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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한국어 번역본
본 번역본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산하 인도적지원국(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의 지원으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번역, 감수 및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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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젠더기반폭력(GBV)은 끔찍한 현실이자 전 세계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다. 긴급재난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성이 증대된다.1 이와
동시에 보건 및 법률 제도를 포함한 각국의 시스템과 커뮤니티 및 사회적 지원 체계는
약화된다. 시스템이 붕괴되면 성과 재생산을 비롯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종 시스템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붕괴되면 여성과 여아는 성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등 인권 침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위험이 다른 집단들보다 더 크다. GBV는 여성과
여아 및 그들이 속한 가정과 커뮤니티의 건강과 심리사회적·경제적 웰빙에 중대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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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와 학대, 조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의 배제, 해로운 전통적 관습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2
“젠더기반폭력”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차이(즉, 젠더)를 기반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GBV에는 신체적·성적·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및 기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3 “GBV”라는 용어는 전 세계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 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어떻게 여성과 여아에게 자행되는 폭력 형태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일괄적이고 근본적인 특성으로 작용하는지를
강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4 ”젠더기반폭력”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불평등한 젠더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에 따라 자행되는 성폭력도 포함된다.5
GBV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같은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다.6 또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젠더기반폭력 행위”로 정의한다.7 이 유엔 선언은 폭력이 “역사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낳고 여성의 온전한 진보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징후”
라고 강조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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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는 인권 침해 행위
GBV는 국제인권법, 인도법, 젠더 평등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9 국제인도법은 분쟁 발생 시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내놓은 일련의 결의안들은
성폭력을 전쟁 무기로 활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하고 있다.11 여성과 여아가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12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GBV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해야 할 윤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GBV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위험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13
GBV의 예방과 경감 및 대응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인 개입으로 간주된다.14 인도적 대응에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참여하는 모든 인도주의 기관은 GBV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책임에는
GBV 위험 경감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개입, GBV에 대한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설계, 생존자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여성과 여아가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GBV를 예방하고 GBV에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정부 및 기타 당국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최소기준의 목적은?
본 자료는 긴급재난 시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16가지 최소기준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이 16가지 최소기준은

“충분한 질(adequate quality)”이란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추진 중인

(1)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인도주의 기관들이 GBV를 예방하고, 그에

(2) 해를 끼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응하며, 다부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다.
최소기준의 목적은 긴급재난 시 최소한의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 설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확립하는 데 있다. “최소”라는 말은 “충분한 질”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본 자료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 충분한 질이라는 말은 (1)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 (2) 해를 끼치지 않음(Do no harm)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자료에 제시된 각각의 최소기준은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이루는 특정한 구성요소가 충분한
질을 갖추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공통의 합의를 보여준다. GBV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활동가가
최소기준에 제시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실행에 옮기고자 할 경우, 그러한 개입 활동은 해당 최소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6가지 최소기준에 제시된 활동들은 다양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 및 조정을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게 적용된다. 최소기준은 보편적이다. 즉, 주어진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하단의 “맥락에 맞게 최소기준 적용하기” 참고), 최소기준은 모든 긴급재난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특정 최소기준들이 다른 최소기준들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최소기준이 우선시된다고
해서 그 최소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른 최소기준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 서비스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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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거나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등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일부 최소기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GBV 이행 원칙(기준 1 참고) 및 “해를 끼치지
않음” 원칙에 따라 GBV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의 생존지원(life-saving) 기준에 따르면, 최우선 과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하며 여러 적절한 심리사회적 개입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16
16가지 최소기준의 목표는 GBV 전문 활동가들의 책무성을 증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며, 해를 끼칠(예:
생존자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관행들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글로벌 GBV 책임
영역(Area of Responsibility, AoR)은 이러한 최소기준을 통해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GBV 예방 및 대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소기준은 여성과 여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과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보호 위험과 해결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과 여아의
참여는 양질의 GBV 대응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성과 여아가 긴급재난의
초기부터 참여하면 더 나은 인도적 지원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자료는 GBV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해 본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포함해 모든 GBV 활동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본 자료의 구조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가 얻고 싶다면, 하단의 “맥락에 맞게 최소기준
적용하기”를 참고하도록 한다.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17이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정체성에 따라 서로 중첩되는
(즉, 상호교차하는) 형태의 억압과 차별, 소외(예: 젠더나 민족성에 기반한 차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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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차적 접근법 적용한 GBV 프로그램 설계

이해하기 위한 틀이다.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GBV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여성과 여아가 주어진
맥락에서 경험하는 다양하고도 상호교차적인 형태의 구조적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여성과 여아가 전 세계적 차원의 가부장제로 인해 차별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억압과 불평등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가진 GBV 관련 위험과 경험은 여러 가지 불평등 요소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상호교차적인 불평등을 겪는 여성과 여아 중에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 청소년기 여아,
노인 여성,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다른 여성과 여아, HIV와 AIDS를 가진 여성과 여아, 민족적 및 종교적
소수집단 출신의 여성과 여아가 있다. 이 밖에 GBV 위험을 증대시키는 형태의 차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출생지, 비호 신분 등의 법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포함된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호교차적인 시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인도적 위기의 발생 초기부터 커뮤니티
구성원들, 특히 다양한 여성과 여아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GBV 위험을 악화하고 GBV 대응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의미 있고 안전한 포괄과 참여를 방해하는 상호교차적인 형태의 구조적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8

여성과 여아에 중점을 둔 GBV 예방 및 대응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는 여성과 여아에 중점을 두는데, 그 이유는 실제 증거로도 입증이 되는 GBV
위험을 증대시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여성과 여아가 인도적 지원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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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도 공정하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9 여성과 여아는 제도적인 젠더 불평등과 여러 형태의
중첩된 차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GBV를 경험하며, 인도적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GBV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장벽들에 직면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최소기준에서 사용되는 대명사는 구체적으로
남성과 남아를 가리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을 가리킨다.
또한 본 최소기준은 아동과 청소년기 여아 및 남아 성폭력 생존자들이 연령을 민감하게 고려한 적절한 인도적
대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때 아동 보호 부문 활동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존 지침을 준수하고자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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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여성, 여아, 남성, 남아뿐만 아니라
논바이너리(non-binary)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러한 폭력이 “젠더 규범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가해지기 때문이다. 21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여성 및 여아가 맞닥뜨리고 있는 구체적인
장벽과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
남성과 남아도 성폭력을 경험한다. 본 최소기준은 주로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예방과 경감 및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남성 생존자들이 각자의 필요를 충족해줄 서비스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도 제공한다. 남성과 남아는 연령, 장애 여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상호교차적인 불평등에 의해
권력과 지위가 낮아지면 학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동성애혐오(homophobia), 양성애혐오(biphobia),
트랜스젠더혐오(transphobia)는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장애를 가진 남성과 남아도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22
젠더 규범은 분쟁 상황 속에서 남성에게 가해지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남성은
“거세(emasculation)”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남성성 및 여성성과 관련된 젠더 불평등 규범들은
남성이 특정 유형의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남자가 된다는 것과 남성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사회적으로 규정된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23
GBV 프로그램 설계가 주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성적 폭력 및 학대 생존 남성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아동보호, 보호 부문의
활동가와도 조정을 해야 한다.

젠더 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 강화
개인, 커뮤니티, 사회 차원에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은 GBV로 구현된다.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는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 자원 관리 권한,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권, 공적 영역에의 참여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는 전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젠더 역할과 제도적 불평등으로 인한 결과이다.24 GBV는
이와 같은 불균형 속에서 발생한다. 젠더 불평등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자리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권력 남용을 초래하며, 여성들은 이를 개인, 가족, 커뮤니티, 국가에 의한 폭력의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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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불평등을 다루는 일은 GBV 및 모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설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인도적 지원 활동에
젠더 평등을 통합시키면 각종 인도적 전략과 개입의 효과가 향상된다.25 중요한 것은 모든 인도적 지원 분야의

실무자와 인도주의 기관 및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젠더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인도적 긴급재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Gender in Humanitarian
Action Handbook』은 여성과 여아가 기본적인 서비스와 보호 및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책임과 책무를 강조한다.26
젠더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는 GBV를 다루기 위한 모든 장기적인 노력에 필수적이며, 인도적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이때 젠더 평등과 GBV 프로그램 설계는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GBV 프로그램 활동가를 비롯한 모든 활동가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empowerment)는 GBV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어야 할 범분야적
사안이다. 젠더 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의 인도주의 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면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인도적 긴급재난과 관련된 상황은 긴급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한 많은 형태의 GBV 위험을 악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한 시기인지 아니면 안정성이 높은 시기인지와는 무관하게, 폭력의 근본 원인들은
젠더기반차별과 불평등한 권력을 묵과해버리는 태도와 신념, 규범,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27 GBV의 근본 원인을
차별 및 젠더 불평등과 연관지어 다루기 위해서는 피해인구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 가급적이면 인도적 활동의 초기부터 – 젠더 평등을 위한 장기적인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응하고 여성 및 여아의 안전과
강화에 기여하는 환경에서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서문

웰빙을 유지하는 일의 핵심은 젠더 관련 폭력의 본질과 그러한 폭력의 원인 및 결과를 이해하고, 여성의 권한

국가 시스템의 강화
각 국가는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유엔기구들이 각국 당국이 피해인구를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펼친다.28
각국 파트너 및 현지 기관을 통해 국가

난민(Refugees)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나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분쟁 또는 광범위한 폭력,
제반 상황으로 인해 출신국을 떠나온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특히 긴급재난이
발생한 상황에 중요하며, 효과적인 GBV
대응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 시스템(national system)”은 주로

비호 신청자(Asylum-seekers)는 당국으로부터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비호를 신청했기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중앙, 지방, 지역 차원의) 정부 시스템을

귀환민(Returnees)은 난민이었다가 출신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가리키며,

완전히 (재)통합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보건의료, 보호, 법 관련
시스템에 기여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국내이재이주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은 특히
무력분쟁, 광범위한 폭력사태, 인권 침해 또는 자연재해나 인재의
결과로서 혹은 그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고향이나 거주지를

나 커뮤니티 기반 기관, 시민단체 같은

떠날 것을 강요받았거나 의무적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을 넘지 않은 이들이다.

직접적인 옹호 활동과 중앙 정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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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 대응 계획과 프로그램 및 예산 계획에서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는 대책들이
우선시되고 인도적 개입에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반영되도록 해 준다.
16가지 최소기준은 지역여성운동 단체를 비롯한 각국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연장, 확대하고 긴급재난 후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각국 당국이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호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대 행위를 영속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 및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접근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 시스템과의 협력 방식을 현지 맥락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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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지역의 파트너들도 GBV 예방과 경감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취하는 등 인도주의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6가지 최소기준은 지역 및 국가 행위자와의 파트너십과 지역 및 각국의 기존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 of Working, NWoW)에 따라 이와 같은 지역 파트너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서는 현지화(localization)가 존엄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의 기본이며 인도적 활동은 “가능한 한 지역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29 이를 반영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현지 활동가들과 더 나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인도적 활동을 북돋을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명시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GBV 예방 및 대응에 힘쓰는 활동가들은 지역여성운동 단체와 여성주도적 시민단체 및
여성권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인도적 지원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GBV를 다루기 위한 현지화된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할 기회를 얻게 된다.

조정
인도적 지원 조정의 주요 메커니즘인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는
긴급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러스터 접근법을 구축했다. 클러스터
(cluster)는 급수, 보건, 물류 등 인도적 지원의 핵심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엔 및 비유엔 인도주의 기관들의
집단이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GBV 조정은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 내에서
유엔인구기금(UNFPA)이 대표하는 GBV 책임 영역(AoR)이 주관한다. GBV AoR의 목표는 본 자료에 제시된
것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존자에 대한 대응과 돌봄 및 회복, 폭력 예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현장 차원에서 GBV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조정된 접근법을 촉진하는 것이다. 난민 관련
영역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에 대한 대응을 주관 및 조정하고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제적 보호와 지원 및 해결책도 조정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난민 조정 모델(Refugee Coordination Model,
RCM)은 주제별 영역과 대응 부문을 포괄하는 명확한 조정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30 주어진 맥락과 역량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파트너 또는 정부가 UNHCR과의 조정을 통해 GBV 하위실무그룹을 공동주관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이란?
긴급재난은 자연재해나 분쟁 또는 공중 보건상의 위협에 영향을 받은 민간인들의 삶 또는 웰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대응과 예외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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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이행 원칙과 접근법
아래에 제시된 이행 원칙과 접근법은 모든 최소기준을 뒷받침하며, 본 자료 전반에 걸쳐 “GBV 이행 원칙”으로
통칭된다.

