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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3>

국회 발의된 법률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 법안의 소개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이수진 의원은 2021년 12월 24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6912)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그 법률안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같은 패턴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유형이 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의 성
착취와 노동착취 인신매매, 한국 어선에서의 노동착취 인신매매,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착취
인신매매, 염전에서의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그것이다.
1.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사례
사례 1: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의 성착취와 노동착취 인신매매
공연 기획사가 필리핀에 있는 파트너 모집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성들에게 E-6비자로 한국
에 가면 노래 등 공연을 하면서 월급으로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연근로계
약을 체결한 후, 위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근로자 파견의 형식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에 넘기고 월급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으라고 하는데, 위 여성들을 파견 받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사용사업주는 역시 여성들에게 공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구걸해서
술을 얻어 마시거나 성매매를 해서 매상을 올려야 그에 상응하는 돈(보통 매상의 20%)을
주겠다고 한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업주는 필리핀 여성들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압
수하고 도망가는 경우 “땅에 묻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한다. 여성들이 술을 구걸하거나
성매매를 해서 받게 되는 돈의 반 역시 ‘세이빙’이라는 이름으로 유보를 하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선불금을 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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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한국 어선에서의 노동착취 인신매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
을 한다. 하루 18~20시간 일한다는 이주 어선원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수년간 휴
일 없이 일했다는 이주 어선원들도 있다.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는 어선
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왔지만 어장막이나 양식장에서의 노동, 심지어는 고용
주의 밭일이나 가사노동까지 강요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고 받는 임금은 낮고
차별적이다. 원양어선의 경우 더 심각한데 보통 월급이 5~60만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0~40만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별은 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물과 음식, 화장실과 욕
실과 같은 생활조건에까지 미친다. 어선에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고 물리적인 폭력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주어선원들은 이러한 착취와 차별과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
는 선주의 허락 없이는 육지로 가는 배를 탈수 없는 경우가 있다. 원양어선의 경우 한번
출항을 하면 길게는 2년 가까이 어떤 항구에도 가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주
어선원들을 배에 묶어두는 장치들은 이것 말고도 많다. 대부분의 이주어선원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는 배를 타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한다.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
중에는 통장이나 외국인등록증, 심지어 현금카드까지 압수당하기도 한다. 이주어선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 현지 인력모집업체에 고액의 송출비용과 이탈보증금과 이탈담보물을 내
고 오는데, 예를 들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경우 송출비용으로
1,500만원을 내야 한국 어선을 탈 수 있고, 그 중에 반은 계약 기간을 만료하고 돌아가야
돌려받을 수 있는 이탈보증금이다. 여기에 더해 땅문서나 집문서를 이탈담보물로 내야 한
다.
사례 3.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착취 인신매매
한국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와 연결이 된 브로커가 태국이나 모로코에 있는 전문 마사
지 숍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에 가면 마사지사로 일하면 월급으로 150만원 이상 받
을 수 있다고 속인 후 항공권을 대신 구입해주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다. 브로커는
그 여성들을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넘기는데, 위 여성들을 넘겨받은 성매매 업주는
여성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그들을 물리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임금도 주지 않고 매일 피
임약을 먹으라고 하면서 하루 5~6 회의 성매매를 강요한다.
사례 4. 염전에서의 노동착취 인신매매
직업 소개 업자가 직접 혹은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노숙자나 지적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
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서 소개비까지 받고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염주에게 넘기고,
그 노숙자나 지적 장애인을 넘겨받은 염주는 월급을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염전에
서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지만,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섬을 벗어날 수가 없어 강제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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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2000년 유엔에서 채택되고 2015년 대한민국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가 정의하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2.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제3조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력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
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인수, 은닉
(harboring) 또는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성매매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는 착취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속적
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즉 성착취나 노동착취 등 착취 자체도
엄하게 처벌을 해야겠지만 착취자가 착취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착취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또는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본다. 따라서 인신매매란 착취
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뿐 아니라 기만이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모집, 운송, 인계, 은닉, 인수하는 행위이다.
목적
성착취,

수단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뿐

노동착취 등

아니라 그를 기만하거나

착취의

그의 취약한 지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행위
피해자를 모집,
운송, 인계, 은닉,
인수하는 행위

이러한 인신매매 정의에 따를 때 앞의 1.에서 소개한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에서 착취를 하
기 위해 피해자를 넘겨받은 사람은 ‘인수’의 행위로 인신매매를 범한 것이고, 피해자를 넘겨받
았을 당시에는 착취의 목적이 없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착취의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든 후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는 사람은 ‘은닉(harboring)’의 행
위로 인신매매를 번한 것이다. 또한 착취를 하려는 사람에게 피해자를 넘긴 사람은 ‘모집’,
‘운송’, ‘인계’의 행위로 인신매매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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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의 인신매매

한국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마사지 업소에서의 인신매매
염전에서의 인신매매

인신매매 행위자
현지 인력모집업체
공연기획사
유흥업소의 업주
현지 송출업체
한국의 송입업체
선주 또는 선사
브로커
마사지 업소 업주
직업 소개 업자
염주

인신매매의
모집, 운송
모집, 운송,
인수, 은닉
모집, 운송
모집, 운송,
인수, 은닉
모집, 운송,
인수, 은닉
모집, 운송,
인수, 은닉

이 때 피해자가 착취를 당할 것을 알았거나 심지어 동의를 했더라도 인신매매

행위 유형
인계

인계
인계
인계

성립에는 지장

이 없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인신매매 행위자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의 (이주민 여성이라는 취약성, 가난
한 싱글 맘으로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취약성,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장기간 실업 상태
였다는 취약성, 지적 장애라는 등의) 취약성을 이용하고 인신매매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을 남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이러한 의미의 인신매매 대응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니다.
3.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들
2015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행한 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하며 이를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 한다.
(a) 상당수의 농업 근로자들이 당사국으로 강제노동 등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고,
이주근로자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현재의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회
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점;
(b) 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상당수의 여성들이 종종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점;
(c)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절히 식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
자들이 구금이나 추방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d) 형법상 인신매매죄 정의 규정은 사고 파는 행위만 범죄화하고 있어, 계약 사기를 통하
여 이주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착취하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점.
41. 당사국은 특히 인신매매 수요를 근절하는 등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신매매를 적
극적으로 방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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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허가제 하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작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b) 노동 감독의 수를 증가하는 등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c)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은폐하기 위해 E-6 비자가 활용되지 않도록 E-6(예술 흥
행) 비자의 사용을 규제하며,
(d) 인신매매죄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메커
니즘을 구축하고 이 들이 피해자로 처우되며 모든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한다.
2017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36. 위원회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함과 동
시에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게 하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 한다. 나아가 위원
회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많은 경우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
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관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권고(30, 31항)를 염두에
두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 해, 어업과 농업 분야
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 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
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
호를 비준할 것을 독려한다.
2018년 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대한민국이 수용한 부분)
130.44 인신매매 근절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
130.45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형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
는 등의 조치를 확대할 것;
130.46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30.47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할 것;
130.72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외국인 여성이 사법절차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132.11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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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전히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한데 대해 우려를 표
명한다. 아울러, 예술흥행비자(E-6) 및 사증 면제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강제 성착취에 관
한 보고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사증) 면제 제도에도 불구, 미등록 이주민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반면, 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계속 꺼려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률이 낮은데 대해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합치하도록)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
인 수행;
(b)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
하며, 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기본 생계지원을 제
공;
(c)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며, 인신
매매 피해자들이 재활을 포함한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여타
41. 위원회는 제6항(차별금지법, 형법 개정 및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 관련 통계 수집 매
커니즘), 제10, 12항(고용허가제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관련 노동법 개정), 제18항(이주민
보호), 제26항(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30항(의무 교육)의 권고사항들이 갖는 특
별한 중요성에 대해 한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며,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
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 제296조의2를 신설하여 인
신매매 범죄에 보편적 관할권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 외
국여성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한다.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항이 부문별 법률에 산재
되어 있는 점.
(b) 연예공연업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예술흥행비자(E-6-2)로 입국한 이주 여성들이 종종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성희롱, 성폭력 및 기타 범죄에 취약하고, 가해
자에 대한 소송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지 않는 한 추방되며, 북한&이탈&여성 또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억지로 성매매로 내몰리는 상황인 점.
(c) 여성 및 여아 인신매매에 대한 저조한 기소율,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의 결여
(d)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 부족하여 성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수사 등을 포함, 강요 없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고, 성매매 착취 피해 여아를 비롯한 아동들이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 및 교화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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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결여.
25.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7, 문단 23)를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신
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거주, 체류, 본국으로의 귀환 등 특별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외국 여성 및 여아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할 것. (b) 현행 예술흥
행비자(E-6-2)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을 고용하는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여 E-6-2 취업 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에 현장 방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인신매매 피해 여성 모두에게 임시체류비자(G-1) 제도를 보장하고, 검찰 당국에
의 협조 의사 및 능력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할 것. 북한&이탈&여성이 생활 여건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할
것.
(c)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약취 범죄자에 대해 유죄 판결 건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 판결 집행 유예 건수를 줄이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d) 피해자 중심, 인권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여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에 대처할 것.
(e)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것.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4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
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
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
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세부목표 8.7을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요건
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
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
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
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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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무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와는 어긋나게 형법 제289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의 정의
를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요소로서 강요, 사기 또
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인신매매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정의한 포
괄적 법률이 없다보니 법 집행기관과 검찰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상이
하였다. 정부 공무원들이 인신매매를 성매매, 약취, 가정폭력, 그 외 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 관련 범죄와 합쳐서 다루는 경우가 빈번했다...인신매매범죄, 특히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노력을 강화해야한다...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정의
에 부합하도록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규정하는 등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명시한 포괄적인 인신매
매 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및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인신매매 대응의 실패는 성착취 인신매매든 노동착취 인신매매든 인신매매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왔고, 그 피해자, 특히 이주민 피해자를 보호는커녕 식별조차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한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의 실패
대한민국은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비준을 계속 미뤄왔다. 그러
다가 위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이행법률로 2010년 초부터 인신매매 특별법안이 이정희, 김
춘진, 남윤인숙 의원 등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으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로 모두 좌절이
되었다. 당시 법무부의 반대 근거는 인신매매 범죄는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
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는 각종 피해자 보호특별법이나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가
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시민사회의 비판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자 2013년 형법에 인
신매매 조항(제289조) 등을 신설한 뒤 위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마쳤다고
하면서 2015년 위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위 의정서가 유엔에서 채택된 후 15년 만에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 170번째로 비준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 이후에도 인신매매 대응에 실패해 왔다. 인신
매매 대응에 실패했다는 말은 인신매매 범죄가 처벌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했
다는 뜻이다.
3.1. 인신매매 범죄는 처벌되지 않았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의 인신매매를 당한 이주민들은 그 가해자들을 형
법 제289조(인신매매)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지만 한 번도 처벌은 고사하고 기소조차 된
적이 없다. 가해자들은 기껏해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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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가 처벌은 고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 이유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
행입법이라고 하면서 신설한 형법 제289조가 인신매매를 정의하면서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
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1).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죄와 벌은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매매’라는 말을 유엔 인신매매방지 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반영해서 유추 해석하
거나 확대 해석 할 수가 없다. 결국 형법 제289조 신설로 삭제된 부녀매매죄의 ‘매매’ 개념이
인신매매죄의 ‘매매’를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
과 ‘대가의 수수’가 없으면 사람의 인신을 매매했다고 보기 힘들게 되었다.
실제로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로 기소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289조
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무죄 판결을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606
판결).
“부녀매매죄는...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
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형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서 ‘추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부녀매매죄를 정하
고 있었고, 현행 형법은 제289조 제1항에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는 추행, 간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였는바, 그 문언 및 규정 형식이 유사하고, 매매
목적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녀매매죄에 관한 법리

