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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란 무엇인가: 유엔총회는 널리 
받아들여진 인신매매 (TIP) 의 의미를 
다음과같이 정의했다: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압, 혹은 강제권력을 이용,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 이나 취약한 자의 위치를 
남용하여 금전적인 보상이나 상업적이득을 
성취하기위하여 한 사람을 억압하고 , 
금전적보상이나 상업적인 이익을 주거나 그 
이익을 받기위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기위해 
그 사람을 모집, 운송, 조항, 은닉 또는 수령하는 
행위이다. 착취는 최소한 다른사람의 매춘의 
착취, 다른 형태의 성착취, 강제노동이나 용역, 
노예 또는 노예와 비슷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기관의 제거를 포함한다.

유엔총회에 따른 인신매매의 정의는 범죄 행위, 
그 행위를 저지르도록 사용하는 수단, 그리고 
그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역할을 하는것,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성매매란무엇인가: 성매매는 상업적 섹스을 
목적으로 한 사람을 모집, 운송, 조항, 또는 
은닉하는 행위이다.

상업적 성착취란 무었인가 (CSE): 전적으로, 
또는 최소한 주로, 금융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성적 착취. 경제적인 이익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즉, 음식, 대피소, 마약)것들을 
포함할수 있으나, 이 모든 경우에, 이용자에게 
최대의 혜택과 피해자의 기본 권리, 존엄성, 
자율성, 신체 및 정신의 폐기가 되는 행위가 
포함되며 (R. Estes and N. Weiner, 2001) 
이렇게 전혀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성착취에 
지속된 학대로 구성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들은 포르노, 매춘, 라이브 섹스, 스트립 인신 
매매 등을 포함한다.  

중요 사항
■ 섹스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없

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이 다른이에 의해 물건처럼 
취급을 당할 때 이것은 인간의 
권리를 위배당할 뿐 아니라 인
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간의 
상품화이다. (K. Berry p33).

■ 매춘의 존재는 성매매가 존
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다. (J. 
Friedlin quoting D. Hughes)

■ 성매매는 글로벌 형태의 매춘
이다. (M. Farley, p xvii). 

■ 매춘은 성착취가 오랬동안 지
속된형태이다. (K. Berry, p 29). 

■ 성폭행은 다른 형태의 폭행과
는 다른 고유형태를 가진 외
상이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
인 측면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
에 폭력을 가하는행위이다. 한
사람의 신체가 만행이 저질러
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한
인간이 굴복할 때까지 구타를 
당할때, 그녀는 포로이기 때문
에 그녀는 수동적으로 되고 그
녀에게 저질러진 만행을 수용
하게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
가 대하는 어떤 성적인 접촉도 
강간이다. 설사 그녀가 고객을 
유인하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
고 하더라도 그녀는 동의를 거
절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녀
는 강간을 당하는 것이다. ( W. 
Freed,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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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의



세계적으로:
이천 칠백 만 명의 
사람들이 성착취와 
노동 착취등 다양한 
경로로 노예가 
되는데 이것은 
대서양 횡단의 
높이보다 더 큰 
노예 무역이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에 걸쳐, 거기에 
아이들이 매년 백만 명 이상 성매매를 
당하고, 지난 30 년간 약 30 만 명의 
어린이가 성적 착취를 통해 자신의 
어린시절을 잃었다고 보고한다. 미 
국무부는 약 80 만 명 (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이 전국의 경계선에 걸쳐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추정하고있다. [
참고 : 이것은 해당 국가 내의 인신매매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중 11 개 
국가가 인신 매매 피해자에 대한 기원의 
점수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설정됐다. 
이 국가들은 벨로루시, 몰도바 공화국, 
러시아 연방 및 우크라이나 (독립 국가 
연합), 알바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중국, 태국, 나이지리아를 
포함한다. (UNODC, 2006)

인도: 
2,300,000 이상의 소녀와 여성은 
매춘에 종사한다고 추정되었고, 
전문가들은 20 만 명 이상이 이 나라를 
통해 매년 인신 매매된다고 추정한다. 
이 나라에서 약 3,000,000 인신 매매 
피해자 중 연간 2,000명의 구출이 있다. 
여성권리 단체와 사회 단체들은 대략 

12,000명이상 아니면 50,000 명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상업성 착취를 위해 
이 나라로 인신 매매된다고 추정한다. 
(미국무부 2005). 