•

생존자 중심 접근법: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생존자의 권리와 희망 사항이 존중받고, 생존자의 안전이
보장되며, 생존자가 존엄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이행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안전: 생존자 및 생존자 자녀들의 안전보장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다.
• 비밀보장: 생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해줄 것인지 혹은 말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생존자에 관한 정보는 생존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되어야 한다.

• 존중: 모든 조치는 생존자의 선택, 희망 사항, 권리,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돕는
사람의 역할은 생존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생존자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비차별: 생존자는 연령, 장애 여부, 젠더 정체성, 종교, 국적, 민족성, 성적 지향, 기타 특성과 무관하게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권리 기반 접근법: 권리 기반 접근법은 인권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폭력과 착취

•

커뮤니티 기반 접근법: 커뮤니티 기반 접근법은 피해인구에 대한 보호 및 인도적 지원 제공과 관련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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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대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다룬다.

개발함에 있어서 해당 피해인구가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접근법은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인도적 대응의 모든 단계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위험과
해결책을 파악하고 기존의 커뮤니티 기반 보호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인도주의 원칙: 인류애,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은 본 최소기준을 이행함에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는 피해인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해를 끼치지 않음” 접근법: “해를 끼치지 않음” 접근법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파트너십 원칙(Principles of Partnership): 파트너십 원칙은 인도주의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평등, 투명성, 결과 지향적 접근법, 책무성, 상호보완성 원칙을 따르게 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원칙은 지역 및 각국의 인도적 대응 역량이 갖는 역할을 강조하며,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에 바탕을 둔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한다.32

•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성적 학대 생존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는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최선의 이익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관련해 주요 고려사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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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행 원칙과 접근법은 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인도적 책임과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GBV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토대가
된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게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GBV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를 아우른다. GBV를 예방하고 경감하는 것은 젠더 평등, 존중 및 비폭력
관련된 신념과 규범을 증진시킨다.

•
•

생존자 및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장, 존중, 비밀보장, 비차별은 항상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GBV 관련 개입이 양질의 결과로 이어지고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각의 구체적인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

참여와 파트너십은 효과적인 GBV 대응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다.34

누가 이 최소기준을 활용해야 할까?
이 최소기준은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기관들을 위한 것이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란 GBV에 특화된 교육을 받았거나 GBV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된 경험을 가진 인력을 가리키며, GBV
프로그램 기관은 GBV 예방 및 대응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관을 가리킨다.35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긴급재난 시 GBV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질(quality)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측정 가능한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도적 개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직원 또는 파트너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

옹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이 최소기준을 “대비에서 시작해 위기 발생을 거쳐 전개로 이어지는 긴급재난 상황의
각 단계에서 전문화된 GBV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시행”36 할 것을 요구하는『Call to Action on Protection
from Gender-Based Violence in Emergencies』의 Outcome 5에 제시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GBV 이행 원칙과 접근법은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GBV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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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최소기준의 내용은?
16가지 최소기준은 GBV 생존자 또는 GBV 위험 집단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최소기준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므로 일련의 포괄적인 개입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소기준은 기본 기준(Foundational Standards), 프로그램 기준(Programme Standards), 과정 기준
(Process Standards)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본 기준
3가지 기본 기준은 각기 중요한 의미를 가
지는 동시에 모든 최소기준 이행의 기본이
된다. 이 기본 기준은 모든 프로그램 구성
요소와 활동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기준

GBV 이행 원칙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10가지 프로그램 기준은 긴급재난 시
GBV 대응과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지

심리사회적 지원

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기준은
GBV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반

GBV 사례 관리
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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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
안전 및 위험 경감
사법 및 법률 지원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과정 기준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3가지 과정 기준은 GBV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정과 관련

GBV 조정

해 지침을 제공한다.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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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최소기준 장에는 설명문, 핵심 활동, 핵심 지표, 세부 지침, 도구 및 참고자료가 실려 있다. 최소기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설명문은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최소기준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GBV 예방과 경감은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방은 일반적으로 GBV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 예컨대 젠더 평등을 고취하는 활동을 확대하거나 GBV를 부추기는 관행을 다루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등의 조치를 가리킨다. 한편, 경감은 GBV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조치, 예컨대 “GBV
위험이 높은 장소(hot spot)”가 신고되는 즉시 위험경감 전략을 통해 반드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IASC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이하 『IASC GBV 지침』)37을 통해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GBV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취해야 할 책임을 규명했다.

최소기준: 각 최소기준 장의 서두에 제시된 설명문은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추진 중인 인도주의
기관들이 GBV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며,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생존자들에게 다부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규정한다. 최소기준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핵심 활동: 핵심 활동은 최소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자, 맥락에 맞는 업무 수행을 위한 수단이다.
최소기준은 모든 인도적 위기 상황에 적용되지만, 핵심 활동 중에는 모든 환경 또는 인도적 대응의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또한 특정 핵심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핵심 활동에는 대비, 대응, 회복 등 긴급재난의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할 만한 제안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활동은 한 단계에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

대비: 복잡한 긴급재난 상황이 점점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 긴급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비는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필수 활동들은 긴급재난에 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조정된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긴급재난에 대한 대비 노력은 긴급재난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고,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갖추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대응: 긴급재난에 대한 대응은 인도적 위기 발생 기간 또는 직후에 사람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며, 피해인구에 속하는 여성과 여아 및 남성과 남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긴급재난 서비스와 공공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38 이
대응 단계는 며칠이나 몇 주에서 몇 달, 특히 불안정한 상황과 이재이주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몇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39

•

회복: 회복은 구호 활동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장기적인 복원 및 개발로의 전환을 돕는다. 회복을 위한
활동들은 인도적 대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미리 착수하여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40 회복은 위기로
인해 초래된 위험을 경감하려는 노력을 비롯해, 위기에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의 생활 조건과 생계 및 시설을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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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본 자료에 제시된 핵심 지표들은 실무자들이 특정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이다. 핵심
지표들은 각각의 최소기준이 달성된 상태인지, 충분한 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부 지침: 세부 지침은 최소기준과 관련된 최우선 사안들에 대해 추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거나,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구체적인 도전과제들을 극복(또는 특정한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부지침은 모범사례와 유용한 팁도 제공한다.

도구 및 참고자료: 도구 및 참고자료 섹션은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와 추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본 최소기준과 다른 지침 및 기준과의 연관성은?
본 최소기준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Sphere 프로젝트,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41, 인도주의 상황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연맹(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Settings)에서 개발한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42,
유엔인구기금(UNFPA)의 『Minimum Standards for Prevention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in Emergencies』, 『IASC GBV 지침』43 등 기존의 글로벌 지침과 전문적 기준들을 통합하고 있다.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과 병행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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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은 기존 도구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도구들을 보완하며, 다른 기준 및 지침(예: 『Caring for

최소기준이 개발된 방식은?
글로벌 및 현지의 GBV 실무자들이 최소기준 개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며 과거 또는
현재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이에 2018
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4개국(방글라데시,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피지, 요르단, 말리,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르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에서 간담회를 열어 체계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 경험이 있는 다양한 활동가(상황에 따라 정부 파트너를 비롯한 현지 파트너,
국제기구 및 현지 NGO, 유엔기구 및 공여자)들도 참여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각
최소기준을 다듬고 가장 정확한 최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맥락에 맞게 최소기준 적용하기
최소기준을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 구체적인 맥락에 최소기준을 적용해야 GBV 생존자의
계속해서 변하는 필요에 대응하고, 충분한 질을 갖추고 있으며, 생존자를 중심에 둔 적절한 GBV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2) 일종의 과정으로서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는 책무성 있는 양질의 GBV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강한 실무자 공동체(community of practitioners)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xv

GBV 프로그램 활동가가 최소기준에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실행에 옮기고자 할 경우, 그 활동가는
해당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 모든 최소기준은 부분적인(nonexhaustive) 핵심 활동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핵심 활동들의 목적은 (1) 해당 기준을 달성하고, (2)
맥락에 맞게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다. 최소기준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핵심 활동을 모든
상황에 혹은 인도적 대응의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최소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핵심 활동들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최소기준에
대한 주요 설명문(굵게 표시된 첫 문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최소기준을 달성하려면 핵심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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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우선순위를 매겨보거나 맥락에 맞게끔 핵심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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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다시피, 16가지 최소기준은 GBV 생존자 및 GBV 위험에 처한 여성과 여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GBV 활동가가 이 16가지 최소기준을 전부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이행하는 데에는 다른 파트너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GBV 부문 파트너들이 일부 인도적 개입을 다른 개입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긴급재난이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GBV 대응 서비스와 위험 경감 활동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으로 간주되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부문적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서비스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최소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인도적 위기 상황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GBV 대응 서비스는 예방 활동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강화되고, 더 잘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공동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맥락화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어떤 인도적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과 지원을 비롯해, 상황에 따라서는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은
어떤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 수준의
질이 갖춰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다루고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특정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이행하기 이전에 위험 분석(risk assessment)을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도주의 상황에서 GBV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을 구상하는 주체들에게는 다음 장의 GBV
이행 원칙에 따라 GBV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것 또한 권장된다.

16가지 최소기준

GBV 이행 원칙

9

GBV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측면이 GBV 생존자를 포함
한 여성 및 여아의 비밀보장, 안전, 비차별, 선택과 권리 및
존엄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생존자를
중심에 둔다.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GBV 위험 경감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모든 인도적 지원
부문에 통합될 수 있도록 GBV 활동가들이 옹호 활동과
지원에 힘쓴다.

10

GBV를 예방하고 GBV 생존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가 인도주의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적극적인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한다.

3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11

심리사회적 지원

12

GBV 사례 관리

13

연계 시스템

14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
여성 및 여아 전용의 안전한 공간이 이용 및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이 공간에서 치유와 웰빙 및 권한 강화를 증진해
주는 양질의 서비스와 정보 및 활동이 제공된다.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생존자 데이터는 충분한 고지에 입각한 생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위해 관리되
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 보관, 분석, 공유된다.

15

GBV 생존자들을 적절한 양질의 다부문 서비스로 안전
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적시에 연결해 주는 연계
시스템이 존재한다.

8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GBV 프로그램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방식으
로 해로운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인 젠더 불평등을 다룬다.

GBV 생존자가 조정된 돌봄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하여 양질의 적절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7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여성 및 청소년기의 여아가 다부문적 GBV 대응의 일환으로
경제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과 여아가 치유, 권한 강화, 회복에 중점을 둔 양질의
생존자 중심 심리사회적 지원을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
받는다.

6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GBV 위험을 줄이고 안전과 존엄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과
여아에게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를 지급한다.

GBV 생존자가 성폭력,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 기타 다양
한 형태의 GBV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 양질의 생존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와 함께 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
및 경감해 주는 연계 서비스를 받는다.

5

사법 및 법률 지원
사법 및 법률 분야의 활동가들이 GBV 생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켜주는 생존자
중심의 안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GBV 담당 직원들을 고용하고 교육하여 그들이 핵심 역량
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킨다.

4

안전 및 위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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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BV 조정
조정을 통해 위험 경감 및 GBV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
하고도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16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GBV 프로그램의
질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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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BV AoR 핵심 멤버십, Call to Action Steering Committee,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GBV 하위 클러스터
조정관, 지역별 GBV 자문관(REGA)도 본 최소기준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본 최소기준은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uropean 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 ECHO), 덴마크 정부, 미 국제개발처 소속 해외재난지원국(Office of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OFDA1)의 후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 OFDA는 2020년에 인도적지원국(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 BHA)으로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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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측면이 GBV 생존자를 포함한
여성 및 여아의 비밀보장, 안전, 비차별, 선택과 권리 및
존엄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생존자를
중심에 둔다.

G

BV 이행 원칙은 GBV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측면, 즉 본 자료에 제시된 모든 최소기준을 뒷받침한다.
GBV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구성요소는 반드시 GBV 이행 원칙을 따라야 한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GBV 이행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여성과 여아가 입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입의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GBV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네 가지 GBV 이행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생존자44의 권한 강화를 촉진하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 접근법은 지원
과정의 중심에 생존자를 둠으로써 생존자가 자신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GBV 경험이 생존자가
가진 통제감(sense of control)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생존자가
주요 행위자이자 의사결정자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생존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한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생존자와 맺는
관계가 해당 생존자가 얻는 지지와 공감의 원천이 될 수도

해를 끼치지 않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서비스 제공자는 생존자와의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인도주의

모든 만남을 관계와 신뢰를 쌓는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45

기관이 “활동을 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생존자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의 중요성과 서비스 제공자가 생존자의 경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렇게 비의도적으로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는 범위도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다.

및 향후 결정을 신뢰하며 생존자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GBV 이행 원칙을

사실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비스

따름으로써

제공자들은 생존자가 겪은 상황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

생존자라고 믿는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자가, 즉 생존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2

에서 의도치 않게 가할 수도 있는 피해를

“해를

끼치지

출처: 『IASC GBV 지침』, p. 45.