1)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서 ‘착취’의 유형은 예시적이지만 형법 제289조는 ‘착취’의 유
형을 열거적으로 바꾸었고, ‘행위’의 유형으로 의정서는 ‘모집’, ‘이송’, ‘은닉’, ‘인계’, ‘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289조는 ‘매매’로 한정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형법 제
289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인 지배’를 이전해야 하며 ‘대가의 수수’까지 있어
야 인신매매가 된다는 점이다. 위 의정서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착취에 대한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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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인신매매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로 거처를 옮길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
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만 원이 피해자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에 따

른 유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인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
력적인 지배란 보통의 사람이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이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어머니와 통화를 하거나, 피고인과 함
께 자신의 집에 찾아가기도 한 점...피해자가 자유로이 외출을 했고...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
해 끌려 다니는 등 행동을 제약받은 상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피해자는 평상시 경도의 지적
장애는 있지만 그로 인해 인격적 지각을 할 수 없거나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기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로 고소를 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고소인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핸드폰에는 광화문 등을 관광을 한 사진이 있어서
외출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에 대한 피고소인의 실력적인 지배는 없고, 고소
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어서 피고소인은 인신매매를 범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89조가 인신매매를 그렇게 규정한 이상 위의 1.에서 소개한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
의 가해자들은 결코 인신매매로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기 힘들다. 실제로 2013년 신설된 이
후 202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형법 제289조가 적용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 노동력착취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신매매예비로 처벌한

사건2)이고,

사건은 한 건도 없으며, 3건은 장기탈취목적 인

나머지 2건은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

서 실제로 처벌된 것은 1건만 뿐이다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인신매
매 범죄 처벌 조항이 형법 제289조 신설로 삭제 된 이후에 지금까지 딱 1건만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한 것이다.
그러나 인신매매 대응의 실패는 가해자가 면책을 누렸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2) 부산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110 판결[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합183, 217(병합)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19. 선고
2019고합4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6노41 판결[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9. 선고 2015고합170 판결]
3) 광주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606 판결[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2. 2. 선고 2015고합10, 2015고합15(병합), 2015고합16(병합), 2015고합26(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9. 선고 2014고합424 판결[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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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신매매 피해자는 보호는커녕 식별되지 못했다
염전 노예 사건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인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호소하러 갔다
가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염주에게 넘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사지 업소 업주가
태국 여성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입건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과 출입국당국에 연락을 해보면 어김없이 피해자들은 외
국인보호소에 구금이 되었다가 이미 강제퇴거가 된 상태였다. 어선에서의 착취와 학대를 견디
지 못하고 하선을 한 뒤 선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베트남 국적의 이주어선원을 송입업
체라고 부르는 한국의 인력모집업체가 출입국에 이탈 신고를 하고, 출입국당국은 그 송입업체
의 말만 믿고 이주어선원을 강제퇴거한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필리핀 여성들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
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한다. 수사 후에는 여성들을 출입국당국으로 넘기는
데, 여성들을 인수 받은 출입국당국은 여성들이 원래 공연장소가 아닌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에서 공연이 아닌 술을 접대하는 일을 한 것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을 시킨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여성들은 필리핀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풀려나지도 못한 채
장기간 구금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여성들의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기 때
문이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기에 출입국당국은 여성들을 외국인보호소에 그 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구금할 수 있고 출국정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다.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 상태에서의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출입국당국은 여성들의 동의 없이 가해자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업주
를 칸막이도 없는 폐쇄된 방에서 면회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출입국관리공무원이든, 근로감독관이든, 수사기관이든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를 식별
하지 못하고 방치하며 심지어는 2차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서 인신매매자에게 다시 데려다 준
다.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대응의 실패, 즉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피해자를 식별해
서 보호하지 못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이행할
법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여성가족부는 마지못해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인신매매
특별법 초안을 작성을 하였고, 위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서명을 한 지 20년 만에 이수진 의원
이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초안을 받아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이수진 의원안이라고 함)이라는 이름의 인신매매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수진 의원안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인신매매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 일해 온 시민사회단체
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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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진 의원안의 문제점
바람직한 인신매매특별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현장에서 지난 20년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전형적으로 발생해온 인신매매에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그 범죄자가 인신매매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자는 식별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충실한 이행 법률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난 20년 동
안 위 의정서를 이행하면서 진화시켜 온 인신매매 대응과 관련한 외국의 법과 제도를 반영해
야 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안은 위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수진 의원안이 가
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처벌 조항의 부재이지만 논의의 흐름을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부터 이야기 하려고 한다.
4.1. 인신매매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
4.1.1. 착취의 유형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은 형법 제289조와 비교해 볼 때 인신매매의 정의를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정의와 비슷할 정도로 넓힌 것이 사실이다. 착취의 목적으로 위법한 수단을 사
용해서 그리고 모집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신매매로 정의하면서 목적-수단-행위의 구조를
수용하였다. 또한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의 목적으로
모집 등의 행위를 하면 인신매매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 범
죄 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법률안 제2조 제1호, 제4조).
법률안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ᆞ
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 사 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ᆞ
청소년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ᆞ
착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방법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ᆞ
착취로 간주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ᆞ
감금, 약취ᆞ
유인ᆞ
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ᆞ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로 약속하는 행위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1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규정된 방법 중 어 느 하나가 사용된
때에는 인신매매ᆞ
착취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ᆞ
착취를 한
자의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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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착취의 목적과 관련해서 성매매라고 하지 않고 성매매 착취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이
다. 물론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가 ‘성매매의 착취’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위 의정서가 채택될 당시 성매매가 합법화된 많은 나라에서 소위 성노동자의 행위자
성을 강조하면서 성매매 자체는 착취가 아니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서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289조 제3항도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수진 의원안이 착취의 유형과 관련해서 ‘성매매 목
적’이라고 하지 않고 ‘성매매 착취 목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형법과 성매매처벌법보다 후퇴한
것이다. ‘성매매 착취 목적’은 ‘성매매 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
한다.
4.1.2. 위법한 수단과 관련해서
수단과 관련해서 기만을 위계라고 바꾼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유엔 인신매
매 의정서 상의 ‘취약한 지위’라는 표현을 ‘궁박한 상태’라고 바꾼 것이다. 여기서 ‘궁박’이라
는 것은 법원이 일관되게 ‘급박한 곤궁’으로 해석해 온 상당히 엄격한 개념이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
도1246 판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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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
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으로 판단하여야하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앞에서 소개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사례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취약성 때문에 착취의 굴레에 쉽게 유입이 되고 한번 유입
이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 운송선으로 바꾸어 타고 통영항으로 들어온 인도네
시아 선원이 지난주에 연락을 해왔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싶지만 출입국당국
이 하선을 불허하여 한 달 가까이 타고 온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단다. 필자는 일단 하
선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긴급상륙허가신청을 신청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선원은 그렇게 되면 한국 원양 선사에 밉보여 앞으로 고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다. 노동 조건이 얼마나 좋아서 그럴까 해서 월급 액수를 물으니 한 달에 약
35만원이라고 했다. 고민을 하더니 그는 결국 아픈 몸으로 나머지 계약기간을 채우기로
했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착취를 당하지만 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몹
시 가난하고 그래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말 못하고 도움
을 구할 곳을 찾기 힘든 이주민이고 여성이라는 취약성도 있지만 본국에 부양할 가족이 많은
가난한 싱글맘인 경우가 많았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노숙자이거나 지적 장애라
는 취약한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취약한 지위‘를 단순히 ’궁박한 상태‘로 바꾼 경우에는 위
와 같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사례를 포섭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와 이수진 의원 측은 ‘궁박한 상태’와는 달리 ‘취약한 지위’는 기존 법률에서 찾아
보기 힘든 표현이라고 한다. 만일 ‘취약한 지위’라는 것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궁박한 상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1.에서 소개한 전형적인 인신매매 사례를 염두에
두고 ‘궁박한 상태’에 관한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다. 즉 일정한 행위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
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
앞에서 형법 제289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이 된 단 1건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피고
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C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
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허위의 선불금 채권 800만원을 만들어
낸 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성매매 업소 업주인 피고
인 B에게 넘기고, B는 C는 넘겨받은 대가로 A에게 위 선불금 채무액을 송금한 사례였다.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엄격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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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피고인이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매
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선불급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
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에는 실력적 지배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
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
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
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
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
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
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따라서 인신매매를 정의할 때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따라 ‘취약한 지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궁박한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면 ‘궁박한 상태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주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시민사회 법률안 제2조(정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로 본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항공권 등이 압수되거나 대리 발급된
후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2. 신원보증 철회, 출입국위반사실의 통지 등으로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게 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의 발부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3. 수수료·선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나 이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
하는 행위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5.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장기간 같은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태
를 이용하는 행위
6. 그밖에 피해자의 신분과 재산상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궁박한 상태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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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처벌 조항의 부재
이수진 의원안의 가장 큰 흠결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는 하나의
인신매매 정의를 가지고 예방도 하고 범죄 처벌도하고 피해자 보호도 하고 국제협력도 한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상자가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가 정의한 인신매매이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위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은 인신매매 정의(법률안 제2조 제1호)를 가지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하겠지
만 범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초록색 상자가 법률안이 정의한 인신매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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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처벌