미국
2007년 회계 연도에, 이민 세관단속국 
(ICE)에서는 129 강제 노동 수사 및 
219수사의 상업적 성 착취의 수사를 
포함한 348인신매매 사건 조사를 
실행하였다. 그중 164 체포중, 118
이 성매매관련, 46명이 강제 노동과 
관련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FBI는 인신 
매매사건 중 120 명 인신 매매 수사 중 
155명을 체포했고, 63 명 고소, 91명이 
기소하였다. 그리고 소송 제기한 사건 
중 57명이 유죄 판결을 얻었다. (미국 
법무부 2008). 

그러나 100,000에서 150,000 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2001 년 
이후 연방 정부 당국의 노력결과 1,500 
명 미만의 피해자들만이 정식 인신 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최초로 누리게 되었다.

Amsterdam

워싱턴. DC
의 대변인들은 
2006년 독일
에서 열린 월드
컵 대회에서 성
매매 피해자 여
성에 대한 수요
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제의 범위 일반적 개요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태국, 터키 
및 미국이 아주높은 인신 매매 목적지 
국가로 순위가 정해졌다. (UNODC, 
2006) 

필리핀에서는 매춘이 사실상 합법적 
산업중 현재 국민 총생산 (한나라당)
의 4 번째로 큰 벌이로 자리잡고있다. 
일본에서만 매년 30 만명의 섹스 
관광객이 필리핀 방문을 한다고 
믿고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섹스 산업이 매년 거
의 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있
다. (UNECE, 2004) 네덜란드는 약 
30,000 여성을 포함한 인신 매매를 사
용하는 여성을 위한 주요 유럽 서양 대
상 나라이다. 2000 매춘 및 다수의 에
스코트 서비스가 존재하는 인신매매여
성들의 주요 서유럽 대상국이다. 보수
적으로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68~80%가 다른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나라의 높은 성매매율 보여준다.

매춘의 가장 큰 건강 위험은 조기 사망
이다. 최근 2,000여명의 매춘부를 상대
로 30여년에 거친 연구에 따르면, 그들
의 사망에 가장 큰 원인은 살인, 자살, 
마약 및 알콜 중독, HIV 간염 그리고 
사고의 순위로 밝혀졌다. 매춘부 사이의 
살인 률은 또한 그 나이의 일반인들보다 
17 배 높은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의
학 협회 저널, 2004) 

9 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춘에 
종사한 785명의 89 %가 매춘에서 벗어
나길 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매매 피
해자의 75 %가 매춘에 종사하기전 노숙
자였고, 이 중 827명의 68%가 성매매
의 여러 가지 유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증상을 보였다. 이 연구
에서 참가자의 PTSD 증상의 심각성의 
범위는 전투 참전 용사, 은신처 찾는 학
대 당하는 여성들, 강간 생존자와 국가
조직에의해 고문당한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의 범위와 비슷하였다. (M. 
Farley, 2003)

방글라데시 구세군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인신 
매매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미 인신 매매를 당
한 여성들의 삶을 복원하기위해 그들에게 필요
한 기술을 개발하는 도움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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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억하기 

이사야 42:22
22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
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
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
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레위기 19:29
29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
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
노라 

요엘 3:3
3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
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
어 마셨음이니라 

인신매매와 성착취 가해자들
에 관하여

시편 10

1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
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
지게 하소서 

3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
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
나이다 

4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
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
판은 높아서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오
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6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
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
나이다 

7그 입에는 저주와 궤휼과 포학이 충만
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
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9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
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저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
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continued >>

우리의 마음준비

서아프리카에있는 벽화: 인신 매매에 대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을 경고하고있다.