않음”이라는

대해 교육이 되어있고, 항상 GBV 이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태도와 지식 및 기량을 갖추고 있다.
비밀보장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구축되고 이행되며,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은 비밀보장
서약에 서명한다.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이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먼저 GBV 생존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고 이를 문서화한다.
여성 및 여아와의 논의는 여성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담당한다.
생존자와의 모든 상호 작용을 포함한 여성 및 여아와의 만남이 해당 여성이나 여아가 비밀이 보장되는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비공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성적 학대 생존 아동46과 장애를 가진 여성 및 여아47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승낙을 받을 때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회
복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GBV, 젠더 불평등, GBV 이행 원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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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과 함께 아동, 청소년기 여아 및 남아와의 의사소통 관련 모범 사례와 아동 생존자 지원 관련
모범 사례 지침을 교육받는다.
직원들은 생존자의 요청과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활동가들과 필요한
정보만 공유한다.

GBV 이행 원칙

성적 학대 생존 아동을 지원하는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보호 전문

돕는 이들의 안전에 대해 인지하고, 캠프 안전 담당자, 경찰 또는 치안 당국, 현장 직원 등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다.
현지 언어로 번역된 GBV 이행 원칙을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omen’s and Girls’ Safe
Spaces, WGSS)과 다부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게시하고, 커뮤니티의 교육 활동 및 자료에

기본 기준

직원들이 생존자의 가족, 친구,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자, GBV 및 보건의료 서비스 담당자 등 생존자를

포함시킨다.
보다 폭넓은 범위의 커뮤니티 내 여성과 여아와 이야기를 경청하는 세션 및 개별 의뢰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세션을 가짐으로써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GBV 이행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비밀보장, 안전, 비차별, 존중 원칙의 위반 등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를 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사람이 자신의 지원, 관점, 의견, 선호 등을 생존자에게 강요할 경우,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생존자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고 강요받거나 학대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48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각 생존자가 지닌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회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작업을 수반한다. 이렇게 생존자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은 생존자가 문제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여성과 여아가 갖고 있는 고유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3

GBV 이행 원칙
GBV 이행 원칙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의 토대가 되며, 생존자의 권리를 대변한다. 생존자가 자기만의 고유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이 GBV 이행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 안전은 신체적으로 안전한 상태와 안전하다는 심리적·정서적 감각 둘 다를 지칭한다.49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는 생존자, 생존자의 자녀, 생존자의 가족 구성원, 생존자를 지원하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50 GBV 사건이나 학대 경험을 공개한 여성과 여아는 여성의 순결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관념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해 가해자, 가해자를 비호하는 사람들,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가
속한 커뮤니티 구성원들로부터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51 친밀한 파트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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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분쟁이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성폭력은 생존자 및 생존자 주변인들52에게 특히 복잡한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각각의 최소기준에 제시된 핵심 활동들은 GBV 프로그램 설계가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최우선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 분석과 여성 및 여아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혹은 공유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개인의
권리를 가리킨다. 각 생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의 주인이므로, 사건 또는 생존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은 오로지 생존자에게 달려있다. 비밀보장은 안전, 신뢰, 권한 강화를 증진시키고 뒷받침한다.
비밀보장이란 생존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생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나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정보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53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하면 생존자를 비롯한 다른 이들을 추가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GBV 전문 활동가들이 GBV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비밀보장 원칙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여성과 여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마음을 단념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 6: GBV 사례 관리’에 제시되어 있듯이, 비밀보장 원칙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은 존재한다.

⦁

존중: 존중은 여성과 여아 및 GBV 생존자의 선택, 권리, 존엄을 존중하는 것으로, 존중이 이루어지려면
서비스 제공의 모든 측면에서 생존자가 주요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54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은 생존자의 선택,
희망 사항, 권리,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존자의 존엄과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하려면
GBV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생존자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고, 생존자가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그러한 선택권을 지지해야 한다. 의무 신고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에도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의 대응은 생존자의
선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기준 6: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GBV 사례 관리, 의무 신고에 관한 세부 지침

⦁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참고). 생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은 생존자가 자신의 권한을 되찾을 수

⦁

⦁

⦁

비차별: GBV 프로그램은 상호교차적 분석
(서문 참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직원들은

4

포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된 지식과

모든 생존자는 GBV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며, 그러므로
각기 다른 필요를 갖게 될 것이다.

준다.
⦁

모든 생존자는 각기 다르며, 서로 다른 강점과 자원 및
대응 전략을 갖고 있다.

있도록 하고, 생존자의 회복탄력성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존중하며, 회복 과정을 지지해

모든 생존자는 신뢰받고, 존중, 친절, 공감에 기반한

모든 생존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할 사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출처: UNFPA 2012, Module 2.

기량 및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는 여성과 여아의 연령, 장애 여부,

상호교차성이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민족성, 성적 지향, 젠더

“상호교차성”이란 여성과 여아의 GBV에 대한

정체성, HIV 감염 여부, 사회적 계층,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특성에 따라 증대되는 위험을 고려하는

노출 및 폭력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과 억압(예: 젠더
불평등, 이성애주의,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계급

상호교차적 젠더 분석을 바탕으로 모든 여성과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과 여아의

여아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GBV 프로그램

경험을 고려하는 것을 가리킨다.

설계는 주로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더 자세한 내용은 서문 참고.

집중하지만, 남성과 남아 또한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성적 폭력 및
학대 생존 남성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아동 보호, LGBTQI(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장애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의 조정을 꾀해야 한다(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GBV 이행 원칙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보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비밀보장은 안전과

도표 1. GBV 이행 원칙 요약
생존자를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장려함

생존자를 존엄과 존중의 태도로 대함

서비스 제공자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생존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생존자의
무력감을 더 자극함

생존자의 선택권을 존중함

허가 없이 생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생존자의 수치심과 낙인을 강화함

→
생존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비밀을 유지함

소외 집단 출신의 여성과 여아를 차별하고
배제함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함

생존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생존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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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핵심 지표
⦁

자원봉사자와 커뮤니티 활동가를 비롯해, GBV 이행 원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결과로 생존자 중심의
태도와 지식 및 기량이 향상된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비율55

⦁

GBV 생존자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 및 기타 직원들 중 비밀보장 서약에
서명한 직원의 비율(목표치: 100%)

⦁

고지에 입각한 생존자의 동의 서류를 갖추고 있는 연계 사례의 비율(목표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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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
1. 차별 및 접근을 저해하는 기타 장벽으로 인해 높은 GBV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과 여아

GBV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성 및 여아에는 청소년기
여아,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 소수 인종 또는 소수

STOP! 해를 끼치지 않음

종교집단 출신의 여성과 여아,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GBV 인식 제고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여성과 여아, 노인 여성 등이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문 참고). 이러한 집단은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의 폭력 경험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GBV에

관한 모든 인식 제고 활동은 생존자가 어떻게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조혼, 기회·서비스·자원의 박탈,

지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성적 착취 및 학대(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있어야 한다.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원칙을

SEA)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지원 네트워크에
참가하고자 할 때 추가적인 장벽에 부딪히며,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GBV 프로그램을 통해 공평한 혜택을

준수하려는 목적에 따라, 아직 대응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GBV에 관한 커뮤니티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

얻을 수 있다. 이들을 억압하는 상호교차적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GBV 프로그램 설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과 여아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 본 자료의 핵심 활동 부분에서는 모든 여성과 여아가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 지향적 활동들을 강조한다.

청소년기 여아
10~19세에 속하는 청소년기 여아들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인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해당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보호 위험에 직면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구 집단이기도 하다.56 청소년기 여아들은
점진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이들이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으며 변화하는
속도는 신체 발육 상태, 사회적 및 문화적 기대, 경제 사정, 삶의 경험, 재난과 분쟁 및 이재이주 등의 경험을
포함한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GBV 전문 활동가들은 성폭력, 조혼 또는 조기 임신, 여성성기훼손/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
cutting), 성병, 안전하지 않은 낙태, 사회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을 위험이 높은 청소년기 여아들을 특수한
필요를 가진 별개의 인구 집단으로 묶어 관리해야 한다.57 또한 GBV 전문 활동가들은 청소년기 여아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복합적인 집단임을 인식해야 하며, 여아들이 경험하는 “세계(universe)”58를 바라볼 때 연령
(10~14세 여아는 전기 청소년, 15~19세 여아는 후기 청소년), 혼인 상태, 보호자와의 분리 또는 보호자 미동반
상태, 고아 여부, HIV 감염 여부, 민족성, 학교 진학 여부, 가사 노동 또는 외부 노동 여부, 임신 또는 수유 여부,
장애 여부, 어머니 또는 주요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성착취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59,60 전기 청소년 여아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아직
자신에게 필요한 기량이나 신체적·인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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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61 GBV 전문 활동가들은 전기 및 후기 청소년기 여아들에게 접근과 수용이 가능하고 적절하며 공감에
기반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62

GBV 전문 활동가들은 아동 보호 서비스 담당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팀의 역량을 개발하여 청소년기 여아
생존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과 안전
및 웰빙을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또한
GBV 전문 활동가들은 생존한 여아들의 성장 수준과
연령을 비롯해 그들이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아동 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가 따라야
할 이행 원칙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2.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3. 아동을 안심시킨다.
4. 적절한 비밀보장 원칙을 보장한다.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5.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 모든 아동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안전 관련 계획과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가 가지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해당 여아와 함께 평가해봄으로써 가장

7.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한다.
출처: IRC and UNICEF 2012, p. 89.

해롭지 않은 선택지를 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여아의
돌봄제공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

인한 부상이 새로운 손상(impairments)으로 이어지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더 증가한다.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4~10배 높다.64 이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의 여성 및 여아 보호와 관련해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65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과 여아는 성폭력에 특히 취약하다.66 지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고 집에
고립된 상태인 여성과 여아는 강간 및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67 또한 장애인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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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커뮤니티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63 그리고 이 비율은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소득을 얻고자 할 때 괴롭힘 및 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 가족, GBV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태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및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68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퀴어에 해당하는 여성과 여아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여성과 여아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차별과 협박, 커뮤니티로부터의
배제와 피해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고립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어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든,
이미 정해진 이성애규범적 젠더 역할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여아는 실제 또는 인식상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FOUNDATIONAL STANDARDS
기본 기준

사는 가정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유독 더 많이 맡게 되는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는

젠더 표현으로 인해 박해와 차별 및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 돌봄제공자들이 기존 규범에 비순응적인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아들을 학대할 수도 있고, 이성애 결혼을 강요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과
여아는 특히 혐오 범죄의 일환으로 행해지면서 “교정(corrective)” 수단69이라고 부당하게 정당화되는 성폭력을
당할 위험도 높다.

2. 성적 학대 생존 아동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신고된 사례 수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70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는 연령,
신체의 크기, 성인에 대한 의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제약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아동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아동이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은 여아 및 남아에는 신체 또는 정신/발달상의 장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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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국내이재이주민(IDPs) 또는 난민
신분이거나, 가족 및 돌봄제공자를 동반하고
있지 않거나 그들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거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거나, 보육시설
또는 학대가 벌어지는 가정에서 거주하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동등한 권력
관계에 있는 이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고지에 입각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자는 선택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비밀보장의 한계를

아동이 포함된다. 여아의 연령과 관련된 특정

비롯한 위험뿐만 아니라 자신이 동의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유형의 GBV로는 여성성기훼손/절단, 조혼

완벽히 이해한 후에 동의를 해야 한다. 생존자에게는

71

등이 있다. 중요한 점은 GBV 전문 활동가들이
아동 보호, 교육, 보건 등 다른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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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고지에 입각한 찬성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적인 신념과 무관하게 모든 선택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생존자에게는 그 어떤 인터뷰나 시험 또는
조사 행위에든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면 안 된다.

활동가들과 GBV 이행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생존자는 언제든 자신의 동의 여부를 유보할 수 있다.