(prosecution),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국제협력(partnership)의 4P 모두에 관
하여 행정부와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도 위 의정서를 이행해야한다. 따라서 처벌 조항을 두
지 않은 이수진 의원안은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4.2.1. 유사(類似) 인신매매 규정의 무력함
“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
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를 신설하면서 개정 이유로 형법 제289조 등이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
정서 이행입법임을 밝혔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법 제289조는 인신매매를 제대로 정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를 전혀 처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인신매매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반영해서 인신매매를 새
롭게 정의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정의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안은 형법 제289조의 한계 때문에 인신매매를 재정의 하면서도
그렇게 정의한 인신매매 범죄 처벌 조항은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 측은 법률안 제2조 제2호에 나열된 형법과 특별 형법 규정을 가지고
법률안 제2조 제1호의 인신매매 범죄를 모두 처벌할 수 있으니 법률안에서 인신매매 범죄 처
벌 조항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관련된 문제는 처벌 조
항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 판단”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에 흩어져 있는 유사(類似) 인신매매 규정들을 법률
안 제2조 제2호에 모아놓고 그 규정들이 금지하는 행위를 인신매매 범죄라고 부르고 있다.
*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 상자는 형법 제289조의
인신매매를, 노란 상자는 법률안 제2조 제2호의
유사 인신매매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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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2조
2. "인신매매ᆞ
착취범죄"란 인신매매ᆞ
착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 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ᆞ
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ᆞ
치 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ᆞ
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 조(미수범)의 죄(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미수범은 이 법에서
제외한다.)
다.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ᆞ
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7조제1호, 제7호부터 제10호까
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 2항제2호의 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의 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법률안 제2조 제2호가 나열한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 규정을 필자가 유사(pseudo) 인신매매
규정라고 부른 이유는 그 규정들이 금지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러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과연 이 유사 인
신매매 규정이 그동안 얼마나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해 왔는지, 노동착취 인신매매 범죄 처벌
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유사 인신매매 규정 중에서 비장애인 성인에 대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적용 가능한 것
은 형법 제288조(약취·유인), 제289조(인신매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
수·은닉 등), 근로기준법 제107조(강제근로의 금지), 선원법 제167조 제3호(강제근로의 금지)
뿐이다.
이수진 의원 측은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 판단이 문제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가볍게라도 양형
판단을 할 수 있게 위 규정을 적용해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선
원법 제167조 제3호(강제근로의 금지)와 형법 제292조 제2항(약취·유인·매매 목적 모집, 운송,
전달)와 형법 제289조 중 노동력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예도 하나도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형법 제292조 제1항
(피유인자 수수)으로 처벌된 사건이 4건, 근로기준법 제107조(제7조 위반의 강제근로 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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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된 사건이 3건 있을 뿐이다. 가장 많이 적용된 형법 제288조(약취·유인) 역시 노동력착취
목적 약취를 처벌한 경우는 하나도 없고, 노동력착취 목적 유인으로 처벌된 사건만 13건 있을
뿐이다.
유사 인신매매 규정들
형법 제289조
형법 제288조 노동력착취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88조 노동력착취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7조(제7조)
선원법 제167조 제3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처벌 건수
0
0
13
4
0
3
0

이런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때에는 인신매매 범죄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가? 새로운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유사 인신매매 규정들을
모아 법률안 제2조 제2호에서 유사 인신매매 규정들이 금지하는 행위를 인신매매 범죄라고
부른다 한들 인신매매 범죄가 더 많이 처벌될 리 만무하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유사 인신매매 규정을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유
사 인신매매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심지어는 법률안
제2조 제1호의 인신매매와 다르다는 점이다.
4.2.2. 유사(類似) 인신매매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인신매매와 다름
앞에서 살펴본 비장애인 성인에 대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와 관련된 유사 인신매매 규정인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근로기준법 제107조(제7조),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중 그
어느 것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는 물론이거니와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
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1호의 인신매매 정의와 부합하는 것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07조(강제근로 금지)와 선원법 제167조 제3호(강제근로 금지)가 벌하려고 하는
행위는 “모집, 운송, 인계, 은닉, 인수 행위”가 아니라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289조(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력적인 지배의 이전’에 더
해 ‘대가의 수수’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289조가 벌하려고 하는 행위 역시 ‘모집, 운송, 인계,
은닉, 인수 행위’가 아니라 ‘인계(매매) 행위’에 국한 된다.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자신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
배하에 두는 것이고, 유인은 기만이나 유혹으로 피해자를 자신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이므로, 역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는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인 지배’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가의 수수를 요구하지 않고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 성립에 장애
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쉽게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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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
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
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
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판결)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있는 의사
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
적 ·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게다가 형법 제288조가 벌하려고 하는 행위 역시 ‘범인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서 ‘모집, 운송, 인계, 은닉, 인수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며, 위법한 수단
역시 ‘기만, 유혹, 폭행, 협박’에 그치고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만, 유혹,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권력의 남용이나 피해
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범인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
배하에 옮기는 경우에는 제288조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역시 제288조와 제289조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두 조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범죄에 관해서이
다.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제3조 다호와 라호에 따르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는 인신매매 성립에 있어서 수단이 필요 없다. 노동착취 등의 목적으로 모집, 운송, 인계, 은
닉, 인수 행위를 하면 인신매매가 되는 것이다.
목적
노동착취

행위
모집, 운송, 은닉,

등의

인계, 인수하는

목적으로

행위

따라서 앞에서 비장애인 성인에 대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 가능한 유사 인신
매매 규정인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근로기준법 제107조, 선원법 제167조 제3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두 위법한 수단(기만, 유혹, 폭행, 협박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노동착취 목적으로 아동을 단순히 모집, 운송,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그렇다면 법률안 제2조 제2호의 유사(類似)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규정 중 비장애인 아동에
게만 적용되는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청소년보호법 제55조
부터 제57조(청소년유해행위금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어떠한가? 이 규정들로 노동착
취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무런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모집, 운송, 은
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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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55호조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이 벌하려는 것은 각종 청소년유해행위이
거나 그 유해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이지 ‘모집, 운송,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가 아니
다. 형법 제287조는 폭행, 협박, 기만, 유혹 등의 수단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역시 적용이 안
된다. 형법 제274조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16세 미만의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지 않는 아동
이나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지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 안 된다. 또한 인도가 아니라 모집, 운송, 은닉, 인수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274조는 역시
적용이 안 된다. 게다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목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노
동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의 인도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27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법률안 제2조 제2호가 나열하고 있는 유사 인신매매 규정은 현실에 있어서 인신매
매 범죄 처벌에 무력했고, 개념적으로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또는 법률안 제
2조 제1호의 인신매매와 다르다는 것을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으나,
이러한 설명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이처럼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관련해 기존의 관련 규범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해석으로 극복
할 수 없다. 이수진 의원측은 처벌과 관련해 이수진 의원안은 사각지대가 없다고 했으나 반대
로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인신매매 범죄가 처벌을 면하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 미국무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신매매 보고서 중에는 형법 제289조와 제
288조와 제292조에 대한 평가 부분, 특히 형법 제288조와 제292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와는 어긋나게, 형법 제289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의 정의
를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요소로서 강요, 사기 또
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
인 등)와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289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2021년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한다.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와는 어긋나게, 형법 제289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의 정의
를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 요소로서 강요, 사기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형법 제289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
력적 지배의 이전’과 ‘대가의 수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형법 제289조로 처벌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범죄는 하나도 없으며 성매매 목적 인신
매매 범죄는 단 한 건만이 처벌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와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289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제288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필요하며, 범죄

