아에게 전염되거나, 분만 중 모체 

혈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또한 모유 수유 과정에서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옥스포드 의학 사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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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Smuggling)   금전적 혹은 기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

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 국가(해당 체약국)에 불법으

로 입국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민 밀입국은 불법으로 타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는 구별된다.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이주자 밀입국 중개에 관한 보충 의정서 제3조,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보건 교육 (Health education)   보건 교육은 건강한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

한 생활기술 개발, 지식 향상 등 건강정보 인식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전달방식이다. 보건 교육은 정보의 소통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기, 기술 및 자신감(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을 향

상시키는 것을 포괄한다. 보건 교육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

제적 및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 소통, 개인의 위험 요소와 위험 행동, 

보건(의료)체계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정보의 소통뿐만 아니

라 기술의 개발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기술은 건강의 사회적, 경제

적 및 환경적 결정 요인들을 다루는 다양한 조치들의 정치적 실행 가능

성과 조직적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WHO 용어 사전)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 (Separated children)   출신국이 아닌 곳에서 

부모 혹은 그들의 법적/관례적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18세 미만의 

아동. 이들은 혼자 지내거나 친척들과 함께 거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

든 아동들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국제적, 지역적 기관의 법률에 따

라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위한 유럽 

프로그램)

보호자 비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법이

나 관습에 따라 아동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할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

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법에 의해 이보다 성년이 되는 시점을 그 이

하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 (피난처를 찾는 보호자 비동반 아동을 대할 

때의 절차와 정책에 관한 UNHCR 가이드라인)

비정규 이주자 (Irregular migrants)   한 국가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들은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입국 비자와 적합한 

서류를 없이 또는 국가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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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UNHCR 집행위원회 제58호  

결정문, 1989)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피해자는 지속되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자신감을 잃게 되는데, 사례관리는 

피해자가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심리사회적 지원 및 지침이 필

요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그들이 이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건

강 증진, 위기 상담, 교육,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례관리는 피해자가 외상 사건의 충

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정 (Assessment)   일반적으로 사정은 사실과 문제를 규명하고, 분명

한 시간의 척도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 배열된 사건들간의 인과관계를 이

해(진단)하는 과정이다. 실질적으로는 지원 제공자(예. 사회복지사, 정신건

강 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체

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입에 관한 결정

을 내리고, 그 결정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예

측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그리고/혹은 현재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돕는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재정적 

혹은 기타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아동을 성

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고객,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 그리고 그 

외 아동 성매매를 통해 이윤을 얻게 되는 사람들(부모, 가족 구성원, 포

주, 교사) 간에 현금 또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진다. 유엔에서 정의한 상업

적 아동 성착취는 아동 성매매, 성 착취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또는 국경

을 넘어 아동을 매매하는 아동 인신매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이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

성관광 (Sex tourism)   성관광은 관광 업계 또는 동일한 구조와 네트

워크를 이용하는 업계 외부에서 계획하는 관광여행으로, 목적국의 거

주자와 관광객 간의 상업적 성매매 주선이 주 목적이다. (WTO 결의안 A/

RES/338(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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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개성 감염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성관계를 통해 전염

되는 모든 질병. 이전에는 성병으로 알려졌다. (옥스포드 의학 사전, 1998)

성매매 (Prostitution)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예. 의식주, 애정 등) 지

불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기타 성적인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WHO, 1996)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존엄성, 평등, 자율성,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대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성을 학대 또는 착취하여 성적 만족이

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관행. 인신매매, 성매매, 성매매 관광, 우편주문 신

부１, 포르노그래피, 스트립 쇼 등이 있다. (Estes, Richard J 교수와 Weiner, Neil 

A., 미국, 캐나다 및 맥시코에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펜실베니아대학 사회복지대학원, 필라

델피아, 2001)

성폭력 (Sexual assault)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성

적 행위, 또는 피해자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정상생활

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 (사건 기반 국가 보고 시스템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을 Snyder, 2000, p. 13에서 인용) 

소진 (Burnout)   소진은 점진적인 환멸의 과정으로써 다음의 네 가지 단

계를 거친다. 

◆  열정 초기 단계에서 지원 제공자는 업무에 전력투구하고 만족감을 느

낀다. 일부 지원 제공자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업무에 대한 기대

치가 높고, 지원 대상자들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특징을 보

인다. 또한 까다로운 대상자나 절망적인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  정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희망이나 욕구를 상실하고 정체되어 있

는 단계를 일컫는다. 업무가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고 만족감

을 주지도 않는다.