성적 학대 생존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고지에 입각한 승낙(Informed assent)은 서비스에

남아를 위한 그들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응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고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입각한 동의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서비스에 응한다는

상세한 지침은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인
아동들에게는 “고지에 입각한 승낙” 의견을 구해야 한다.
출처: IRC and UNICEF 2012, p. 16.

humanitarian settings』에 제시되어 있다.
본 자료에 제시된 핵심 활동과 지침들은 GBV
전문 활동가들이 아동 보호 활동가들과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성적 학대 생존 아동의 필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의 기준 9: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성폭력 생존 청소년기 남아와 성인 남성
남성과 남아를 상대로 한 성폭력은 남성들이 무력 분쟁이나 민족 간 폭력 상황에서 다른 남성들을 거세하고
그들의 가족 및 커뮤니티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남아도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으며, 이 경우 보통 가족 구성원이나 친분이 있는 다른 남성이 가해자이다.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청소년기 남아와 성인 남성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가족과 친구 및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공감없는 반응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72
권력과 지위가 높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특히 높은 남성과 남아에는 장애를 가진 남성과 남아,
청소년기 남아, 노인 남성,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남성과 남아, HIV와 AIDS를 가진 남성과
남아, 소수 민족 및 소수 종교 출신인 남성과 남아 등이 포함된다. 남성과 남아가 성폭력을 당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다른 유형의 차별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상태, 출생지, 비호 신분을 비롯한 법적 신분 등이 있다.
남성과 남아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영향은 대부분 여성 및 여아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남성과
남아라는 인구 집단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서비스 제공자는 남성과 남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경험들을 이해해야 한다.73 인도주의 기관들은 주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서비스를 준비한 다음 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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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에서 제공하므로, 남성과 남아가 피해 사실을 공개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마련해 둔 서비스
제공자에게(예컨대, 남성 생존자를 위한 임상 치료 훈련을 받은 보건의료 활동가나 보호 담당 또는 정신건강
활동가에게) 사례를 연계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지를 활용할 수 없다면, 인도주의
기관이 인근에 위치한 보건소 같은 대안적인 장소에서 생존자를 도울 수 있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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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를 예방하고 GBV 생존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가 인도주의 부문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적극적인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한다.

여

성과 여아의 보호를 주도하는 핵심 활동가는 여성과 여아 당사자들이며, 이들이 GBV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서 보호 위험 및 해결책을 파악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과 여아가 긴급재난 발생 초기부터 참여하면 더 나은 인도적 지원 결과와 양질의 GBV 대응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의미 있는 참여는 여성과 여아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며, 여성과 여아가 각자의
견해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75 예를 들어, 여성과 여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제고
(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하며, GBV 대응과 전반적인 인도적 대응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여성과 여아의 참여는 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과 자원을 토대로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킨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취하는 조치들은 기존의 여성 주도 및 커뮤니티 기반 보호 메커니즘의 발전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촉진하고 도와야 하는데, 이는 특히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공적인 대응 시스템과 서비스가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는 여성과 여아의
존엄 회복, 개인의 회복탄력성 강화와 같이 인도적 대응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한 기량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피해 커뮤니티의 여성과 여아가 개인적으로든, 지역여성운동 단체나 집단을
통해서든 인도적 대응 과정에 참여하면, 지역의 역량이 향상되고, 주인의식이 고취되며, 회복탄력성이 길러지고,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76
정기적인 피드백 또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통한 여성과 여아의 참여는 GBV 위험 경감 활동과 커뮤니티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비의도적인 해로운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참고). 피해인구에 속하는 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예방 및 경감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소외된 개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여성과 여아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고 맥락에 맞는 인도적 대응에
필요한 모니터링 및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77 GBV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반발을
피하고 GBV 서비스가 잘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비롯한 남성과 남아를 참여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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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의사결정자와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하면, 더 폭넓은 커뮤니티의 이해와
GBV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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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위험, 여성 및 여아가 인도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약(
예: 지원 시기, 지원 장소, 활동의 안전성 등) 등에 대해 (최소한) 분기별로 여성 및 여아와 논의한다.
그러한 위험을 다룰 전략을 개발하고, 논의를 나눈 여성과 여아 및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예: 여성과 여아를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고용하고, 교통수단과
통역 서비스 제공), 여성과 여아가 프로그램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요소를 파악하고 다루며, 특정 여성 및 여아의 GBV 위험을 높이는 구체적인 장벽과 차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78
여성 및 여아와 함께 가장 소외되고 위험에 처한 인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한다.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와 함께 진행하는 모든 표적집단토론과 핵심 정보제공자 인터뷰가 여성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모든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물리적 공간과
청소년기 여아에 적합한 표적집단토론 질문을 갖추어 놓도록 한다.

아래 내용을 비롯한 국제참여기준(international participation standards)79을 존중한다.
• 여성과 여아는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정신
적 외상을 초래하거나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과 위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참여로 인해 보호 위험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80
후기 청소년기 여아와 노인 여성이 커뮤니티 리더십 구조 속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의 권리, 리더십 기술, 협상 기술, 대중 연설 등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 기준

• 여성과 여아와 소통하는 직원들은 협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돕는다.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젠더 불평등이나 GBV 대응 및 예방 문제를 다루는 여성 주도의 현지 여성 단체,
청소년기 여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청소년기 여아 주도의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고, 그러한 집단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지원(예: 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적절한 조정 모임에서 그들의
발언권 강화하기)을 제공한다.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직업 훈련, 소규모 자영업, 자산 관리, 천연자원 관리 등 경제적 권한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 부문 활동가들과 긴밀히 소통한다(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청소년기 여아가 권한을 강화하고 생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권력 불균형 문제를 확실히 다루고 여성 및 여아의 리더십과 의미 있는 의사 결정을 증진시키는 GBV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해력이 낮은 커뮤니티를 위한 그림 설명 등 현지 상황에 부합하고, 현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수용이 가능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참여시킨다(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
여성과 여아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명시된 분쟁 해결 및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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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권한 강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권한 강화란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만의 안건을 설정하고,
기술을 습득하고(또는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립 능력을 기름으로써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82 권한 강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절차 및 제도(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영속화하는 구조와 제도도 포함)
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 권한 강화라는 개념은 의미 있는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 변화 과업(social change work)83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84
권한 강화에는 여성 및 여아가 남성 및 남아와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럴 자격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여성과 여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행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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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 및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수반되어야 한다.85 여성과 여아가 권한을 강화하려면 자신의 권리(예: 교육 및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자원과 기회(예: 토지와 고용)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전략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한다.86 권한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보면 권력, 통제, 폭력 등 어려운 사안들에 관한
논의가 생존자의 피해 사실 공개로 이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대응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구축해야 한다.
젠더 불평등을 다루는 것은 참여 및 권한 강화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룬다. 모든 인도적 지원 실무자들과 GBV
프로그램은 젠더 불평등을 다루고, 인도적 긴급재난 시 프로그램 설계에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며, 다른 부문에서도 젠더 평등을 고취해야 한다(『IASC GBV 지침』과 서문 참고).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설계하려면 여성, 여아, 남성,
남아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파악하고 다루어야 하며,
여성과 여아의 역량과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고취시켜 그들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기준 13: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참고). 이렇게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참여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여성 및 여아가
인도적 대응에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참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권한 강화를 고취하는 환경은 여성과 여아가
광범위한 커뮤니티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젠더 불평등을
다루는 것은
참여 및 권한 강화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룬다.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87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인도주의적 공간이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리더십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고 그로써 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설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GBV 예방을 위한 접근법들도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여성과 여아의 주체성을 증진시키고 여성 및 여아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권한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은 사람들의 반발을 막고
젠더 평등을 향한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성과 남아의 참여를 안전하게 이끌어내는 과정을 여성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도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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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

핵심 지표
⦁

접근성이 악화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하고도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의 특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

⦁

인도적 필요 개괄(Humanitarian Needs Overview, HNO)이 젠더 분석,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짐88

⦁

지역여성단체와의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 내용이 인도적 필요 개괄(HNO)/인도적 대응 계획

⦁

GBV 조정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주도단체 및 집단의 비율

⦁

국가별 공동 지원 기금(Country-based Pooled Funds, CBPF)을 통해 자금을 직접 지원받는
여성주도단체 및 집단의 비율

세부 지침
1. 여성 및 여아의 참여를 가로막는 제약 극복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Humanitarian Response Plan, HRP)에 통합됨89

회의나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여성과 여아가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90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기존의 장벽은 인도적 위기 상황 속에서 변했을 수도 있으며, 인도적

기본 기준

여성 및 여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해당 여성 및 여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응이 전개됨에 따라 서서히 변하게 될 것이다. 안전보장 관련 우려사항들은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더
촉진하거나 더 가로막는 식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가로막는 제약을 극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회의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및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알리는 방식

⦁

이동이 필요한 경우(안전한가? 교통수단은 이용 및 접근 가능한가? GBV 프로그램 주체들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기 여성, 노인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가 혼자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이동성(여성과 여아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지/쉘터를 떠날 수 있는 상태인가? 여성과 여아가 이동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동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가?)

⦁

시간에 대한 보상(즉, 음식/음료나 비식량 물자 등 현물 보상)

⦁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게이트키퍼(gatekeepers)”(예: 커뮤니티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금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 여부

⦁

장소의 안전성 및 커뮤니티에서의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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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웃리치 전략(예: 해당 커뮤니티 출신의
자원봉사자 참여시키기, 보육 시설 제공하기)

⦁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사회적
변화의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 여성의 경험, 위험, 관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촉진 활동(어떤 여성 및 여아 집단이 어떤
촉진자나 타 집단 구성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낄 것인가?)91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시간 및 다른 제약들로 인해 친밀감(rapport)을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여성과 여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신뢰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92 GBV 생존자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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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외된 여성과 여아를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 고정식 또는 이동식 공간에 관한 특별 논의 자리를 마련해
안전한 참여를 북돋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인도적 대응을 현지화할 때에는 인도주의 상황 속에서 GBV를 다루는 데 필요한 현지 차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여성운동에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여성단체에 대한 투자는 GBV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GBV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촉진하고 긴급재난 이후에도 서비스가 장기간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여성단체로 물질적, 지적, 재정적 자원들이 이전되도록 해 줄 것이다.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사회적 변화의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 여성의 경험, 위험, 그리고 관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93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기존의 여성 주도 및 커뮤니티 기반
보호 메커니즘의 발전을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촉진하고
도와야 하는데, 이는 특별히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공적인
대응 시스템과 서비스가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참여 보장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가장 소외된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서비스와 그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검토하지 못하거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피해인구 내에서 가장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서문 참고). GBV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성 및 여아로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 민족적 및 종교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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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성, 청소년기 여아, 이민자, HIV와 AIDS에 걸린 여성과 여아, 상업적인 성착취에 동원되는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소외 집단에 속하는 남성과 남아
또한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으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94
여성과 여아의 권리 박탈은 사회적으로 가장 배제된 커뮤니티에서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기도 한다. 모든
여성과 여아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정보와 서비스에서 가장 배제된 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 한편, 목표 대상이 정해져 있는 지원은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거나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95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는 이재이주 및 분쟁 과정에서 자주 방치되고 배제된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설계와 이행, 모니터링 또는 평가 시 고려해야 할 대상에서도 누락되고 만다.96 포괄적인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에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참여란 소극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를 가진 여성 및 여아와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한 남성 및 남아의 지원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에 남성과 남아를 참여시키는 것은 젠더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해로운 사회적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각종 조사에서 배제되면 프로그램

GBV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남성과 남아는 파트너이자 지지자,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GBV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전략적 동맹을 파악하려면 남성 지도자와 게이트키퍼, 특히 종교지도자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참여시킬 구체적인 전략들을 여성과 여아가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여 시행해야

기본 기준

규범을 변화시키고 여성 및 여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97 일부 남성과 남아는

한다(기준 13: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참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파악된 남성들은
긍정적인 젠더 관련 태도와 행동의 모범이 됨으로써 차별적인 사회적 규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남성과 남아가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관행에서 벗어날 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GBV를 부추기는 젠더 역할과 사회적 규범은 삶의 주기 전반에 스며들어 있지만, 젊은 남성과
남아들은 젠더 평등 메시지나 남성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에 더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GBV
예방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98
남성의 참여가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부가 되려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남아를 참여시키기 위한 개입 조치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서로 연관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젠더 역할에 따라 자원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수준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재난 상황은 개인,
커뮤니티, 기관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진입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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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여아의 참여는 각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역량과 자원을 토대로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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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모니터링

16

아래 질문들은 GBV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모니터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여/접근/리더십: 모든 소외된 집단 출신의 여성과 여아는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러한
여성과 여아의 참여 범위는 어떠한가(참여 조건은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여성과 여아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이며, 그러한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의사결정이나 리더십 발휘 측면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여성과 여아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할 고위험 집단이 있는가?

⦁

부정적인 결과/역효과: 사업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악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바꿀 방법은 무엇인가?

⦁

형평성: 여성과 여아 중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다른 위험군이 배제되고 있는가? 배제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

권한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으로 여성과 여아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100

도구 및 참고자료
Abdul Latif Jamal Poverty Action Lab (J-PAL) (2018). A Practical Guide to Measuring Women’s
and Girls’ Empowerment in Impact Evaluations. https://www.povertyactionlab.org/researchresource/practical-guide-measuring-women-and-girls-empowerment-impact-evaluations.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2018). Girl Shine Program Model and Resource Package
for the Protection and Empowerment of Adolescent Girls in Humanitarian Settings. Available
from: https://gbvresponders.org/adolescent-girls/girl-shine/.
Population Council, Inc. (2010). Girl-Centered Program Design: A Toolkit to Develop,
Strengthen, and Expand Adolescent Girls Programs. https://www.popcouncil.org/research/girlcentered-program-design-a-toolkit-to-develop-strengthen-and-expand-ado.
Rahman, M.A. (2013). “Women’s Empowerment: Concept and Beyond,” in Global Journal
of Human Social Science Sociology and Culture, Vol. 13, Issue 6. https://globaljournals.org/
GJHSS_Volume13/2-Womens-Empowerment-Concept.pdf.