- 45 -

의 필수 요소로서 ‘폭행, 협박, 기만, 유혹’만을 포함시키고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
의 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처벌하려는 행위 역시 ‘피해자를 자신이나 제3자의 실력
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국한하여 ‘모집, 운송, 인계, 인수, 인계 행위’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제292조 제1항은 제288조와 제289조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제292조
제2항은 제288조와 제289조를 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제
288조와 제289조의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292조
제2항으로 처벌된 사건은 없고, 제1항으로 처벌된 사건은 4건 뿐이다.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부합하는 형법이나 특별 형법의 규정은 없다.
“업주가 처벌되는 것이 제가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노동착취와 성착취 인신매매를 당한 필리핀 여성들이 업주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청해오자 거
절하면서 한 말이다. 처벌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필요 없다. 인신매매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인신매매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독한 조롱이다.
4.2.3. 인신매매 범죄 처벌 규정을 두는 방법
형법을 개정하이나 인신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현 단계에서 법률안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근거 규범을 만드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법률안에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다.
예방과 보호 규범과 처벌 규범이 대개 따로 만들어지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과 같이 예방, 보호, 처벌이 함께 규정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예방, 보호, 처벌이 함
께 규정된 법안이었다.
법률안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 조항으로 삽입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범
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장 아래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형법 제289조(인신매
매)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조항도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
시민사회 법률안 제56조(벌칙) ①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로의 이송 또는 국내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3항의 인신매매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벌한다.
1. 인신매매된 자를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인신매매를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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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인신매매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경우
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민사회 법률안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ᆞ범죄의 처벌, 수사 및 재판
절차, 피해자의 보호ᆞ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
된 범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중하게 처벌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다
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중하게 보호·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3. 인신매매·착취라는 용어 사용
Human Trafficking이라는 용어는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ILO 협약은 물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 인권 규약에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human trafficking은 유엔 인권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조
약 기구의 일반 논평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는 최종 견해에서도 볼 수 있다.
4.3.1. 이제까지 human trafficking은 인신매매로 번역해 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든 문서에서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2013년 형법 개정 이유에서도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라고 번역하면서 형법 제
289조가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 법률이라고 하였고, 국회가 2015년 유엔 팔레르모 의
정서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할 때에도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로 옮겨서 유엔 ‘인신매
매’방지 의정서라고 하면서 비준을 동의하였다. 심지어 이수진 의원안 제안이유에서도
human trafficking을 아래와 같이 인신매매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일부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5
년에는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ᆞ
억제ᆞ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음.
그러나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의정서 등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 (買賣)'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으
며,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
해 자 조기 발견ᆞ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human trafficking를 인신매매로 옮겨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의 이행법률을 자처하는 이수진 의원안 본문에서는 human trafficking
을 인신매매·착취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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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ᆞ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ᆞ
·착취범죄를 예방하고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를 보호ᆞ
·지원함으
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ᆞ
·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
출 등의 착취 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 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아동ᆞ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ᆞ
청소년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ᆞ
·착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방법 중 어떠
한 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ᆞ
착취로 간주한다.

4.3.2.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착취로 번역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킴
법률안이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착취로 바꿔 사용하는 의도를 최대한 선해(善解)한
다면 인신매매의 사전적인 정의(“사람의 몸을 팔고 대가의 받는다”)가 국제법에서 말하는
human trafficking과 다르고 형법 제289조도 인신매매를 국제법상 human trafficking과 다
르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제3조 또는 법률안 제2조 제1호가 넓
게 정의하는 human trafficking을 법률안에 받아들이면서 ‘인신매매’라는 단어가 아닌
human trafficking개념에 더 근접한 제3의 용어를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3의 용어라고 하는 “인신매매·착취”에는 인신매매라는 말이 여전히 들어가 있어
기존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은 불식될 수 없다. 오히려 인신매매 피해자, 인신매매 범죄 피해
자,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인신매매·착취 범죄 피해자가 모두 다 다른 말이 되어 혼란이 가중
될 뿐이다. 사실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말은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라는 뜻이다. 인신매매가 민
법상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보편적 관할관(universal jurisdiction)을 가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안에 의할 때 ‘인신매매 피해자’나 ‘인
신매매 범죄 피해자’는 형법 제289조가 규정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되고,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는 법률안 제2조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의 피해자가 되고, ‘인신매매·착취범죄 피해자’
는 법률안 제2조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다.
개념적으로도

human

trafficking에는

착취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착취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부점은 ‘그리고and’로도 ‘또
는or’로도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로 해석하는 경우, human trafficking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착취의 목적으로 충분한데, 실제로 착취가 발생했어야 human trafficking이 성립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부적절하다. ‘또는’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착취만 있어도 Human
Trafficking이 된다는 말이어서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착취’가 아니라 ‘인신매매 등’이라고 부르자는 제
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신매매 등’이라고 해도 ‘인신매매’가 말이 들어가는 이상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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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신매매’ 개념을 둘러싼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인신매매 등 피해자,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가 역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 가중된
혼란은 사라지지 않는다.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라고 옮긴 것이 최상의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른 대
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신매매’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의를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넓히는 것이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3.3. human trafficking은 대안적인 용어가 없다면 ‘인신매매‘라고 불러야 함
비교법적으로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대한 이행 입법을 제정하면서 human trafficking을
영국과 같이 ‘근대적 형태의 노예제(Modern Slavery)’라고 한 곳은 있어도 ‘인신매매·착취’라
고 한 예가 없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위 의정서 이행 입법으로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Act>4)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Human Trafficking과 Exploitation을 모두 규제
하기 위한 것이지 인신매매를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라고 바꿔 부른 것은 아
니다.
형법 제289조가 human trafficking을 좁게(정확히 말하자면 왜곡해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법률안은 human trafficking의 의미를 넓히면서 “인신매매·착취”라고 불렀다고 하나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개념상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서 형법 제289조에서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
벌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형법 제289조를 상수로
놓고5) 인신매매특별법에서 human trafficking을 “인신매매·착취”라고 바꾸어 쓸 것이 아니
라 형법 제289조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4.4. 피해자 식별 및 확인 절차의 부재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가 법집행 공무원들에 의해 식별되지 못한 채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었
던 사례에 대해서는 3.2.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피해자 식별은 보호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식별에 실패를 하는 순간 아무리 정교한 보호 제도
가 있어도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지만 법률안에서는 피해자 식별에 관해서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법률안 중에 식별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
자 식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그것을 고시하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제14조 제1항 뿐
이다.

4) 이수진 의원안에 따를 때 이 법은 <인신매매·착취와 착취 법률>이 된다.
5) 법률안대로라면 형법 제289조는 협의의 human trafficking이므로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그대로 둔 채, 국제 문서에 나오는 넓은 의미의 human trafficking은 이제부터 모두 ‘인
신매매·착취’라고 바꿔야 한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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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14조(인신매매·ᆞ
착취피해자 식별 지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신매매ᆞ
·착취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
시하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신
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이미 2016년 관계 부처에 그 활용을 권고한 바 있
다.6)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실제로 식별되어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표를 만들어
고시하고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출입국당국의 공무원이나 (선원)근로감독관이나 해경을 포함한 수사기관 등 법집행
공무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
는데, 법률안에서는 인신매매를 지원하는 민간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만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안 제21조(신고의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
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ᆞ
착취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ᆞ
·착취피해자지원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
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 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수용시설
7.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ᆞ
재활센터
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피해자로 식별을 받아도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장애인 성인 인신매매 피
해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로부터 확인서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여성가
족부 장관의 확인에 관해서 아무런 상세 규정도 없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6)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4223&filename=
14706140963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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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ᆞ
·착취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
신매매·ᆞ
착취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ᆞ
·지원을 받는다.
3. 인신매매ᆞ
·착취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해자가 식별되기 위해서는 법집행공무원에게 피해자 식별 의무를 부과하고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에 통보하도
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식별 의무와 법집행 공무원의 통보 의무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피해자 확인
을 연결시켜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식별 의무가 있는 법집행 공무원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통보를 하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피해자 확인을 청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 절차의 상세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담아야 하고, 피해자로 확인 받기 전에 긴급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피해자 확인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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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법률안 제19조(통보의무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할 때 제16조의 지표를 활용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사실이나 인신매매 피해
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
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수사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1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을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제20조(피해자 확인) ◯

피해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8조에 따른 신고와 제19조에 따른 통보는 피해자 확인 신청으로 본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지체 없
◯

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피해자 확인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피
해자 확인 청구는 해당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피해자 확인을 청구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피해자 확인 결정을 완료하고 이유를 부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을 때로
◯

부터 5일 이내에 임시적인 피해자 확인 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임시적인 피해자 확인 결정은 해당 인신매매 피해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이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제5항에 따른 임
◯

시적인 확인 판단이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으로 본다.
⓻ 제5항에 따라 임시적인 피해자로 확인이 된 사람은 이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제3항에 따른 확인 판단이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으로 본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성가족부장관과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피해자 식별에 필
제21조(자료요청 등) ◯

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자나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와 통
보자, 관련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사건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사건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당
사자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과 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식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사건에
◯