11.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
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2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
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3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
리라 하나이까 

14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
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15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16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
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고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
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진정한 금식 
이사야 58:6

6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목적
이사야 61:1-3

1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
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2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
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삶과 자유 
요한복음 8:36

36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
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0:10

10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
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인은 에콰도르의 한 스트립 클럽에서 콜
롬비아 어린 여자아 이들이 함께 공연을 한다
고 발표하고 있다.



구조 및 회복
구조와 복원을 무수한 성매매와 상업적 
성 착취의 피해자의 구조와 회복을 위
한 기도

•그들의 성 착취와 학대가 중단 되도록

• 피해자들의 육체적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안전 대피소가 생
길 수 있게

•평안함 과 위안, 그리고 가족같은 분
위기를 제공할 사랑으로 가득한 보호
자들위해

•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미있고 생산적인 
생계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과 교육

•그들의 건강을 위한 의학 치료;

•복음의 메시지가 피해자들의 귀와 마
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산업의 붕괴
성매매와 상업성 성 착취를 가속하는 
성산업 붕괴를 위한 기도

• 포르노 산업의 몰락 

•포르노와 섹스 관광 인터넷 사이트 
금지

•스트립 클럽 폐쇄를 위한 기도

•외설법 집행, 부정부패와 싸움, 인신
매매범, 상업적 고객과 포주를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 노력

• 매춘의 영구 폐쇄

수요의  감소
다음을 포함하여 상업적인 섹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위한 기도

•세계 각국에서 매춘 합법화 시도의 
패배;

•매춘을 합법화한, 네덜란드, 독일, 뉴
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정 지구
의 제도적 변화를 위해

•네바다 성매매 합법화 폐지를 위하여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
성들을 위한 “존의 학교”로 알려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성매매의 
피해에 대한 남성 교육을 대상)

•”성실과 진실”, “애버뉴”등 섹스 
중독자를 돕기위한 더많은 목회의 성
공과 발전을 위하여

•포주와 매춘을 일반화를 반대하는 역
문화 운동. 

가난은 여성
과 아이들을 
인신매매 범
인들에게 취
약하게 만든
다. 이 책자
에 그려진 어
린이들은 성
학대를 받지
않았다. 이들
은 성매매 위
험에 있는 인
구의 한 부
분을 나타
낸다. 

continued >>

기도 제목



•존 뉴턴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노예상인의 삶에서 변화한 예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신 매매, 포주, 매
춘고객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
의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발전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
도함으로써 그 국민들이 삶의 기준이 
향상되고 의미있는 교육 및 고용 기회
를 가지고, 따라서 사람들이 상업적 성 
착취와 성매매에 취약하게되는 절망적
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세계 지도자들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와 국가 자원을 동원하여 성매매 및 상
업적 성 착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성매매 및 상업적 성 착취에 다
음과 같이 대응하도록 기도: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 구축 
및 인신 매매와 상업적 성 착취의 생
존자에 대한 복구 주택을 관리할 뿐
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출하는 프로그
램을 마련하도록;

•생존자들의기본적 욕구(인간적 물질
적 자원의 증가) 충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 및 지도자들
의 성적 순결을 유지하여 - 그들이 어
떤 형태의 성적학대의 가해자 또는 
소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독교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킹 및 협력 증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인
들의, 힘, 의지, 비전을 위하여

성 매매와 상업적 성 착취에 문의에 대
한 더 자세한 내용문의:

번역  김영비

Initiative Against Sexual Trafficking 
The Salvation Army National Headquarters
615 Slaters Lane
Alexandria, VA 22314
ph: 703.519.5896
email: anti_sextrafficking@usn.salvationarmy.org
www.salvationarmyuse.org/trafficking 
www.iast.net 
    
The Salvation Army Canada 
and Bermuda Territory
324 Logan Avenue, 2nd Floor
Winnipeg, Canada, R3A 0L5
ph: 204.949.2100
fax: 204.949.2110
www.salvationistca/traffic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