기본 기준

Cornwall, A. (2014). “Women’s Empowerment: What Works and Why?” in Special Issue: Aid
for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28, Issue 3.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jid.3210.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Action Aid (2016). On the Frontline: Catalysing Women’s Leadership in Humanitarian
Action. https://actionaid.org.au/resources/on-the-frontline-catalysing-womens-leadership-inhumanitarian-action/.

UNICEF & UNFPA (2016). The Adolescent Girls’ Toolkit for Iraq. https://gbvguidelines.org/en/
documents/adolescent-girls-toolkit-iraq/.

17

기준

3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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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담당 직원들을 고용하고 교육하여 그들이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킨다.

G

BV 프로그램 설계는 전문 지식, 기량, 태도를 갖춘 헌신적인 직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
최소기준 3에서의 “직원”은 고용 상태(employment status)와 무관하게 GBV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팀 구성원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특히 긴급재난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인도적 대응

의 회복 단계로 넘어갈 때 커뮤니티 수준에서 가치 있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도 포함된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고유의 도전과제와 위험에 자주
직면한다.101
인적 자원은 긴급재난 시 GBV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과 기본적인 GBV 프로그램 개념에 대해 반드시
교육되어 있어야 한다.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GBV 프로그램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예: GBV 사례 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GBV 예방, 여성의 권한 강화, 생계 등)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각자의 시간을 할애해 GBV 예방 및 대응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직원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 설계와 직원의 웰빙을 보장하려면, 관리자들은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멘토링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 특히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GBV를 다룬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회복탄력성과 안전상의 특수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102, 103, 104 인도주의 기관들은 직원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법적 및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105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한 활동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돌봄 의무(duty of
care)”는 “직원에게 피해나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경감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기관 측의 포기 불가능한(non-waivable) 의무”에 해당한다.106, 107 기관과 경영진의 지원이 불충분한 상황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108 관리자들은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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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그램 분야에서 내부 직원 역량 조사를 실시하여 지식, 역량, 태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며, 직원의 역량을 구축하고 파악한 필요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긴급재난 시 GBV 대응을 위한 GBV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GBV Core Competency Framework)
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이 명시된 직무 개요(job profile)을 작성한다.
GBV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기술적·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GBV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각 직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음109을 인지한다.
GBV 교육 자료를 모든 직원과 공유한다.









































































긴급재난 상황에 놓인 직원들의 웰빙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 직원의 자기돌봄과 안전을 우선시한다. (예: 명확한 직무 기술서, 체계적인 신입직원 교육과 운영
지원,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무, 명확한 근무 시간, 적절한 보험과 긴급의료 제공, 육아 휴가,
복잡한 인도적 긴급재난 상황에 있는 직원을 위한 정기 휴가(Rest and Relaxation, R&R) 및
본국 휴가(home leave), 직원의 웰빙을 위한 활동 등)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프로그램팀을 구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설계를 촉진한다.

회
복

여성 직원 및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직원을 비롯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 및 지원을 갖춘 GBV

대
응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대
비

핵심 활동

• 직원들이 삶의 질과 안전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인도적 대응 상황 속에서 직원의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하고 자금이 제공되는
계획을 실시한다.111
GBV 프로그램 관련 개입 전반에 필요한 직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직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조달 계획이 긴급재난 대응을 위한 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프로그램 관리 담당 직원들이 GBV 업무, 자기돌봄, 스트레스 관리 기술,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과
관련된 어려움을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모범이 되도록 한다.
고충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규정된 정책과 절차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기본 기준

• 직원을 위해 건강 관리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한다.110

커뮤니티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이 커뮤니티 구성원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 내재된 압박감과
위험을 인정한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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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

모든 GBV 프로그램의 직무 개요가 GBV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음

⦁

직원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에게 매달
정기적인 지원 및 GBV 전문가와의 지도감독 세션이 제공됨

⦁

모든 GBV 프로그램이 직원의 안전과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과 관련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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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음
⦁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신입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비율

⦁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연락 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주 16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기준이 준수됨

세부 지침
1. GBV 핵심 역량을 맥락에 맞게 적용
GBV 책임 영역(AoR)은 2014년에 『Core Competencies for GBV Program Managers and
Coordinators in Humanitarian Settings』(이하 『GBV Core Competencies』)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113
이 프레임워크에는 효과적인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기량과 능력 및 지식을
포괄하는 일련의 핵심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하단의 상자 참고). 핵심 역량을 바탕에 둔 고용을 지원114하기위해
개발된 이 프레임워크는 직원 채용 및 배치, 역량 개발, GBV 프로그램 관리자 및 조정관을 위한 성과 평가와
관련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지원자의 자격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자가 가진 편견과 태도
및 신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BV 프로그램 전문가의 핵심 역량에 대한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험, 맥락에 대한 지식, 관계,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 피해인구에 대한 이해도가 갖는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석박사와 같은
고학력을 요구하는 조건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숙련된 직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115 현지에 있는
여성 및 단체들은 여성의 삶이 어떠한지, 커뮤니티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하는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고 유지되는지 등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노련한 “인식자(knowers)”다. 현지 맥락에 대한 지식은 프로그램 설계, 서비스 제공, 적절하고도 안전한
옹호 활동을 뒷받침해 준다.116 『GBV Core Competencies』프레임워크의 일부분으로서 현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지닌 전문 지식과 역량 및 기량을 이해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지 활동가들은
접근성 및 특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처음에는 핵심 역량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 맥락과 연관되어 있고 고유의 가치를 지닌 각자의 지식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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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GBV 프로그램 관리자 및 조정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
⦁

GBV 이행 원칙을 비롯한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

젠더 평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젠더에 관한 분석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추진하며, 통합시킨다.

⦁

GBV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GBV에 대한 다부문적 대응(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안전 및 법적 대응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인도적 지원의 구조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인도적 지원의 구조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

⦁

현재 GBV 예방 이론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고, 인도적 대응의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GBV 예방 및 행동 변화
전략을 파악하고 적용한다.

⦁

『Handbook for Coordinating GBV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 (Gender-based Violence
Area of Responsibility)』(2019),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BVIMS), 긴급재난 시 성폭력에 대한 연구와

⦁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성인 학습(adult learning)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

커뮤니티와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동원할 수 있도록 참여적 접근법을 적용한다.

⦁

혁신적인 GBV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하고 GBV 관련 맥락과 추세 및
취약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GBV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전략적인 계획을 제공한다.

⦁

인도주의 자금 조달의 핵심 과정 등을 비롯해,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모금 방법을 확실히 이해한다.

⦁

GBV 예방 및 대응과 GBV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옹호한다.

⦁

GBV 예방 및 대응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부문들을 지원한다.

⦁

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 적용과 관련된 (윤리를 비롯한) 핵심 사안들을 이해한다.

⦁

효과적인 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공감 능력을 갖추고 공감을 표현하기, 적극적인 태도로 경청하기, 존중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고

기본 기준

파악하고, 맥락에 맞게 바꾸어 적용한다.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기록 및 모니터링을 위한 WHO의 윤리 및 안전 관련 권고사항, IASC의 『IASC GBV 지침』 등 핵심 GBV 도구를

촉진하기 등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활용한다.
출처: GBV Area of Responsibility Learning Taskforce Team 2014,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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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의 안전 및 돌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
인도적 지원 기관은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GBV 담당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고유의 안전 관련 위험에 자주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기관에서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팀은 모든
잠재적인 위협과 보호 관련 우려사항을 다루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
GBV 생존자와의 작업은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직원들은 흔히 일상적 스트레스, 누적 스트레스,
번아웃, 대리적/부차적인 정신적 외상, 위기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critical incident stress)를 경험한다.
대리적/부차적인 정신적 외상은 직원이 생존자와 관계를 맺는 능력에 변화가 생기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외상은 보통 타인의 고통에 장기간 노출된 이후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과정을 거친다. GBV 조정관 및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지해야
하며, 직원의 안전과 웰빙을 확인하고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례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GBV
팀 회의, 개별 면담, 사례 관리 지도감독, 임상 지도감독은 직원들의 웰빙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117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긍정적인 활동과 해소법 찾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전부 직원의 업무 성과와 전반적인
웰빙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118 관리자는 직원들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이 각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 외상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특히 사례관리직원(caseworkers)은 GBV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과
연민과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절한 지원과 지도감독이
제공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례관리직원은 압도감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절망감이나 무력감까지 느끼게 될 수 있다. 사례관리직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생존자에게 최선의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능력을 북돋으려면, 지도감독자와 인도적 지원 기관이 직원의 웰빙을 위해 헌신하고
직원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119
리더십은 직원의 안전 및 웰빙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는 모든 GBV 담당 직원이 안전한 상태에서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볼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GBV 담당 직원의 자기돌봄과 그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관리자가 다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이다.120
지도감독자나 관리자의 역할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정의해 두어야 한다. 직원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토콜 및 자원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자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증대되거나 직원들이
번아웃 증세를 보일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팀
내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조직 환경도 대리적인 정신적 외상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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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 및 평화유지 분야의 국제 활동가들이 다해야 할 책임으로, 유엔, 비정부기구(NGO), 정부간 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도적 지원 수혜자들, 피해인구 구성원들122, 기타 인도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적
착취 및 학대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모든 인도적 지원 기관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변용 또는 개발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행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존엄과 존중의 태도에 기반한 대우를
받고, 괴롭힘이나 성희롱, 권력 남용, 차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안전은 직원을 위한 돌봄과 지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Personnel』에 제시된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와 조정: 효과적인 정책 개발과 이행, 협력적인 체계, PSEA를 전담하는 부서/담당자
2.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대와 지원: PSEA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혜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방법 등에 관한 본부와 현장 사이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3.	예방: 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착취 및 학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메커니즘,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Minimum Operating Standard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Own

4. 대응: 내부 고충처리와 조사(investigation)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123
관리자 및 인적자원 담당 직원은 모든 직원이 PSEA에 대한 교육을 받고 행동강령에 서명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기본 기준

효과적인 직원 채용 및 성과 관리

있다.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사건을 보고해야 할 개별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의무 신고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생존자는 GBV 생존자이므로 기존의 GBV 서비스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이들을 위해
별도의 연계 경로(referral pathways)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 GBV 대응 시스템은 인도적 지원 활동가나
인도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들에 의해 성적 착취와 학대를 경험한 여성과 여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적절한 연계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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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생존자가 성폭력,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 기타 다양한
형태의 GBV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등 양질의 생존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와 함께 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차단
및 경감해 주는 연계 서비스를 받는다.

이 최소기준은 (1) GBV 생존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보건의료 활동가, (2) GBV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차원에서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활동가와 조정하는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을 위한 것이다.

비

밀유지가 보장되고, 연령에 알맞고, 생존자에게 공감하며, 적정 수준의 질을 갖춘 보건의료 서비스는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GBV에 대한 다부문적 대응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적정 수준의 질을 갖춘 보건
의료 서비스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한 위험군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도적

긴급재난으로 인한 참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124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GBV 생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인 경우가 많고, 생존자들이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GBV 대응: 개괄

연락을 취하는 유일한 대상일 때도 있다. 보건의료

1.	생존자 중심의 돌봄과 일차적인 지원(심리적

서비스 제공자들은 긴급재난 발생 시 최전선에서
GBV에 대응하는 이들로, 보호 및 기타 우려사항들을
판단하고, 신체적 및 정서적/정신적 필요를 다루고,

응급처치)을 통해 기본적인 정서적 필요 충족
2.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생존자들을 식별하고
돌봄 제공
3. 성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임상 치료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다른 지원 서비스로의 연계를

4. 보건의료 활동가 교육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정과 안전하고

125

보건의료 서비스는 생존자의 성별과 연령 및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6. 정신건강관리 또는 추가 서비스로의 연계
출처: WHO 2017a.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여러
장벽에 부딪히는 여성과 여아, 성적 학대 생존 남성, 아동 전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성적 학대 생존 아동들이
지닌 각각의 필요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세부 지침 1, 2, 3, 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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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Prophylaxis, PEP)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용품을 미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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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에 명시되어 있듯이,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필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긴급상황 발생 직후부터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담당 직원과 협력한다.127



보건의료 시설의 준비 상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의료 활동가들과
협력하고, 생존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대응이 사전에 마련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
GBV 생존자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GBV 예방 및 대응, 강간 피해에 대한 임상 관리,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등에 관한 교육과 지원 및 지도감독을 통해 조산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특히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상이나 외과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해 더 복잡한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보건의료를 비롯한 기타 서비스 및 서로 다른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잇는 안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한다.
GBV 생존자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수단을 비롯한
안전한 이동 수단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부문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는 GBV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 부문
담당자가 GBV 회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보건의료 활동가들이 의료계 및 비의료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GBV 생존자의 연령과 젠더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공감적이며 생존자를 중심에 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GBV 생존자가 가진

프로그램 기준

GBV 생존자가 WHO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곧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담당 직원과의 협력한다.126

필요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BV 생존자가 연계 서비스 및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전통 산파(traditional birth attendants), 기타 커뮤니티 기반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각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연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활동가들과 협력한다.
성폭력 생존자를 안전하게 연계하는 일의 시급성과 그 절차를 커뮤니티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커뮤니티 지도자와 협력한다. (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 한해
실시.)
긴급재난 상황에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및 조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커뮤니티를 이 과정에 참여시킨다. (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에 한해 실시.)
긴급재난 발생 직후 및 전환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포괄적인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를 재구축하고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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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생존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보건의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생존자들은
수치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파트너/가족의 거부, 기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보건의료
(또는 기타 부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다.128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여성과 여아에게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생존자 중심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GBV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해야 할지와 관련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 생존자는 자신이 가진 GBV 관련 보건의료 문제를 털어놓기를 꺼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생존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여성 직원이 상주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태도로 올바른 질문을 한다.