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을 관련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4.5. 이주민 피해자 보호 규정의 미흡
앞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약한 이주민이다. 따라서 법률안에 인
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아무리 잘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주민인 인신매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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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체류가 보장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주민 피해자가 강제퇴거 되었거나 외국인보호소
에 구금이 된 상태이거나 대한민국에 있기는 하지만 체류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보호 규정은
무의미해진다.
4.5.1. 법률안은 <성매매특별법> 특례 규정을 보완했어야 하나 더 후퇴함
기존 법률 중에도 이주민인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와 관련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있었다.
<성매매특별법> 제11조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례 조항이 있었어도 이주민인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은 체류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호를 못 받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이
주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고 강제퇴거를 당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제기 할 때까지만 “출입국관리
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과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에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2항에 따라 강제
퇴거명령이 집행되거나 보호가 계속 될 수 있었다. 또한 공소 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
은 강제퇴거명령 집행만 금하고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가능했고 그에 따
라 (원칙적으로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구금이 가능했다. 게다가 강제퇴
거명령과 체류자격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을 받거나 유지할 수 없었다.
성매매처벌법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
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
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
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
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
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률안이 이주민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성매매특별법> 제11
조가 가진 기존의 한계를 보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안과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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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다음 3가지 점에서 <성매매특별법> 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5(인신매매ᆞ
·착취 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ᆞ
·
ᆞ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 ᆞ
착취 피해를 이유로 법원의 재
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2조(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ᆞ
외국인관 서에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이하 "체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
다.
4. 인신매매ᆞ
착취 피해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5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및 「인신매
매ᆞ
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제62조의2(강제퇴거집행 유예 등) 지방출입국ᆞ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
까지에 따른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 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강제퇴거집행 유예 또는 보호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
첫째는 이수진 의원안의 특징은 이주민 피해자 보호 특례를 직접 정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907)>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주민의 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일괄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이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국 통제의 이념이
아니라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매매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범죄를 신고
하거나 그 피해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 추가적인 판단 없이 체류와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제2항 역시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출입국당국은 이주민 피해자에게 체류와 관련된 보
호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42조에서는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두어
서 이주민 피해자는 이수진 의원안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
거나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체류와 관련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성매매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공소제기 전까지 또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

까지이기는 하지만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출입국 당국이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었다. 반면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실체적인 보호로 체
류자격 연장, 강제퇴거 집행유예, 보호일시해제만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출입국당국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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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고 있다.
4.5.2. 이주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의 개정 방향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범죄 처벌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신매매 피해자는 보호하겠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법률안이
규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주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경우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사 없이도 여성가족부
장관의 피해자 확인으로 체류와 관련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을 한 이상 체류와 관련된 보호는 출입국당국
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되며7),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체류자격 연장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어떻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규
정도 있어야 한다.
결국 이주민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간 동
안 강제퇴거 되지 않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체류자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기간이란 피해자가 단순히 수사나 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실현하는 기간일 필요는 없고, 수사나 재판과 관련 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회복에 필요한 기간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이주민이 반복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때문이므
로 미국 등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것과 같이, 국
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난민법> 제2조 제
3호와 같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시민사회 법률안 제47조(차별금지) ① 외국인 피해자는 제3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제4장에서 정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에 있
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피해자가 차별 없이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8조(강제퇴거 유예 등)
① 지방출입국ᆞ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0조 제5항에 따른 임시적인 피해자 확인을 받은 외국
인에 대해 강제퇴거집행 유예하고 보호 일시해제를 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ᆞ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0조 제4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과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내려서
는 아니 된다.
③ 이미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내려진 제20조 제4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을 받은 외
7) 여성가족부 장관이 확인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이주민에게 임
시적인 피해자 확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체류와 관련해서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을 인정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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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에 대해 지방출입국ᆞ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과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임시적인 피해자 확인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 관할 출
입국·외국인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제1항의 적용을 요청해야 한
다.
⑤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제2항 및 제3조의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9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출입국·외국인관리공무
원은 외국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본 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피해
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신매매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
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한 후에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
적·경제적 피해의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의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또는 귀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료 된 후 외국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외국인 피
해자에게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기간 도과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인신매매 범죄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⓺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체류자격 부여 및 불이익 부과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4.6. 기업의 인신매매 연루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대한민국은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 된 지 20년이 지난 뒤에 인신매매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 다른 나라에서 위 의정서를 이행하면서 진화시킨
법과 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진화된 법과 제도 중에는 기업이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공급망에서 인신매매
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인신매매에 어떻게 대응
해 왔는지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영국의 Modern Slavery Act(2015), 프랑스의 Duty of Vigilance Law(2017), 호주의
Modern Slavery Act(2018), 미국의 California Transparency Supply Chain Act (2012)와
Dodd-Frank Act(2013)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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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의 시민사회 법률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매
년 “법인의 사업과 공급망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등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를 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대표의 서명을 받아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
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도록 하
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법률안 제51조(법인의 인신매매 보고서 제출 의무) ①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보고서제출 대
상법인)은 각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회계연도에 대한민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
회계연도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
②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제1항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2.법인의 구조, 사업 및 공급망
3.인신매매 대응과 관련한 법인의 정책
4.법인의 사업과 공급망 중에서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부분과 그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
5.법인의 사업과 공급망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6.법인이 임직원에게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한 교육의 내용
7.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
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인신매매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제52조(인신매매 보고서의 공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고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
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수정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유를 보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제출 대상
법인이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⓺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가 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재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⓻ 여성가족부장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150일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제출한 인신매매 보고서
2.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제출 대상법인명과 그 법인등록번호
3. 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
와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
4.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렇게 판단한 이유
5.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가 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그렇게 판단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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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진 의원 측은 정부 부처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목소리를 들어야
과거 이정희, 김춘진, 남윤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인신매매 특별법안과 이수진 의원안의 차이
는 그 내용에도 있지만 과거의 법률안은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나온 반면 이수진 의원안
은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여성가족부가 만든 초안을 받아서 발의한 것이어서 그 법안 발의 과
정이 다르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인신매매특별법안 초안은 필자가 아는 것만 네 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는 괜찮은 것도 있었지만 관련 정부 기관에 회람이 되면 될 수록 누더기가 되어서 나
왔다. 그런 식으로 초안이 더 이상 해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수진 의원이 받아서
대표발의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의 된 이수진 의원안에 대해 그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사회단체 활
동가들이 오마이뉴스에 처벌 규정의 부재를 중심으로 5회에 걸쳐서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는
데,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자
료를 첨부해가면서 반론 기사를 게재했고, 2021년 2월 26일자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 법체
계 고려한 피해자 보호 법안’이라는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관계 기관들이라고 부르는
관련 정부 기관의 판단에 의존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우려를 비판을 했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그리
고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이미 존재한다. 현재로서 법조항 상의 처벌 공백
은 없다는 것이 관계 기관들의 일관된 판단이다”
그런데 누가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는커녕 식별조차 하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입
히고 심지어는 가해자에게 돌려보냈는가? 그 ‘관계 기관들’이다.
과거에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하면서 누가 위 의정서의 이행 법률은 당시 신설한 형법
제289조로 충분하다고 했는가? 위 의정서의 이행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할 때 누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 있으니 보호와 관련한 특별법
은 필요 없다고 했는가? 바로 ‘그 관계 기관들’이다.
나아가 한국어선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이주어선원들은 하루 20시간씩 일하면서 낮고 차별
적인 임금을 받는 등의 착취를 당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해당 조항에 노동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해수부장관이 매년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고시하
고 이주 선원의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노조와 선주들의 합의로 알아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관계 기관’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어선원들은 고액의 이탈보증금을 내고, 여권을 압수당하고, 구금되기 때문에 착취를 당해
도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관계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송
출입 과정을 사적 시장에 완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이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여권을 보
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이고, 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이라는 구금시설이 운영되도록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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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에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한 이주어선원을 선주가 어선뿐 아
니라 육지에 있는 어장막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한다. 그 이유는 ‘관계 기관’인 출입국당국이
선주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형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원래 체류자
격외 활동허가는 이주민이 신청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출입국당국이 선주가 신청을 해도
이주어선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기 때문이다.
어장막에서의 노동은 선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주는 이주어선원에
게 초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나 어장막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다. 왜 그럴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 어장막에서 일하는 어선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서도 ‘관계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필리핀 여성들은 공연기획사에 속아서 E-6비자로 한국에 와서는 외국인 전용
유흥 업소에 파견되어 구걸과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그 이유는 ‘관계 기관’인 문화관광부가 영
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공연기획사에게 E-6비자 발급의 조건인 ‘외국인 국내 공연 추
천’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걸과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필리핀 여성들 중에는 업주에게 여권을 압수당할 뿐 아니
라 외국인등록증 자체를 만져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럴까? ‘관계 기관’인 출입국당
국은 최근까지 공연기획사에게 외국인등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업주가 필리핀 여성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고 있다는 알아도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자신들의 취약성 때문에 억울하고,
인신매매 범죄에 희생이 되어서 억울하다. 게다가 보호를 해야 할 한국의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자신들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해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법률안은 관련 정부 기관들의 입장에 철
저하게 의존해서 만들어졌다.
현장에서 인신매매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관계 기관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관계 기관들을 견제하면서 억울해 죽을 지경에 처한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그들을 옹호해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 측은 인신매매와 싸워야
할 때에 시민사회와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6. 나가며
이수진 의원안은 인신매매 범죄 처벌 조항이 없어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 법률이라
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수진 의원안과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확인 절차가 없고, 이주민 피해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 59 -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전형적으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는 여전히 처벌이 안 될 것이고, 피
해자의 대부분인 이주민은 계속해서 식별이 되지 못하고 보호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수진 의원안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인신매매 연루를 막기
위해 각국의 인신매매 특별법이 진화해 온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차라리 이번에는 제정되지 않는 편
이 낫다. 힘들게 기다려야 하겠지만 분명히 인신매매 피해자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기존의 유
사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가지고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들이 곧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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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인신매매 범죄 처벌의 측면에서