◆  좌절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으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단계이다. 일

１  결혼상담소 등을 통해 편지 왕래로 정해진 신부. Picture Bride라고도 불림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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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원 제공자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일부는 화

를 내거나 수퍼바이저를 원망하거나, 종종 지원 대상자들을 탓하기도 

한다. 이러한 좌절감은 지원 제공자의 내면화와 위축으로 이어진다.

◆  무감각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심지어 좌절해야 할 상황에서조차 무심

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결국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멈추

게 된다.  

스트레스 (Stress)   스트레스는 위협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개인이 나타

내는 일반적인 적응 패턴이다Seyle. 스트레스 반응은 무엇보다도 정상적이

며 자기조절이 가능한 심리적, 생리적 반응이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 집중

도를 높여주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

를 모아주며,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는 투쟁과 

도피 반응이 나타나지만 때때로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반

응을 보이기도 한다.) 

◆  일상 스트레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  누적 스트레스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장기간 축적된 것을 의미한

다. 강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만약 근무 환경이나 생활 방식이 바르지 

않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다.

◆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작스러운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의미한다.

◆  급성 스트레스 반응ASR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장기간 스트

레스가 누적되었거나,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충분한 관리를 받

지 못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기능 장애 증후군이다. 

아동 (Child)   성년이 되는 시점을 18세 이하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은 해당 법규 상 18세 미만인 자를 지칭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 1989)

아동 성학대 (Child sexual abuse) (유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는 피해 아동보다 조금 더 성숙한 또래나 더 나이가 많은 아동, 혹은 성

인(낯선 사람, 형제 혹은 부모나 보호자와 같이 해당 아동에 대한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아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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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에 대한 이러한 접촉 혹은 행위는 폭력, 속임수, 

뇌물, 협박 혹은 강제적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성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언어적, 혹은 정서적 학대로 나타날 수 있다. 

◆  아동의 신체 기관 중 성적인 부분(생식기와 항문)을 만지거나 희롱하

는 것 혹은 사춘기 여아의 가슴을 만지는 것, 자기 신체의 성적인 부

분을 아동으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것

◆ 성적인 입맞춤

◆ 질, 입 혹은 항문에 음경, 손가락 및 다른 물체를 삽입하는 행위

◆  성인의 성적 행위 혹은 포르노 영화나 사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

◆ 아동의 신체에 관해 외설적인 언급을 하는 것

◆  영화를 찍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직접 보기 위해서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인 포즈를 취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옷을 벗게 하는 것 (노

출증)

◆  몰래 아동을 훔쳐보거나 엿보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침실로 “숨어 들

어가는 것”(관음증)

아동 인신매매 (Trafficking in children)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혹은 타국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재정적 대가나 다른 보상 등을 얻

기 위해 아동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착취

형 인신매매sexual trafficking는 상업적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동시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자국 내에서, 한 주와 다른 

주 간에, 심지어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에서 도

심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성착취 및 성적 학대)

아동 학대 (Child abuse)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혹은 감정적 학대. 고의적인 폭력, 무자비한 

체벌, 지속적인 모욕과 비하 혹은 성적 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

반적으로 부모나 법적 후견인에 의해서 자행된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 1994)

에이즈 (AIDS)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 성 매개성 감염질환STD으

로 동성애 또는 이성애 관계에서 발병한다. 그 외에도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 제제(製劑)를 통해서나,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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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1981년 로스엔젤레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원인으로 알려진 

HIV 바이러스에 대한 규명은 1983년에 이루어졌다. HIV 바이러스는 림

프구의 하위그룹인 T세포(혹은 CD4 림프구)를 파괴하는데, 이는 결과적

으로 인체의 면역반응을 억제시킨다. 죽음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질병의 종류와 그 발병 기간이 규명된 현재까지도 에이즈는 매우 치명

적이고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된다. (옥스포드 의학 사전, 1998)

위기 (Crisis)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체계 변화가 수일에서 수개월(실제 

위기 상황) 혹은 수년 동안(만성 위기)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

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극도로 위협받는 이례적인 상태, 

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일컫는다. 급성 위기는 개

인(혹은 가족, 집단, 지역사회)이 이루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균형 상태를 

방해받을 만한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일부 위험한 사건들과 같은 한정된 외부요인 또는 오랜 기간 축

적되어온 광범위한 내적 압박에 의해 촉발된다. 이러한 위험한 사건(촉발 

요인)은 하나의 큰 치명적인 사건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잇달아 일어나

면서 누적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일 수 있다. 스트레스와는 

달리 급성 혹은 상황적 위기는 자기 제한적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주-6주 정도 지속된다. 보통 발단-진행-종료 단계로 진행된다. 