⦁

보건의료 시설 내에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 생존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 필수 의약품과
용품, 문서화 및 연계 시 따라야 할 비밀보장 메커니즘을 갖추어 놓는다.

⦁

보건의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 자료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을 확실하게 명시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GBV와 관련해 생존자가 털어놓는 모든 내용이 존중과 공감 및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다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상황에 따라 생존자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받기도

의무 신고(Mandatory reporting)

하는데, 이는 모범 사례에 반하는 조치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성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의

GBV 및 보건의료 활동가들에게는 경찰과

폭력 사례를 경찰이나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 및 관련

조정을 실시하여 생존자들이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GBV 피해에 대한

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GBV 이행 원칙(기준 1 참고)과 충돌할 수도 있다.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 강력히

더 나아가 생존자가 성인인 경우, 의무에 따른 신고는 해당

권고된다. 생존자로 하여금 먼저 경찰에

생존자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신고 절차는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혼외 성관계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여성이 보복을 당하거나,
양육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관련 우려사항이

받지 못하게 하거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다.129

제기된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신고가 강제될 경우, 동성관계가 범죄로 간주되는

생존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GBV 표준운영절차(Standing Operating
Procedures, SOPs)와 보건의료 활동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청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그러한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와 업무

경찰, GBV 프로그램 활동가를 잇는 연계

규정을 이해하고,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과

경로는 언제 어디에서 신고를 할 것인지를

비밀보장의 한계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결정할 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존자가

제공자들은 생존자들이 의무 신고 요건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적시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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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무 신고는 생존자(특히

보건의료 담당자가 방문할 때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고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
출처: WHO, UNFPA and UNHCR 2019.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생존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사례 관리 서비스로 생존자를 연계(기준
6: 사례 관리 참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고, 섬세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접근성이 좋은(예: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고, 찾아가기 쉽고, 생존자를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생존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생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점을 얻고
가족과 커뮤니티 및 사회는 광범위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회복 과정을 개시할 수 있다.130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심리사회적 지원, 법률 서비스, 쉘터 지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131 비밀유지, 존중,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생존자가 파트너나 가족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추가적인 위해를 당할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성폭력 예방 및 관리가 질병, 정신적 외상, 장애,
사망을 예방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SP)
⦁

보건의료 부문/클러스터로 하여금 MISP 시행을 주도할
인도주의 기관을 파악하게 한다.

간주된다. 이는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SP)
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132 MISP

⦁

성폭력을 예방하고 생존자의 필요에 대응한다.

는 긴급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제공되어야 할

⦁

HIV 감염을 예방하고, HIV 및 다른 성매개감염으로 인한
이환율(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을 줄인다.

돌봄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Sphere 핸드북:
⦁

산모와 신생아의 초과 이환율 및 사망률을 억제한다.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기준 및 HIV에 관한 기준

⦁

의도치 않은 임신을 예방한다.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

성과 재생산에 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의

HIV Standards)의 일부를 이룬다.133 MISP
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며,
특히 여성과 여아의 이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조정된 최우선 활동들을

계획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차 보건의료 서비스에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급격히

통합시킨다.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다룰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부문/클러스터의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출처: IAWG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2011.

통해 생존자가 경험한 폭력의 장기적인 부정적

프로그램 기준

긴급재난이

영향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MISP
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d Fund, CERF)의 생존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CERF 기금으로 보건의료 프로그램134 및 대비 계획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세부 지침 2 참고).
강간 및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은 인도적 대응에서 주요한
간극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강간 및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임상 관리를 위해 마련된 프로토콜을 시행해야
할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135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강간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및 여러 형태의
GBV 피해에 대해 임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세부 지침 1 참고). 그러한 서비스에는 일차적인
지원/심리적 응급처치, 응급피임약 제공, HIV 사후예방처치(PEP), 성매개감염의 치료, B형 간염 예방접종,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생존자에 대한 식별 및 돌봄(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할 위험에 대한 조사, 부상
치료, 기타 신체적 돌봄도 포함), 우울증이나 자살충동 또는 자살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원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조혼 생존자의 보건의료 관련 필요(예: 높은 임신 위험성,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와 여성성기훼손/절단와 관련된 합병증(예: 통증, 출혈, 요로 및 질 감염, 월경 장애, 출산 합병증
등)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를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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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섬세하고, 비밀유지가 보장되며,
접근성이 좋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생존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회복 과정을 개시할 수 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 사건 발생 즉시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피임약과 HIV
PEP처럼 강간 사건 직후에 취해져야 할 몇몇 조치들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들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에 PEP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과 여아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PEP를 받을 수 있도록 재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본 최소기준의 핵심 활동들은 보건의료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립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된 옹호 활동을 시행해야 하는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IASC GBV Guidelines and
Clinical Management of Rap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Survivors: Developing Protocols for
Use in Humanitarian Settings』에서 제시하는 활동들은 일차 보건의료 등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도주의 기관들의 GBV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GBV 담당자들을 지정하여
그들이 GBV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지표
⦁

모든 보건의료 시설에 훈련된 직원, 충분한 용품, 강간 생존자에게 임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가
국내 또는 국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갖춰져 있음136

⦁

MISP가 인도적 위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시행됨

⦁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역할이 (긴급재난) GBV 표준운영절차(SOPs)에 통합되고 연계 경로에도 포함되어
있음

⦁

모든 GBV 생존자137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생존자를 중심에 둔 방식에 따라 존엄성을 존중받고
안전감을 느꼈다고 보고함138

⦁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강간 생존자가 관련 사건 또는 노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PEP를, 120시간 이내에 응급피임약을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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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강간을 당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아니다.
강간 여부의 판단은 법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사건의 세부사항을 기록하며,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의뢰인의 동의에 따라 향후 법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다.

어떤 여성이나 여아의 성경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아니다.
WHO와 재생산 건강에 관한 기관 간 실무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은 ‘처녀성’ 검사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침해하며,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웰빙에 해로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녀성’ 검사는 여성 생식기의 구체적인 모양을 근거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라는 점에서 의사나 보건의료 전문가가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출처: WHO 2014; IRC 2018k.

세부 지침
1. 강간 생존자에 대한 임상 관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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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성과 여아가 불필요한 성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예방 또는 치료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 받아야 한다. 특히 HIV나 다른 성매개감염에
대한 PEP를 실시하고 임신을 예방하려면 72시간 이내(최대 120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존자가 72시간이 지난 후에 조치를 받으러 오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기준

강간 생존자를 포함한 성폭력 생존자들은 부상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아야 하며, 성매개감염을

여성이나 청소년기 여아가 72시간/120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방 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일차적인 지원과 B형 간염 예방접종, 임신 및 HIV 등의 성매개감염 테스트
(단, 테스트는 HIV 관련 상담과 검사 및 치료 서비스로의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와 정신건강 평가를
비롯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한
임신중절 치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로 연계해 주어야 한다. 강간 생존자를 위한 임상 치료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공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담당 직원은 신체 검사 시행과 기록, 치료 제공, 생존자의 의사에
따른 다른 서비스(예: 사례 관리, 심리사회적 지원)로의 연계 등 강간에 대한 임상 관리 교육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보건의료 담당 직원은 생존자 중심의 돌봄을 비롯해 고지에 입각한 동의, 비밀보장, 존중, 비차별 등 GBV
이행 원칙(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여성 보건의료 담당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 GBV에 관한 교육을 받은 커뮤니티 보건의료 담당자나 기타 지원 제공자들은 여성 생존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생존자가 진료소나 병원으로 이동할 때 동행해야 한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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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SP)
인도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비롯한 모든 개인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해 최상위 수준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141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피해인구는 긴급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인명을 구조하고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SP)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142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및 서비스로의 전환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MISP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치료 및 돌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적 위기 시작 시점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조정된 방식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전인적이고 생존자를 중심에 둔 돌봄
패키지에 의학적 치료가 포함되고, 이 치료를 숙련된 보건의료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143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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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기타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관련 사안을 미리 조사하는 것은 MISP 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144 MISP
에 포함된 생존에 필수적인 최우선 활동들은 『Sphere 핸드북: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의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기준 및 HIV에 관한 기준145에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긴급재난 발생 시점으로부터 몇 주 혹은 몇 개월 동안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과
여아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사망이나 장애로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기반으로 한다.146

3.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한 생존자의 구체적인 필요 충족
임신한 여성 생존자
임신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강간으로

모든 보건의료 담당 직원은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인한 임신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

일이다. 임신 중에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일차적인 지원/심리적 응급처치와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청소년기 여아는 유산, 임신성 고혈압,

지원을 제공한다. 일시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는 생존자에게는 이것이 충분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조기분만, 간염이나 HIV 같은 전염병을 비롯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생존자를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합병증을 앓을 위험이 높다. 보건의료 서비스

없는 긴급재난 상황이라면 그 지원이 가장 중요한 도움이

제공자는 강간에 대한 임상 관리 차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임신과 관련해 그 어떤

될 수도 있다.
⦁

생존자가 보이는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부작용도 야기하지 않으며 임신 중 사용이

심각하거나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금지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평가해 본다. 가능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직원(기준 5: 심리사회적

한다.147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될 위험에

지원, 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이나

처한 여성과 여아는 응급피임약을 처방받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안전한

정신건강 상담사와 해당 생존자를 연결시켜주도록 한다.
⦁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 1개월, 3개월

임신중절 수술과 임신중절 후 사후관리를

후에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후속 만남을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신기간 중에는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두도록 한다.

친밀한 파트너의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32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및 성폭력의 모든 생존자에게

출처: WHO, UNFPA and UNHCR 2019.

보건의료
청소년기 여아 생존자
청소년기 여아는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GBV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집단이다. 이들은 성폭력,
성적 착취, 조혼의 피해자가 될 위험은 높지만,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소년기 여아의
연령이나 조기 임신의 위험, 의사결정권의 부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 등을 고려하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각별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여성 및 여아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도적
긴급재난으로 인한
참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GBV
생존 청소년기 여아가 피임 및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쉽고,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차별적이지 않은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각종 프로토콜을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148

남성 성폭력 생존자
남성과 남아도 강간 및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지만, 이들의 피해는 실제 일어난 일로 간주되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무력화하고,
지배하고, 훼손하기 위한 전술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성적 지향과 남성성을 둘러싼 금기를 비롯해 굳게 고착된
사회적·문화적·종교적 규범은 남성 생존자에게 낙인을 찍고, 수치심을 유발하며, 성인 남성 및 청소년기 남아가

프로그램 기준

문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기 여아 생존자의 연령에 맞고, 이해하기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조혼과 조기 임신이 초래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상의

사건을 신고하거나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성폭력은 남성 생존자 및 그들의 가족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과 웰빙에 상당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존자가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서비스, 안전보장 메커니즘, 법률 지원을 포함한 다부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 생존자는 치료 및 돌봄과 관련해 구체적인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다루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남성과 남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성폭력의 징조를 파악하고, 생존자를
중심에 두면서 낙인을 찍지 않는 비차별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149

성적 학대 생존 아동
아동은 연령, 신체의 크기, 의사결정 참여에서의 제약 등으로 인해 성인보다 성적 학대에 더 취약하다. 긴급재난
시에는 가족과 커뮤니티를 비롯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다. 이로 인해
아동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성적 학대로부터 여아와 남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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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와 남아는 침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교사, 부모, 돌봄제공자
같은 이들은 아동 성적 학대의 신호와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지원 서비스는 해당 아동이나
아동의 돌봄제공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비밀보장 원칙은 현지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아동 학대
사례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제한될
수도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아동최선의 이익과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아동을 위한 즉각적인 돌봄 및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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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존중,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생존자가 파트너나
가족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추가적인 위해를 당할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한다.150 아동 생존자 및 비가해 가족
구성원들(non-affending

family

members)

은 구체적인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맞춤형 대응과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상담과 치료는 해당 아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아동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가 적합한 수준이라면,
그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은 회복탄력성이 좋은 편이지만,
학대로 인한 영향은 아동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과 회복 및 치유 계획은 비가해 가족과
커뮤니티의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각 아동의 기량과 역량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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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5

심리사회적 지원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여성과 여아가 치유, 권한 강화, 회복에 중점을 둔 양질의
생존자 중심 심리사회적 지원을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받는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및 보호 부문 전반에 적용된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사회적 웰빙 및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최소기준 5는 심리사회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심리사회적 지원이 GBV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 정신건강 치료나 임상
치료는 ‘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다.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 및 활동으로는 GBV 사례 관리(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과 활동(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커뮤니티 지원
및 위험 경감(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참고) 등이 있다.