최민영(형사정책연구원)

이번 국회에 새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안을 검토하였을 때 드는 의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법으로 인신매매 행위가 처벌가능하다면, 왜 새로운 개념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
(이른바, 인신매매착취범죄)을 제정하여 인신매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가?”
우선, 기존 법률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은 지양되
어야 한다. 무분별한 특별법의 양산은 기존의 형사법 체계에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시켜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
별법을 제정코자 한다면,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상징적 입법의 혐의를 지우기는
어렵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 쟁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재차 제기하게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신매매 행위가 기존 법률들을 통하여 정말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이
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와는 별개의 쟁점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인신매매착취범죄의 구성요건표지들이 유엔의 인신매매방지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행위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발표자의 발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는 우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인신매매와는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추측컨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다소나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발의된 법률
안은 인신매매 정의를 형법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단순히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
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의된 법률안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의 정의규정과 유
사하게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목적+수단+행위”의 3요소로 구성된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인신매매를 “인신매매착취”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있는지는 명확
치 않다. 우리 형법과 발의된 특별법안 모두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행입법의 연장선이라
면, “인신매매” 자체에 “착취”의 개념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착취라는 용어를 덧
붙인 것은 동어반복으로, 우리 특별법안이 유엔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는 다른 인신매매 개
념을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와 발표자가 제기한 법률안 정의규정의 여러 보완사항을 차지하고, 법률
안이 제시한 인신매매 개념정의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 개념보다 그 외연의
폭이 더 크다. 따라서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법률안에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피해자만 존재하고,
가해자는 없는 모순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과연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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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결국 종국에는 법률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도 어렵게 되지 않을까? 물론,
무분별한 특별법의 양산을 지양하고, 형법과 특별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신매매 개념의 상이
성을 고려하여 형법의 인신매매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좋
은 방안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다른 특별법들처럼, 인신매매특별법에서 피해자보
호에 중점을 둘 수 있다. 덧붙여서, 발의된 법률안이 인신매매 개념정의에 따라 인신매매 피
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이다. 이것은 다른 발표자 분
과 토론자 분들이 상세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제2조 제1호에서 인신매매착취를 정의하고, 이어서 제2호에서
기존 법률에 존재한다고 하는 인신매매착취범죄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특별법안이 인신매매
방지의정서상의 “인신매매” 정의와 다른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규정은 문
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 제1호에서 인신매매(착취)를 새로이 개념정의하고 있으면서, 이 개념
에 기존의 범죄행위 유형들을 포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우
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대신, 인신매매(착취) 행위에 기존 범죄행위들이 들어옴으
로서 결국 인신매매는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행위유형을 포섭시킬 수 없는 상징적
개념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크다. 이외에 법률안 자체만을 보더라도, 제1호의 정의와 제2호의
범죄유형들은 동일시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안이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서 제정되는 것이라면, 이
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전제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법안에 신설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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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및 보호의 측면에서

김태정(두레방)

두레방은 국내 성착취 피해 입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다. 피해 이주여성 사례
로는 대부분 E-6-2비자 소지자와 사증면제 소지자이다. E-6-2비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공
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요·연주자·곡예·마술사 등)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90년
중순부터 미군기지 주변 클럽에서 E-6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어왔고 현
재는 미군기지 주변 클럽 뿐만아니라 일반 유흥업소에서도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E-6-2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가족을 부양해야하고 싱글맘
으로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은 현지 기획사에서 한국에서
가수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후 현지 기획사에서 영상등급
위원회에서 VTR를 통과를 위해 연습을 한다. 통과 후엔 한국대사관에 가서 간단한 오디션 후
비자를 받는다. 이 과정 안에는 한국정부가 일부 연관되어 있어 여성들 자신이 한국에서 인신
매매 당할 것이라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도착한 한국에서 여성들은 취업사기라는 것을 알
게 된다. 공연을 해본적이 없고 클럽에 오는 남성들에게 주스 구걸 하는 것과 성매매 강요를
당한다.
두레방에서 활동하면서 이주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어왔다. 언어적으로 취약했던 여성들은 한국에 관한 정보를 업주 즉 가해자들에게 받는다. 대
부분이 협박성의 정보로 클럽을 이탈한다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면 여성 본인이 처벌 받는 다
는 내용과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하고 친하다는 등 대부분 거짓 정보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정보는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결국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 하지 못하게 된
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자발, 비자발을 구분되어 정
작 여성이 받은 피해는 조사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현장에서 단속 된
여성은 피해 사실이 조사 하지 않고 자발·비자발, 등록·미등록자로 구분하여 출입국으로 인계
된다. 2016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만든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에 관하여 수사관에서 설명하
지만 내부의 규정을 따른다며 인신매매피해 사실은 조사 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인신매매관련 법안을 만든다는 것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금도 지원
하는 사례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는 사
례가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관련 법안은 적어도 자발,비자발로 판단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조사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수진의원의 대표 발의 된 이 법
안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구조의 법안으로 실망감이 아주 컸다. 특히나 이 법안에
처벌조항이나 처벌법이 없다는 것은 인신매매현장이 계속 유지 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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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의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 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UN 인신매매 의정서에서 인신매매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기, 기만” 부분이 이번 이수진의원
법안에서는 빠져있다. ‘위계’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위계’는 ‘사기’나 ‘기만’를 포함하는 용어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E-6비자소지 이주여성들은 가수로 일할 것을 알고 온다.
그러나 사실은 취업 사기와 기만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성착취 피해를 받았다. 이는 곧
이수진의원 법안에서는 취업사기로 피해받은 E-6-2비자 소지 이주여성 또는 사기, 기만으로
인신매매된 사례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빈약한 내용의 외국인피해자 특례 조항이 있다. 그저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체
류와 관련해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수사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
일 경우 체류기간 연장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강제퇴거집행유예나 보호일시해제 허가에 대한
내용,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일부 기존 정책보단 고무적인 내용이 보이긴 하지만 이 모든 지원은 수사를 시작했을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 일때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애초에 수사를 진행 하지 않은 인신매매피해이주민
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수사진행 없는 인신매피해이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체류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민 피해자는 선주민과 다르
게 불안정한 체류 때문에 피해 사실을 당국에 알리기 어렵다. 즉 고소·고발하기 어려운 상황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 이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 절차
에 참여에 한정하여 지원 한다는 것은 과연 이 법률안이 인신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법안이라
고 말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 법률안에는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표 활용에 대해서는 “권
고”로만 기재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식별지표 만
들고 수사기관에서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경찰이나 출입국단속 또는 수사현장에서
법집행공무원이 사용한 것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그동안 두레방 내담자들을 포함한 수많
은 E-6-2비자 소지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등록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은 사법기관 또
는 출입국에 단속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해왔
다. 이수진의원 법안은 식별지표가 피해자를 보호와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인다. 하지만 활동의 경험으로 보았을 땐, 과연 처벌조항과 처벌법
없는 상황에서 식별지표 활용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유’ 된 것을 보호와 지원만을 위해 수
사기관, 출입국에서 사용할지 의문이다.
이 법안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처벌조항 또는 처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도 처벌조항이 없어 기존의 [형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조항에 의존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사례를 말하면, 2015년
한 클럽에서 성착취피해를 입은 여성 세 명이 있다. 피해자임에도 그들은 오히려 피의자로 조
사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조사 명목으로 구금이 계속 되었고 안전장치도 없는 공간
에서 가해자들과 면담도 해야 했다. 이때 가해자들은 어느법으로도 처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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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똑같은 클럽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다섯 명의 여성들이 있다. 이 사례 또한 가해자
는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 받지 않았다. 즉 처벌 받지 않은 가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말했을 뿐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기존의 법으로 처벌 되
지 않거나 처벌되어도 경미했다. 그럼에도 인신매매특별법에서 처벌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있
는 법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수진 의원이 반론으로 기고한 2021.2.23자 오마이뉴스에 '반
론 인신매매특별법,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위해 필요하다'에서 이 법안이 인신매매피해자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인
신매매정의부터가 포괄적이지가 않은 데 어떻게 기존의 법이 이 법안을 인용하여 처벌 할 수
있다고 하는 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두레방에서 활동하면서 가까이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만났다. 내가 만난 피해이주여성들은 보
호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의 처벌이라고 말한다. 한 사례를 보면, 피
해가 있음에도 미등록체류자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여성이 있었는데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
지만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들은 처벌은 받았는 지 계속해서 문의 해
왔다. 또 다른 사례는 가해자들이 상당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해도 다 거절하고 피해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처벌이었다. 더불어 다른여성들이 본인과 같은 피해가 더 이상 그 가
해자로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한국정부에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 내담자들에게 희망적으로 말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법안을 보고 그 말을 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
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도 모르는 채 만든 법이
었기 때문이다.
E-6-2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의 피해 사례는 20년 이상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황은 2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탈
보증금 등 여성들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더욱 교묘해진 방법으로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사례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으며 이는 인신매매범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20년 이상 부당하게 재산을 불리며 잘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겨날 것이다. 이 고리의 끝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함께 되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반론한 2021.2.23자 오마이뉴스에 '반론 인신매매특별법, 사각지대 놓인 피해
자 위해 필요하다'에서 ‘UN인신매매방지의정버 비준 한지 6년, 더이상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에
지제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피해
자들의 보호를 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각 부처가 원하는
안으로 서둘러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인신매매특별법은 급하게 대충 만들
어야 하는 법이 아니다. 예방·교육·보호와 함께 처벌 조항이 들어간 꼼꼼하게 만든 법이라야
한다. 각 부처의 목소리가 아닌 현장지원단체에서 보호와 지원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에 제발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현장단체와 피해당사자들은 포괄적 인신매매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언제나 함께 할 준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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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처벌조항 없는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조항의 무용함에 대하여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1)#1.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 업주에 속아 성폭력 피해