의학적 치료 계획 (Medical treatment plan)   의사들이 신체체계나 특정 

장기에 입혀진 부상 혹은 병리학에 초점을 맞춘 기능장애나 질병을 치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획

2차 주거 공간 (Second-stage housing)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원 시

설을 퇴소한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준독립적 생활 공간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다 (예.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생활 기술 및 직업 기술 개발 등). 이

전 단계의 지원을 담당했던 사례관리자들은 대상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의 연락을 지속

해야 한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이다. 바이러스 종류에는 HIV-1과 HIV-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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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둘 모두 에이즈의 원인이나, HIV-1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반면, HIV-2는 서아프리카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옥스포드 의학 사전, 1998)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행위, 유괴, 기만, 사기, 권력의 남용, 상대의 취약성 악

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 등의 수단을 통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

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의 종류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

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된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수단

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

다. (유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2000)

인터뷰 (Interview)   인터뷰는 진단, 치료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인관계 과정이다. 인터뷰 과정과 그 내용은 분

리될 수 없다. 저명한 임상의학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

요한 도구로 대개 개인 인터뷰를 꼽는다. 

1차 보건 지원 (Primary health care)   국가와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부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용

인되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필수적 보건 지원. (1978년 알

마아타 선언２, WHO, 제네바) 1차 보건 지원은 개인이나 지역 사회 전체를 대상

으로 건강 문제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건강 문제들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식량과 영양의 충분하고 적절한 공급, 안전한 식수 확충, 기본

적인 위생, 가족 계획을 포함하는 임산부와 아동의 보건 지원, 면역, 일반

적인 질병과 외상의 적절한 치료, 기초 의약품의 공급 등을 장려하는 것

이 1차 보건 지원의 필수 항목이다. (WHO 용어 사전) 

２   알마아타 선언 (Alma Ata Declaration): 1978년 구 소련의 알마아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가 공동으로 주최한 1차 보건의료 관련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 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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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 센터 및 사회 복귀 시설 (Reintegration centres and Half-way 

houses)   해당 지역의 NGO 단체들과 함께 IOM이 운영하는 시설로 인

신매매 피해자가 가족/동료 및 지역사회 재통합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적합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임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이 시

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들은 쉼터 관리에 동참해야 하며, 

쉼터는 안정과 독립적인 삶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하다. 재통

합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다른 연계 체계(NGO, 정부 기관)를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와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재활센터 (Rehabilitation centres)   IOM이 운영하는 센터들은 전형적으

로 건강 재활을 위한 센터로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적 진단과 치

료 및 심리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에는 자발적으로 입소하

며 일반적으로 2-3주간 머무르게 된다. 본국으로 재송환 되거나 귀환한 

인신매매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초기 재활 기간이 끝나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쉼터에 계속 남아 장기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심리사회적 상담, 직업훈련, 학업 재개)

전염병 (Communicable diseases, contag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질병. 직접적인 신체 접촉, 전염성 미

생물이 옮겨 붙은 물체를 만지는 일상적인 행위 (SEE FOMES), 질병 매

개체 혹은 기침이나 숨을 내쉴 때 공기 중으로 분사되는 감염성 물질과의 

접촉 등의 감염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옥스포드 의학 사전, 1998)

정신건강 (Mental health)   세계보건기구(WHO) 설립 이후 정신건강의 중

요성이 꾸준히 역설되어 왔으며, WHO 헌장에도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나 장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조화

를 이룬 삶의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생물과학 및 행동과학의 발전은 정

신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정신건강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

의되었다. 정신건강의 개념은 안녕well being, 자기 능률, 자율, 능력, 세대간

의 결속, 그리고 개인의 지적·정서적 잠재력의 자아실현 등에 대한 주관적

인 인식을 포함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정의 내리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신건강이 단순히 ‘정신 질환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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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신건강은 근본적으로 

신체적·사회적 기능 및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정신건강 치료 (Mental health treatment)   정신건강 전문가들(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정신보건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이 개

인(혹은 가족)의 신체 기능상 해로운 패턴이나 부적응적 요소를 검사하

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계획들. 그러나 특정한 기능 장애의 

 “원인들”은 특정 장기나 신체 시스템에 병적 상태나 손상(또는 유전적 장

애)을 일으킬 수 없다.