폭

력으로 인한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많은 GBV 생존자는 GBV를 둘러싼 침묵과 낙인,
가족과 커뮤니티의 지원 부족, 적절한 대응 서비스의 부족, 내면화된 수치심, 지속적인 GBV 가해로
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권력과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을 받는

다. 이 점에서 심리사회적 지원은 하나의 중요한 긴급재난 대응 조치이다. 그러므로 심리사회적 지원은 GBV에
특화된 모든 장단기 프로그램에서 핵심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152

양질의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생존자를 중심에 두고, 생존자의 연령에 적합하고, 개인과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며, 적극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153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에는 여성
및 여아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연대 구축을 위한 기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생존자의 안전, 치유,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대응 조치인 심리사회적 지원은 생존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최초 대응자를 통한
기본적인 지원에서부터 정신건강 비전문가가 제공하는 심리적 지원을 비롯한 보다 집중적 사례 관리(focused
case management) 지원까지 포괄한다. 여성과 여아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해당 여성과 여아가 경험한
폭력 및 차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36

대
응

회
복

대
비



















































































필요할 경우 임상 서비스/정신건강 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연결시켜주거나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연계 경로에 통합시킨다.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가(예: 등록 업무, 보건진료소, 커뮤니티 아웃리치 팀 관련 활동가 등)
에게 심리적 응급처치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핵심 활동

심리사회적 지원

가능하다면, 기존의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와 메커니즘 및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한다.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개인 및 집단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을 경험한 여성과 여아를 환대하고 포용하며,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다루되 그 과정에서

GBV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및 여아 생존자가 각자의 연령과 필요 및 맥락에 맞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 젠더 평등에 대한 믿음, 공감 능력,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GBV
대응 활동가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킨다.
여성과 여아에게 초점을 둔 모든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안전감, 평정심,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커뮤니티의 연대와 지원, 유대감, 희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154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공간을 개선한다(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성적 학대 생존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활동가들과 협력하고, 아동 생존자와 돌봄제공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을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여성과 여아에게 공유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심리사회적 지원

GBV 생존자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

교육하고, 그들이 (생존자의 피해 사실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서적 고통과 공포, 증거의 문서화, 차별, 안전 관련 사안, 근접성, 비용, 사생활 보호, 언어, 문화적
사안 등을 포함해, 여성과 여아가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들을

프로그램 기준

GBV 대응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GBV의 근본 원인과 결과 및 영향, 생존자 중심 원칙과 기술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155

치유와 회복을 증진시켜 주는 지지집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 및 여아와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과 자조 및 회복탄력성을 위한 전략들을 파악하고 촉진한다.
여성과 여아의 심리사회적 웰빙 향상을 위해 그들을 생계 활동 및 추가적인 서비스156로 연계시키는
것을 비롯해(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 재무 기술, 수리
능력, 문해력 등 각종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GBV 사례 관리나 전문 정신건강 치료가 여성 및 여아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를 GBV
대응 활동가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GBV 생존자 중 전문 정신건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생존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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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긴급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IASC 개입 피라미드

(일차 보건의료 담당 직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임상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숙련된 GBV 담당 직원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하는 체계적인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정서적 및 실용적 지원. 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커뮤니티와 가족에 대한 지원의 촉구 및 강화.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재통합 및
권한 강화 활동. 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세 번째 층:
집중적 비전문
서비스

두 번째 층:
커뮤니티 및
가족 지원

모범적인 인도적 지원 관행을 위한 옹호 활동: 안전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양질의 공감에 기반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이 존엄을 지켜주며, 대응적인(responsive) 안전보장 서비스
와 모든 부문에 걸친 GBV 위험 경감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 서비스. 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참고.

첫 번째 층:
기본 서비스 및
안전보장

출처: IASC 2007.

첫 번째 층: 기본 서비스 및 안전보장(Basic services and security)
첫 번째 층의 GBV에 초점을 맞춘 개입은 GBV 생존자 및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은 여성과 여아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해 줄 보호 및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

모든 서비스가 생존자를 중심에 두고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목적으로 제공되도록

“심리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지닌 심리적 측면과

보장함

인간을 둘러싼 환경 또는 사회적 배경 간의 상호작용을

생존자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배경은 학교나

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직장과 관련된 일상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이 맺는 관계,

위험을 높이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가족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문화적 전통, 경제 수준,

않도록 함
⦁

강조한다. 심리적 측면은 믿음, 사고, 감정, 행동 등 인간이

공적 사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정신적 웰빙이 해당

환경 및 상황과 관련된 GBV 보호 위협을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요소 모두에 의해 지속적인

파악하고 다룰 수 있는 예방적인 안전보장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리적(psychological)” 대신

및 보호 조치를 취함(기준 9: 안전 및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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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전문 서비스

경감 참고)

“심리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출처: GBVIMS Steering Committee 2017, pp. 9-10.

두 번째 층: 커뮤니티 및 가족 지원(Community and family supports)
GBV 생존자와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은 여성 및 여아는 주요 커뮤니티와 가족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면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GBV와 결부된 낙인을 커뮤니티가 이해하고 경감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생존자에 대한 커뮤니티의 수용과 지원을 증진함

⦁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을 지원하는 등 생존자 및 GBV 위험이 높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자조 및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을 실시함

⦁

생존자 중심의 전통적인 지원과 대처 메커니즘을 강화함

⦁

교육과 생계 지원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세 번째 층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개인 또는 집단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GBV 생존자에게
중점을 둔다. 생존자 중심의 다부문적 대응은 생존자 개개인이나 생존자 집단의 대응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총체적이고 조정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 관리를 실시함(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

유대감, 동료 관계, 자기효능감 및 커뮤니티 효능감, 평정, 휴식을 증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집단 심리사회적

심리사회적 지원

세 번째 층: 집중적 비전문 서비스(Focused, non-specialized services)

맞추지는 않는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 세션을 진행함(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

정보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

생계 개입과 사회적 또는 경제적 재통합을 위한 개입을 실시함

프로그램 기준

지원 세션을 비롯해, GBV 생존자를 포함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되 GBV 생존자에게만 초점을

최상층: 전문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
최상층에서는 앞선 세 가지 층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거나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적은 비율의 생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
집중한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숙련된 전문가가 심리적 또는 정신과적 평가, 치료, 돌봄을 제공함

⦁

다른 층에서는 다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개별 생존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정신과적 개입을
실시함

⦁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예: 사례 관리,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IASC 개입 피라미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세부 지침 1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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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생존자는 다양한 반응과 증상을 보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존자의 반응은 보통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157 GBV로 인한 영향은 개인, 가족, 경제,
사회문화, 환경 관련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요인에는 여성과 여아가 GBV에 처할 위험을 높이는
상호교차적인 불평등, 가해자와의 관계와 개인적·사회적 대처 및 지원 메커니즘, 폭력의 본질과 맥락, 사회적
낙인의 정도와 커뮤니티의 지원 및 수용의 수준 등도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는 통제권과 선택권을 행사하여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필요를 충족해 줄
물적 지원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심리사회적 및 정서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 포함된다.158 일부 여성은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본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회복한다. GBV 담당 직원은 생존자가 어떤 공유하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추가적인 심리사회적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지원이나 정신건강상의 지원을 받고 싶은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 주어야 한다.
성폭력은 남성 생존자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웰빙에 상당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숙련된
보건의료 제공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그룹을 통한 생존자 중심의 돌봄이
이러한 남성 생존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은 남성 생존자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GBV 연계 경로는 남성 및 청소년기 남아가
보건의료 시설을 통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고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티 지원 집단이나
생활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씌워진 낙인이 돌봄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때가 종종 있으므로 GBV 프로그램 활동가는 현지 직원 및 지도자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문화 내에서
그러한 낙인을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들을 파악하고, 수용 가능하며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지표
⦁

여성과 여아의 필요에 중점을 두고 현지 맥락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인도적 위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마련됨

⦁

연령에 적합한 양질의 집중적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focused psychosocial support services)를
여성과 여아에게 제공하도록 교육받은 GBV 담당 직원의 비율

⦁

집중적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표현한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여성과 여아의
비율

⦁

집중적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맞게 제공되었다고 보고한 (개인별 지원과 집단별
지원, 젠더,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여성과 여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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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
1.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IASC 개입 피라미드
긴급재난 발생 시 여성과 여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며, 각기 다른 유형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도표 2, IASC 개입 피라미드 참고). 기본적인 서비스와 치안 및 안전보장은 대부분의 여성과 여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커뮤니티와 가족 체계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웰빙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 또한 여성과 여아는
상담이나 사례 관리 혹은 숙련된 커뮤니티 활동가나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해 주는 정서적 및 실용적 지원과 같은
집중적 일대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특정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인구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현지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159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각각의

여성 GBV 생존자가 서비스와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GBV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즉시 안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여성 및 여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IASC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안전, 치유, 회복을

개입 피라미드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뉜 지원 서비스에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심리사회적 지원 개입이다.

서열을 매기지 않는다.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층은

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전부 중요하며, 모든 층의 지원 서비스가 동시에

심리사회적 지원

IASC 개입 피라미드는 긴급재난 시 다층화된 정신건강

GBV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 및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GBV 생존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라미드의 중간층(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집중적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세 번째
층)의 첫 번째 서비스는 보통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과 숙련된 GBV 지원 활동가들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160

프로그램 기준

이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족, 친구, 숙련된 GBV 지원 활동가들이 제공하는 시의적절하고 확실한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의) 지원은
생존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생존자는 지속적인 증상과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다. 생존자가 기분이나
생각, 행동 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면, 더 심각한 건강상의

전문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생존자의 징후
⦁

않거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존자가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러한

⦁

⦁

바탕으로 안전하고도 비밀이 보장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 질환에

생존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겨
지거나 그렇다고 알려진 경우

⦁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생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숙지하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생존자가 평상시처럼 활동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
또는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은 자신이

생존자의 대응이나 회복이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생존자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

⦁

생존자가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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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상 치료는 전문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전문 서비스
제공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절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문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GBV 프로그램은 보통 기본 서비스(첫 번째 층)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감에 기반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 제공자 및 부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GBV 예방 및 대응, GBV 이행 원칙
등을 교육할 수는 있다.
모든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자는 GBV가 초래하는 결과를 이해해야 하며, 생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공감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서비스로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GBV로 인한 잠재적인 심리적·사회적·의학적 영향을 이해하며,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생존자를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2.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
생존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과 여아의 다양한 필요(예: 안전보장, 생계 관련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커뮤니티 기반의 개입을 통해 가장 잘 제공될 수 있다.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은 IASC 개입 피라미드(도표 2 참고)의 두 번째 층(커뮤니티 및 가족 지원)
과 세 번째 층(집중적 비전문 서비스) 둘 다에서 제공된다. GBV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은 IASC 개입 피라미드의 두 번째 층에서 가장 많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나 기술 개발 또는 정보공유 그룹을 통해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공동의 활동들이 제공된다.
세 번째 층에서 제공되는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은 GBV 생존자가 커뮤니티에 재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를 강화해 줄 수 있다. 체계적인 집단 차원의 지원에는 동일한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몇 주에 걸쳐 여러 차례 세션을 진행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집단 세션은 구체적인
커리큘럼161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바느질이나 구슬 공예, 재정 관련 기본 지식(financial literacy)을 위한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집단 세션에서는 보통 매주 다른 주제를 다루며,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
반응에 대한 이해, 회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메커니즘에 집중한다. 집단 세션
도우미들은 조직화된 집단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GBV 생존자들이 집단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들은 절대로 지원 대상을 생존자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존자의 GBV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GBV 생존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 달성이나
새로운 기술 함양에 집중하는 지지집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지지집단이 GBV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여성을 위한 센터나 안전한 공간에서 조직된 것이라면, 생존자들의 참여는 언제나 허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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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받는다는 사실과 생존자 본인이 자기 경험을 자유롭게 말하기로 결정할 경우 모든 참가자가 비밀보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심리사회적 지원 집단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는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유된 경험을 들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생존자와 다른
모든 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자료에 제시된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GBV 사례 관리는 IASC 피라미드의 세 번째 층에 해당하는
심리사회적 지원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GBV 사례 관리는 피라미드의 다른 층에 속하는 커뮤니티 내
자원이나 프로그램 및 다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생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생존자와 사례관리직원 사이의 지속성 있는 관계도 심리사회적 지원 개입에 해당한다. 사례 관리는 GBV
로 인한 결과 및 GBV의 역학관계, 이완 전략, 지속적인 안전보장 계획(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과 관련된
기술을 함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모든 생존자가 사례 관리 서비스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황상 적절하다면, GBV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인도적 대응 활동가는 생존자가 사례
관리의 전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 심리사회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로

GBV Area of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Medical Corps (IMC). 2018.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Training Course: Facilitation Manual.
Health and Human Rights Info (2014). Mental Health and Gender-based Violence: Helping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A Training Manual. Rev. ed. Oslo. https://www.hhri.
org/wp-content/uploads/2019/01/HHRI_EN_GBV.pdf.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15). Pocket Guide. How to support survivors of
gender-based violence when a GBV actor is not available in your area. https://gbvguidelines.org/
en/pocketguide/

프로그램 기준

도구 및 참고자료

심리사회적 지원

연계해 줄 수 있다.