A는 태국 국적 여성이다. A는 한국에 가서 마사지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현지 브로
커 B의 말을 믿고, 2016년 7월 26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서 곧바로 고속버스로 광
주광역시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로 보내졌다.
그날 밤 업주 C는 테스트해보겠다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있는 방으로 A를 들여보냈
다. A는 그 남성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 알고 보니 테스트는 성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본다는 의미였다.
A는 태국 현지 브로커 B와 업주 C에게 계속 당장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와 C는 왕
복 비행깃값과 알선비인 선불금 200만 원을 갚기 전까지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며 A의 여
권을 가지고 협박했다.
A의 숙소는 마사지 업소의 한 방이고 업주는 24시간 카운터에서 여성들을 감시했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던 A는 태국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구조요청 글
을 남겼다.
며칠 후 태국 대사관이 움직여 경찰에게 요청, 이 업소가 단속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인 A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의 국
선변호사가 연결되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찰에 이 사건을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관련 모집책, 브로커, 인수·인계받은 모든 연계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
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업주만을 조사하여 성매매 강요 및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만 기소하였고, 모집
책과 브로커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성매매 강요는 물론 업주
를 성매매알선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업주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만 처벌받았다.
1) 자료집은 <오마이뉴스> 기고글로 대체합니다.
기고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2183&CMPT_CD=SE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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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D는 업주 G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2. 피의자가 된 피해자
D는 태국 국적 여성이다. 일자리를 구하던 중 태국 현재 브로커인 E로부터 '한국에서 마사지
를 하면 돈을 번다. 그리고 그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 소개비 한화 200만 원
이 있지만, 이거는 일하면서 나중에 갚으면 되고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D는 E와 그 일당(알선책)에게 소개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약간의 생활비
를 가지고 2018년 6월 15일에 한국에 왔다. D는 도착 직후 E와 그 일당의 지인인 F를 만나
광주로 이동하여 허브샵(퇴폐업소)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D는 허브샵 업주인 G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는다.
"성매매를 하는 거고, 성매매 1회당 4만 원이다. 네가 빚이 있으니 성매매 50회까지 빚으로
충당하게 되고 네 몫은 없다. 50회가 넘으면 그 이후부터 1회당 4만 5천 원 받는다."
D는 업주 G와 브로커 일당인 E와 F에게 "(성매매를) 안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E와 F는 "네가 나한테 줘야 할 소개비가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줄려고 하냐"고 말하였다.
D는 빚을 갚기 위해 꾹 참고 서너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업주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E와 F에게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F는 피해여성 D를 전라남도 광
양시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200만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고 감금, 협박하였다.
피해자 D는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무명의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였고,
이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었다.
그러나 알선자인 E가 감금 협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오히려 피해자 D는 업주 G와 함
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해자 D는 피의자
로 조사를 받았고, 범죄가 인정되나 기소만을 하지 않기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
외 누구도 인신매매로 조사되지 않았다. 다른 모집책 및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D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
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2년이 지난 2020년 9월 29일에야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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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일(인신매매인데 인신매매로 수사되지도 처벌되지 않는 일)은 형법에 도입된 인신매
매조항이 도입된 2013년 이후에 일어났다.
인신매매로 수사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인신매매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인신매매로 수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
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나만 해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을 4차
례 접했다.
인신매매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도 결국 어느 수사기관도 인신매매로 조사하지 않
았고, 단지 업주만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는 규정까지 있지만, 그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태국 여성이 인신매매/성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채, 업소 단속을
당한 다음 피의자로 입건되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을 당했다. 이 경우 인권지원
단체에 연계조차 되지 않으니 현황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목소리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
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업주만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고 모집책, 연결책, 이동책, 피해자 관리책 등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브로커들에 의한 보복 우려로 자
신의 피해를 말할 수조차 없다. 인신매매는 조직범죄인데도 현실에선 조직범죄로 수사되지 않
고 있다.
기존 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아동학대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도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법으로 다 처벌 가능하고 수사도 가능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 범죄 특성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범죄별 특성에
따른 절차적 규정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규정은 처벌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 규정과 별개로 두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적용 안 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하는 주장은, 다른 특
별 형법들 모두 다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장애
인 학대 사건은 일반 형법 규정보다 오히려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특별법들도 모두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인신매매만 처벌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신매매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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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이다. 특별히 취약하다. 이 사람들의 취약성만 특별하
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수진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보호 조항 역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수사기관은 철저히 '법률의 처벌 규정과 죄명으로만 범죄를 인식'하고 업무분장을 하여 특별
법상 그 죄명으로 수사를 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 규정 때문에,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라는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유무죄를 내
린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안은 '인신매매'라는 죄명으로 별도의 처벌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안에는 여러 특별법(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선원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에 흩어져 있는, 인신매매와 관련
있는 법률조항을 끌어모아다가 '인신매매·착취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문제점도
바꿀 수 없는 자족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인신매매죄' 자체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이 없는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바꿀 수 없다. 오
히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수진 의원안이 규정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 규정 자체가 체계에 맞지 않게 되어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여
성가족위원회 검토의견에서 이와 같은 지적이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규정
들이 매우 절실한 것인데도 말이다.
처벌 규정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 빛 좋은 개살구다. 앙꼬 없는 찐빵을 누가
먹는가, 빛만 좋은 개살구를 누가 먹는가? 법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규율할 수 있어야 법이
다. 현실과 괴리된 이론도 의미 없는데, 하물며 현실과 괴리된 법이야말로 의미 없는 종이에
기재된 문자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처벌 규정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은 쓸모가 없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이 될 수도 없
다. 인신매매'처벌'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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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의 측면에서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1. ‘법전에는 존재하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 또 필요한가?
세상엔 두 가지 법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법과 사람을 죽이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살리는 법은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힘을 실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법은 폐지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2021년에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악법’만이 아니다. 그건 바로
있으나 마나 한 법들이다. 법전에는 존재하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 2021년에도 우리는
그 법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
지난 2월 18일(목)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인신매매, 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인신매매특별법이 상정되었다. 오래 전부터 인신매매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던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상정에 대해 환영은커녕 탄생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일까? 이 법안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법전에는 존재할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 측면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2.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이유는?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신안군의 신의도라는 작은 섬에서 60명 넘는
지적장애인들이 10년 넘게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동력착취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5년 이상 노동력착취한 가해자들에 대해
서는 구속수사 원칙이 관철되었지만 아쉽게도 가해자들 대부분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피해장애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혔다는 증언, 파출소로 간신히 도망
쳐도 다시 염전주의 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증언 등 노동력착취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감금’에 이르는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들이 형법상 ‘감금죄’를 적용하여 가해자를 공소제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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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버린 장애인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을 뿐이다”는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 그
당시 지역적 관행이라며 그 변명을 받아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장애인의 의사가
가해자측에 의해 왜곡된 것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양형에 반영하는 등 가해자들의 엄
격한 처벌을 담당해야 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들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검사와 판사만 탓할 수만은 없다. 그 당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명은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준사기죄(사람의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 피해장애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력을 착취시킨 사건이 단순 임금체
불사건으로 처벌되거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왜곡된 건 염전으로 유입된 과정, 오
랜 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범죄’에서 제대로 작동되는가?
이수진 의원은 2021. 2. 24.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반론(신안염전 노예사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이유다)에서 신안염전노예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
행위) 제2의 2(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언급한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은 일단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위 처벌규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범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의 부재로 가해자가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위 처벌규정은 작동되지 않는다.
실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형사판결문 중 피해자가 장애
인인 사건을 분석하여 발표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연구’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제2호의
2(노동강요)로 처벌된 사건은 단 2건이었다. 대부분의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는 위 처벌규정이
작동되지 않았는데, 폭행, 협박, 감금 등을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
라고 분석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발간,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 제134면 내지 제135면]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2015. 12. 5.부터 발효된 UN인신매매 의정서에는 인신매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 75 -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
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또
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
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의할 때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으로 피해장애인들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을 악용하여 염전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
이다. 이 과정에 금전적 대가가 오고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장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로 해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신안군염전노예사건에서 가해자를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으로 처벌시킨 사례는 아주
드물다. 염주들을 형법상 영리유인죄, 소개업자는 형법상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존재했지만 금전적 대가가 오고가지 않고 피해장애인의 동의가 있었던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그 처벌을 대부분 면했다. 신안군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2014년이고
UN인신매매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한 건 2015년이니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정서 효력발생 후 세상에 알려진 축사노예사건, 청주타이어노예사건, 잠실야규장 노예사건,
사찰노예사건 등 수많은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들에서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정서 비준을 위해 2013. 4. 5. 형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들은 인신매매의정사상 ‘인신매매’가 분명한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팀장은 2018년 9월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및 노동력착취정책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2018년 상반기 염전노예사건
과 유사한 장애인노동력착취사건 27건의 사례를 분석하며 이렇게 설명한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45쪽]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인신매매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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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간 ‘매매’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매매
라고 할 만한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간 것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한 경우는 물론, 피유인자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현혹시켜 잘못된 판단을 하도
록 한 경우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유인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히 무시되어 아예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거나 지적장애로 인한 의사결정과 생활에 있어서의 취약성, 가족 등
가까운 사람과의 권력관계로 인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위협이나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짓는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4. 처벌규정 없는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이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수진 의원은 위 오마이뉴스 반론기고를 통해 신안염전노예사건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등 현행 법률상
처벌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사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이수진 의원의 반론처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이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사건 근절이라면 그 사건을 처벌
할 규정에 대한 정비는 필수적일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신매매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처벌할 법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법무부는 형법과 개별법령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답변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국회에 상정된
인신매매특별법안에 반영되었고 결국 처벌규정의 ‘부재’를 낳았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UN인신매매 의정서가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현실이다.
”법전에는 존재하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가?“
새로 제정되는 인신매매특별법은 지적장애인들의 노동력착취, 인신매매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규정도 없는 법이 그런 착취를 막아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지혜를 모아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법전에 담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가 지적
장애인들의 노동력착취를 막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법전에 담긴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작동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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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 연루의 측면에서