정신적 외상 사건 (Traumatic events)   유형 I에 해당하는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는 상황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사건을 의

미한다. 극심한 폭력이나 지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유형 II에 해당

하는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는 상황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만, 정확히는 극도로 불편한 상황의 반복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반복적

인 아동 성학대, 혹은 전쟁 지역에서와 같이 신체적인 불안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사회적으로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사람

들로 구성된 비이념적 산업. 수준과 지위가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합

법 혹은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과 세력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adinsky, 1994, p. 8을 Schloenhardt 1999, p. 9 및 Graycar, 1999, 

pp. 7-8에서 인용)

착취 (Exploitation)   착취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된다.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

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선택 의정서, 2000년)

초국가적 범죄 (Transnational crime)   사람, 사물 혹은 범죄 의도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으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사무총장을 Graycar, 1999, p. 2에서 인용). 

 “국제적” 차원의 범죄는 반드시 최소 2개의 국가에서 형법상 범죄로 인정

받아야 하고, 이로써 국제적 조약, 범인 인도 조약 혹은 관련 자국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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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Bossard, 1990, p. 5를 McFarlane, 1999, p. 2 및 Graycar, 

1999, pp. 2-3에서 인용)

평가 (Evaluation)   사례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간호 

지원 과정에서 다섯 번째 단계),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가 평가된다. 

평가의 목적은 (1) 작업 과정에 도움 또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

고, (2) 필요하고 또 적절한 경우에는 개입 계획의 목표를 변경하거나 사

례 작업을 종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실행 (Programme implementation)   사례관리 과정 전반에 걸

친 사정, 계획, 개입, 통제 및 평가(모니터링)의 조합이며, 개인(혹은 집단)

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 욕구 및 관점을 조정하고 옹호하는 데에 특별히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실행은 개인(혹은 집단)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유지하고 보강하는 데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는 선택된 변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들

을 새로 발굴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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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어 모음>

ADI Adolescent Diagnostic Interview 청소년 진단 인터뷰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학회

ASR  Acute Stress Reaction 급성 스트레스 반응

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중동부 유럽

CPS  Creative Problem Solving 창의적 문제 해결법

CTHDB  Counter-Trafficking Health Database  

 인신매매 방지 건강 데이터베이스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GP  General Practice 일반 진료

HIV  Human Immune-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ICD  International Codification of Diseases  

국제적인 질병분류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 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기구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RCP  Regional Clearing Point 지역 내 치료 후송소

SEE  South Eastern Europe 동남부 유럽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성 매개성 감염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Fund 유엔아동기금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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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

ARPAD BARATH는 자그레브 대학교(University of Zagreb)에서 심리

학 학사와 공중 보건 영역 석사 학위를 받았다. 5년 동안 미시간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방문 교수로 재직했으며 존스 홉킨스 대

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박애주의 연구에 선임 연구원으

로 참여했다. 현재 헝가리의 펙스 대학교(University of Pécs)에서 심리

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많은 책과 저널, 국회 문서, 칼럼 등을 집필했으

며, 여러 해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Barath의 주요 관심 연구분

야는 공중 보건, 설문 조사 연구 방법론, 심리치료, 자기 구제 및 상호 지

원, 고등 교육 연구 평가, 외상 심리학, 비영리 분야 연구 및 비주류 연구 

등이다. 

이메일: arpad@btk.pte.hu

EDVARD HAUFF는 아일랜드 왕립 외과 전문 대학교(Royal College of 

Surgeons in Ireland)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University of Oslo)에서 노르웨이 정신의학 전문자격증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오슬로 대학교의 다문화 정신과 교수와 Ulleval 대학 병

원(Ulleval University Hospital)의 정신의학교육과 과장을 역임하고 있

으며, 파트타임으로 개인병원에서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

립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고문과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들에서 WHO의 

임시고문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세계심리사회적 재활학회 부회장으

로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관심 연구 분야는 저소득 국가의 정

신건강에 중점을 둔 다문화 정신의학, 난민 정신건강과 고문 및 기타 조

직 범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치

료, 지역사회 기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의료 교육 

및 이야기 치료 등이다. 

