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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 발표

UN 본부에서 마약범죄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작성된 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가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0 년 제 64 차 유엔 총회에서 벨라루스 발의로

채택된 UN 세계인신매매방지대책 실행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는 유리 페도토프 UN 사무부총장 겸

마약범죄사무국장 및 안드레이 다프큐나스 주 UN 벨라루스 대사가 발언하여 본

보고서는 종합적이고 균형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2013 년 3 월 13 일 UN 본부에서 진행 예정인 세계인신매매방지계획

이행 평가를 위한 UN 고위급 총회 준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본 보고서는 인신매매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범죄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 및

효율적인 대응 전략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인신매매

관련 나라별 실태보고에서는 각 범죄 유형 및 피해자 특성, 인신매매범들이 이용하는

범죄수단 및 인신매매 유통망의 다양한 경로가 형성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각 국가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인신매매 방지 대책에 대한 정보가

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2 년에 한 번 작성,

발표하게 된다.

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에서는 벨라루스 정부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취하고 있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확고한

법적 토대 및 법 적용 메커니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형성된 우방그룹(group of

friends)의 코디네이터 역할 등을 비롯한 UN 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높이 평가되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과 달리 본 보고서에 실릴 현황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나 역내 타국가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도 인신매매의 근거지이며

최종 목적지가 되기도 한다.

이하 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 개요(Executive summary)를 첨부한다.



[첨부]

세계인신매매실태보고서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개요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2010년 UN 총회가 채택한 인신매매방지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본 대책에 따라 마약범죄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은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국제적, 지역적, 국가 내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여 2년에 1번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것을 위임 받았으며 본

보고서는 제 1회 보고서로 UNODC의 인신매매실태보고서 시리즈 시작을 의미한다.

이전의 UNODC 인신매매 실태 보고 자료에서는 본 범죄에 대한 지식 부족

문제가 거론되어왔고 이 세계적으로 확산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도출을 위해 각 회원국 및 국제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를 촉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아직까지도 인신매매 범죄 사건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은 아직 덜

형상화된 상태지만 최근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까지 일부의 정보 공백이 존재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론은

객관적이고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는 인신매매 피의자와 피해자

특성, 피의자들이 택하는 착취 형태 및 세계적으로 확산한 무수한 인신매매 유통 경로가

생성되었던 이유를 포함한 세계 인신매매 동향 및 흐름에 대한 개요 정보가 수록된다.

세계 각 지역별로 인신매매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제 2장에는 지역별 인신매매 동향

및 흐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제 3장에서는 '인신매매 의정서'가

채택된 2003년 이후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대책 및 그 성과를 살핀다.

관련 상세 정보는 보고서에서 다룬 132개 국가에 대한 간략한 실태자료와

보고서 작성시 사용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 사이트 (www.unodc.org/glotip)에서 참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