정신영(공익법센터 어필)

공범에서 벗어나기 – 인신매매특별법에 기업의 인신매매 연루 방지 조항이 필요한 이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신매매의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인신매매로 생산
된 물건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장애인들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금이, 이주어선원들을 착취하여 잡힌
수산물은 공급망을 거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소금과 수산물 외에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이런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의해 생산이 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태국산 칵테일 새우, 코트디부아르산 초콜릿과 커
피, 방글라데시와 터키에서 생산된 패스트 브랜드의 옷 등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들의 노동 착취의
결과로 생산된 물건들은 매우 다양하다.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방법
공급망이란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의
과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가령 한국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태국산 새우는 태국에서 양식이 되는데,
양식 새우의 사료가 되는 잡어를 잡기 위하여 미얀마, 캄보디아의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하
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노예선에 팔려
가서 하루에 쌀 밥 한 그릇을 먹고 2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한다. 더욱이 선내에서 실수를 하거나 불
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타뿐 아니라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

노예

노동은 새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된다.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돈을 잘 벌게 해주겠다는 브
로커의 말에 속은 이주노동자들은 태국의 새우 가공공장으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공장에서 감금된
2

채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거의 돈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가공된 새우는 태국의

1

한겨레, “어제 저녁 먹은 새우도?…참담한 ‘노예 노동’의 진실” (2014. 6. 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1850.html
2

The Guardian, “Shrimp sold by global supermarkets is peeled by slave labourers in Thailand”

(2015. 12. 14)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dec/14/shrimp-sold-byglobal-supermarkets-is-peeled-by-slave-labourers-in-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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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 기업을 통해 전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되고, 우리 나라 마트에까지 유통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새우의 공급망이 되는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급망을 밝혀야 하는 것은 기업
노예노동과 인신매매는 비단 태국산 새우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250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노예노동과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
3

4

는데 , 이를 통해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1500억 달러의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노예노
동과 인신매매는 이윤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편, 국경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급망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파악하여 노예노동과 인신매매가 어떻게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어지는지 알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업이 직접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해 파악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미국 캘리포
니아 주에서 “캘리포니아 공급망 내 투명성 법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이 제
정되었다. 이 법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기업이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을 척
결하기 위한 노력(efforts)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는 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소매상을 하거나 제
조업을 하는 기업 중 1억 달러 이상의 총수입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용이 된다.
해당 기업들은 노예노동과 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진행한 확인(verification), 감사(audits), 증명
(certification), 내부 책임(internal accountability), 교육(training)에 대해 밝혀야한다. 구체적으로
는 기업이 (1) 제품의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의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제
3자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2) 원료의 공급자가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관한
기업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3) 1차 공급자에게 원료 생산 과정
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관한 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4)
노예노동과 인신매매에 관한 기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직원들과 계약업체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5) 공급망 관리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원 및 관리자에게 특별히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법은 기업이 제품의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을 척결하는 ‘노력’을 할 것을
의무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한 것에 대한 ‘공개’를 의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의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면
없다는 것을 공개만한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
은 기업에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결국에는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척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에 대해 압력을 받게 되는 메커니즘이다.

3

U.S. Department of State, 202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s://www.state.gov/reports/2020-trafficking-in-persons-report/
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tatistics on forced labour,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https://www.ilo.org/global/topics/forced-labour/policy-areas/statistics/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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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현대판 노예법의 제정
캘리포니아 법 제정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 2015 년 영국에서는
인신매매특별법인 현대판 노예법 (Modern Slavery Act)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은 인신매매를
포함한 현대판 노예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법이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법은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법들을 모아 정의를 하였고, 현대판
노예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표명으로 최고형량을 기존의 14 년에서 종신형으로 증가시켰으며,
범법자의 재산을 철저하게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법원을 통해 노예제와 인신매매
관련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명령과 위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법의 시행을
위하여 독립적인 반노예위원(The Independent Anti-Slavery Commissioner)을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조항을 법 상에 명시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이 사업이나 공급망에서 노예제 혹은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혹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명시하는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문서’ (a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statement)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문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회사의 구조 및 공급망의 구조

§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정책

§

노예제와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회사와 공급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절차 (due diligence
process)

§

회사와 공급망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

회사와 공급망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에 대한 평가

§

직원들에게 제공한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련 훈련

영국 법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에 대해 밝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 법과 구조는 같으나,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현대판 노예법의 이행을 위해 독립적인 반노예위원을
설치하여 법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다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현대판 노예법
2018년에는 호주에서도 현대판 노예법 (Modern Slavery Act)가 제정되었는데, 호주에서 사업을 하
는 연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사업과 공급망에서의 노예노동의 위험에 대해 파악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노예노동에 관한 문서 (modern slavery statement)’를 작성하여 공
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Minister of Home Affairs에게 제출
을 해아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기업과 기업의 자회사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노동의 위험(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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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기업의

자회사가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한

실사절차(due

diligence)와 구제절차를 포함한 조치들

§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평가

호주 법은 영국 법과 달리 공시내용에 실사절차(due diligence)와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을 밝힐 것
을 의무화하였고, 노예노동 문서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온라인 등록부(Online Register for Modern
5

Slavery Statements)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시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사업체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벌
칙은 없으나 해당 기업의 이름과 법 불이행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호주 법의 강점은 정
부가 경제의 주체로서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정부 기관에도
기업과 같은 공시 의무를 부여하여 매해 정부 기관의 경제 활동에 대한 ‘노예노동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에 현대판 노예법 (Modern Slavery Act)이 발의가 되어 2021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캐나다 법안의 경우, 관세법 개정과 같이 발의가 되었는데 강제노동이나 아동노
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불이행이나 거짓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summary conviction과 최대 25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형
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법과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각국에서는 인신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 전반에 대해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기업이 공급망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법들이 제정되었거나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고 있는 노력을 공시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법들은 대부분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벌칙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
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공시의무를 기업에
게 부과한 것은 인신매매 반대 운동의 큰 진보로 평가가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
이러한 내용을 굳이 현대판 노예법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회사법을 통해 공시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법에는 포함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영국 회사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특정 회사들이 전략 보고서를 발행할 때 ‘인권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에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을 굳
이 현대판 노예법에 포함시킨 것은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 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신매매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5

https://modernslaveryregister.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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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실에서 대표로 발의한 인신매매특별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신매매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 조항의 부재와 불명확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절차의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발제를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연대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안을 준비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노예노동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법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 대
응 내용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6장 법인에 대한 특례
제51조(법인의 인신매매 보고서 제출 의무) ①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각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에 대한민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
2. 회계연도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
②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제1항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2. 법인의 구조, 사업 및 공급망
3. 인신매매 대응과 관련한 법인의 정책
4. 법인의 사업과 공급망 중에서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부분과 그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
5. 법인의 사업과 공급망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6. 법인이 임직원에게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한 교육의 내용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인신매매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제52조(인신매매 보고서의 공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고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위
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보고서제출 대상법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
항을 반영한 보고서(수정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유를 보고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제출 대상법
인이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⓺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
정 인신매매 보고서가 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재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⓻ 여성가족부장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150일 이내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
다.
1. 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제출한 인신매매 보고서
2.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제출 대상법인명과 그 법인등록번호
3. 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와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
4.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렇게 판단한 이유
5. 수정 인신매매 보고서가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그렇게 판단한 이유
제6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허위의 내용을 보고한 법인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 제4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연대회의에서

준비한

인신매매법안에서는

기업이

사업과

공급망

중에서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부분과 그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 임직원에게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한 교육의 내용에 대해 ‘인신매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공시할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여 논의의 여지를 두었으며, 인신매매특별법의 주무부처가 되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출을 받고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무엇보다 법을
이행하지 않고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이 진지하게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예노동과 인신매매 문제는 인류의 오래된 문제이다. 우리는 노예선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잔인함에
대해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공급망 뒤에
숨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으로 얼룩진 제품을 거부하기 위하여 기업들에게 공급망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를 하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른다며 이
범죄를 방치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인신매매범을 처벌하고 공모를 막을 수 있는
인신매매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인신매매를 철폐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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