이메일: edvard.hauff@medisin.uio.no

PHILIP D. JAFFÉ는 뉴욕의 예시바 대학교(Yeshiva University)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스위스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에서 임상심리와 법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전문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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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재판과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자주 참여하기도 하며, 스위스 법심

리학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www.unige.ch/fapse/PSY/persons/

jaffe/staff/philip.htm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메일: Philippe.Jaffe@pse.unige.ch

GYÖNGYVÉR JAKAB은 2001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

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년 동안 캐나다에서 평화유지군과 시

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다 2002년

부터 IOM 부다페스트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녀

는 인신매매와 공중 보건에 관한 지역회의 등 인도주의적 사회 프로그램

(Humanitarian and Social Program) 및 다양한 인신매매 방지 프로

젝트를 도왔으며, 현재는 중앙 유럽의 개발, 정책, 계획 수립 프로그램 담

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메일: gjakab@iom.int

MARIA NENETTE MOTUS는 소아과 전문의로 1989년 필리핀의 베트남 

난민 캠프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IOM과 함께 하게 되었다. 이

후, 그녀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그리고 캄보

디아와 같은 여러 분쟁 혹은 분쟁 후 지역에서 근무해왔다. Nenette는 

1993년부터 의료 관리 감독직을 맡아 수행해오며 지금은 우크라이나, 몰

도바 그리고 벨로루시에서 여행 건강(보건)의 임상·의료적 평가 및 개발, 

이주 보건 프로그램을 이행 및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메일: nmotus@iom.int

ISTVAN SZILARD은 헝가리의 펙스 대학교(University of Pécs)에서 내

과와 공중 보건 의학으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헝가리 과학 아

카데미(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에서 심장병 예방학 철학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그는 펙스 대학교의 공중 

보건 의학과와 부다페스트의 의학전문대학원(Postgraduate Medical 

University of Budapest)에서 조교수로 근무했다. 1996년에 IOM에

서 근무를 시작하여, 발칸지역의 긴급 및 전후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

여했다. 현재는 선임의료관리자로 중앙-동남부 유럽지역을 담당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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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보건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2003년, 국제 농촌의학·보건협회 사무 총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Szilard는 건강 교육, 건강 증진, 전염병학, 심장혈관 전염병학, 컴퓨터화

된 건강 검진, 스포츠의학, 삶의 양식과 건강, 사회·공중 보건 의학의 기

초 이론적 질문들 및 이주 건강·의료 분야에서 총 116권의 과학연구서, 

에세이, 논문 등을 저술했다. 

이메일: iszilard@iom.int

DIANA TUDORACHE는 심리학자로 현재 IOM 프리스티나(Pristina)의 

인신매매 방지 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지

원 분야에서 최고라 칭해지는 그녀의 통찰력은 그녀의 근무경험에 기인한

다. Tudorache는 아동 학대 그리고/혹은 방치 상황에 대한 즉각적 지원 

대응에도 참여해 왔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 기관과 함께 과거에 학대 받

았거나 방치되었다 보호 시설에 수감된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외상 

후 직접적 심리지원과 관련 자료수집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메일: dtudorache@iom.ipko.org

ROSSANKA VENELINOVA는 의학박사로,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의

학전문아카데미(Medical Academy)에서 정신의학을 전공했다. 주요 관

심분야는 해결 중심의 간단한 심리 치료, 위기 및 위기 상황 개입 그리

고 피해자학이며, 국립 세계 경제 대학교(University of National and 

Global Economy)에서 건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추가 전공을 이수했다. 

현재 나디야 센터 재단(Nadja Centre Foundation)에서 상무 이사를 맡

아 여성 및 아동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적십

자사의 난민-이주 서비스 분야 컨설턴트이기도 한 그녀는 더불어 사립 정

신의학대학교의 총무와 불가리아의 긴급치료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메일: nadja@cablebg.net

JACQUELINE WEEKERS는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대학교(University 

of Utrecht)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후 미국 보스톤에서 법심리학 분

야에서 일했다. 1993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의 IOM에서 근무하며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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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이주 건강 문제 관리에 참여했고, 1998년 제네바 대학(University of 

Geneva)에서 공중 보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가 일하면서 겪는 여

러 어려움 중 하나는 공중 정신건강 접근법을 포함한 공중 보건 문제를 

IOM의 업무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메일: jweekers@io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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