__________ (2007).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Geneva. https://www.who.int/mental_health/emergencies/guidelines_iasc_mental_
health_psychosocial_june_2007.pdf.
IASC Global Protection Cluster Working Group and IASC Reference Group for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2010).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What Should Protection Programme Managers Know?
Geneva: IASC.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
MHPSS%20Protection%20Actors.pdf.
IASC Reference Group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2012). IASC Reference Group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Assessment Guide.
http://www.who.int/mental_health/publications/IASC_reference_group_psychosocial_support_
assessment_guide.pdf.
__________(2012). Assessing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Needs and Resources:
Toolkit for Humanitarian Settings. Geneva: WHO. https://apps.who.int/iris/bitstream/
handle/10665/76796/9789241548533_eng.pdf?sequence=1.

43

기준

6

GBV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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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생존자가 조정된 돌봄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하여 양질의 적절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사

례 관리는 생존자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하는 협력 과정이다. 효과적인 GBV 사례 관리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비밀보장
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생존자의 희망 사항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포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162 GBV 사례 관리는 각각의 생존자가 지닌 고유의 필요에 대응한다.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이 다부문적 GBV 대응 서비스(보건, 심리사회적, 법률, 안전보장 등)를 이용할지의 여부
와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잠재적인 결과(예: 의무 신고)와 관련해 선택을 내리는 등 고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163
GBV 사례 관리에 참여하는 숙련된 심리사회적 지원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가는 (1) 생존자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를 알리고

사례 관리의 단계

생존자의 동의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1.	소개 및 참여(engagement)

있고, (2) 생존자(상황상 적절하다면 생존자의 가족 포함)가 직면한

2. 사례 조사

문제들을 파악하고 조정된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며, (3)
사례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생존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3. 사례 관리 활동 계획의 수립
4. 사례 관리 활동 계획의 이행
5. 후속조치

GBV 사례 관리는 GBV 생존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6. 사례 종결

지원을 받게 해 주는 주요 진입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 위기

출처: GBVIMS Steering Committee 2017.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확립된 보건의료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164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사례 관리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모든 사례 관리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다. 그렇지만 생존자의 즉각적인 필요와 선택은 항상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생존자의
안전보장과 보건의료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165 사례관리직원은 생존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생존자에게 가장 시급한 위험이나 필요를 조사하고 안전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존자가
원한다면 보건의료나 기타 중요한 서비스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166 급격하게 전개되는 긴급재난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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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사례관리직원은 먼저 안전한 연계 경로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서비스의
질을 조사해야 한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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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매핑(service mapping)을 실시하여 기존 서비스와 미비점들을 파악하고, 역량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다른 활동가(예: 보건의료와 아동 보호)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수립한다.
사례관리직원들이 생존자들에게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를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아동 보호, 보호, 법률
지원, 생계, 기타 연관성 있고 이용 가능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원하도록 만든다(기준 7: 연계

1:15~1:20 수준, 지도감독자와 사례관리직원의 비율이 1:5~1:8 수준이 되도록 한다.168
GBV 사례관리직원들이 생존자를 중심에 둔 방식에 따라 GBV 이행 원칙을 존중하면서 사례 관리의 각
단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169
다양한 형태의 GBV를 다룰 수 있도록 GBV 사례관리직원팀을 구성하고, 사례관리직원들이 양질의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지식, 기량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GBV 이행 원칙에 따라 GBV 담당 직원/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생존자를 사례 관리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계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GBV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한다.
여성 및 여아와 함께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안전한 장소를 파악한다. 여성과 여아가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에서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장소(WGSS)를 활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GBV 사례 조정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170
아동 보호 및 보호 담당 사례관리직원들과 함께 공동 교육, 조정, 대응 서비스에 대한 매핑을 실시하고,
청소년기 여아 및 남아에게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동 연계 경로
(joint referral pathways)와 표준운영절차(SOPs)를 마련한다.
상황상 안전하다면, 사례 관리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 커뮤니티가
참여하도록 만든다.
모든 여성과 여아가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서비스를
조정한다.
보건의료, 아동 보호, 장애, 기타 보호 부문 활동가 및 커뮤니티 집단과 협력하여 성폭력을 당한 남성과
남아가 적절한 진입점을 거쳐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171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에 관한 기준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참고).

프로그램 기준

GBV 사례관리직원을 충분히 채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례에서의 사례관리직원과 생존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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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참고).

조직의 GBV 사례 관리 프로토콜을 위한 정책 초안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들이 매일 수행해야 할 업무뿐만
아니라 생존자와의 연락 시간에 대한 제한, 사례 기록 보관, 고위험 사례에 관한 프로토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적 착취 및 학대 사례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상황별 의무 신고 절차, 커뮤니티 기반의 신고 메커니즘,
의뢰인 지원을 위한 조사 과정을 이해한다.
인도주의 기관 및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장벽을 완화한다
(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지도감독 및 사례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지도감독자가 GBV 사례관리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생존자에 대한 사례관리직원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한다
(기준 3: 직원에 대한 돌봄과 지원 참고).172
의뢰인의 만족도 설문조사, 사례 관련 기록에 대한 감사, GBV 사례관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지원 서비스 및 사례 관리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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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력 생존자
GBV 프로그램은 여성과 여아의 권리 및 보호 관련 필요를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남성 성폭력 생존자도 GBV
사례관리직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Interagency GBV Case Management Guidelines』는 남성
생존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며,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는 남아에게 특화된 지침을
제공한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남성과 남아, 특히 보호자와
분리 또는 보호자 미동반 상태이거나, 노동에 동원되고 있거나, 구금된 상태인 아동 및 청소년기 남아 등 남성 성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여성과 여아를 위해 마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는 남성 생존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여성과 여아를 위한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서비스를 통해 남성 생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다 보면, 여성과 여아의 접근성과 안전이 저해될 것이다. 남성 성폭력
생존자에게는 전문 기술을 갖춘 직원과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진입점이 필요하다. 남성과 남아를
위한 대안적인 진입점으로는 일반적인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보호 서비스, 보건의료 시설, 커뮤니티 센터, 장애
지원 센터, LGBTI 센터 등이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 남아에게는 아동 및 청년을 위한 보호 센터와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GBVIMS Steering Committee 2017, pp. 135~137을 참고하도록 한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는 GBV 대응에 있어서 양질의 GBV 사례 관리를 최우선 활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례관리직원을 포함한 모든 활동가는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뿐만 아니라,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통해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 지도감독, 경청, 평가, 계획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173
사례 관리와 관련된 논의는 생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사적인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
생존자의 거주지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비밀보장 가능성이 떨어지고 생존자, 사례관리직원, 커뮤니티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174 생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든 다른 어떤 모임 자리
(예: 정보 전달 활동)에서든 의도적으로 식별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는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을 활용하면, 여성과 여아는 비밀유지가 보장되고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 참고). 여성 GBV 사례관리직원은
모든 GBV 서비스 제공 주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GBV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라
대부분의 생존자가 여성 사례관리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성 GBV 사례관리직원은 생존자가 임상 치료와
사례 관리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가 통합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다.
사례관리직원은 생존자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필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존자와 협력한다. 사례관리직원은 이용 가능한 양질의 다부문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해 연계, 서비스 제공, 후속 조치가 조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175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경청을 포함한) 지속적인 소통과 정서적
지원은 모범적인 사례 관리의 기본이자 이 자체가 심리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기준 5: 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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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참고). 이때 사례관리직원에게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76 생존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표하고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다면, 사례관리직원이 (예: 생존자가 다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생존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177
사례관리직원은 절대 생존자와 가해자 사이를 중재해서는 안 되며, 생존자가 그러한 개입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재를 통해 폭력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으며, 중재로 인해
폭력이 악화되고 생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존자, 사례관리직원, 인도주의
기관 모두에게 상당한 위험이 된다.178 인도주의 기관은 중재 요청에 대한 생존자 중심 대응법과 관련해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례 관리 서비스의 이용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모든 생존자가 사례 관리 서비스를

성적 학대 생존 아동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이 연루된 성적 학대 사례에서는

사례관리직원은 생존자를 먼저 식별하거나 찾아나서지
말아야 한다.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은 각각의 아동은 고유한 존재이며

수도 있고, GBV 생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활동가가

결정과 활동은 해당 아동의 안전과 웰빙 및

다른 인도주의 부문(급수, 위생, 영양, 쉘터 등) 활동가일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도 생존자의 즉각적인 필요에

발달에 최선이 되는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 지침 2 참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GBV 서비스로의 연계를 돕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179
GBV 생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타인으로부터 받는 대우를 포함해 GBV 생존자가 받는 치료와 지원 서비스의

프로그램 기준

점을 인식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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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의해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또한 경우에 따라 숙련된 사례관리직원이 존재하지 않을

질은 그들의 안전과 웰빙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다른 생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주의 기관 내에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양질의 생존자 중심 치료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180
GBV 사례 관리에서의 비밀보장은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항상 생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생존자의 치료와
관계된 이들에게만 공유한다는 엄격한 정보공유 원칙을 통해 유지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수집 및 보관 관행을
통해 생존자 또는 사례와 관련된 서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참고).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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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

교육을 받은 이후, 양질의 GBV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지식 및 기량이 지도감독 기준
(supervision criteria)의 80%를 충족하는 GBV 사례관리직원의 비율182

⦁

각각의 GBV 사례관리직원이 담당하는 사례의 수가 최대 20건

⦁

각각의 GBV 지도감독자가 지원하는 사례관리직원의 수가 최대 8명

⦁

사례 관리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생존자 중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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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생존자의 비율183

세부 지침
1. GBV 생존자가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공통 서비스
GBV 생존자는 회복과 치유를 돕고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 주는 다양한 유형의 치료와 지원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

의학적 치료와 보건의료 서비스는 GBV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며, 여기에는 초기 검사와 치료, 후속 의료 관리, 서류 준비 같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 서비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

심리사회적 돌봄과 지원은 정서적, 심리사회적, 사회적 영향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위기 관리, 장기적인 정서적 및 실용적 지원, 정보 및 옹호 활동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준 5: 심리사회적 지원 참고).

⦁

안전 및 보호 관련 서비스는 안전 쉘터나 경찰 또는 커뮤니티를 통한 안전보장과 다른 곳으로의 이주 등을
통해 보호받기를 원하거나 추가적인 폭력에 처할 위험이 있는 생존자 및 생존자 가족을 위한 것이다.

⦁

(비공식적 및 공식적) 법률 및 법 집행 서비스는 생존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행사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기준 10: 사법 및 법률 지원 참고).

⦁

교육, 경제적 지원, 생계 기회는 생존자와 생존자의 가족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여기에는 기존의 생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계 경로와 GBV 위험을 경감하고
치유 및 권한 강화를 증진해 주는 맞춤형 경제적 개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

이재이주 인구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포함한 기타 보호 관련 서비스. 재정착, 현지 사회로의 통합,
자발적인 송환 등 영구적인 해결책을 고안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서류 준비 및 자격 부여를 돕는 서비스(예:
개별 배급 카드 지급)도 생존자의 안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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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신고
많은 국가에는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범죄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요구 사항이 생존자의 동의 여부보다 우선하게 된다.
생존자(및 돌봄제공자)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 절차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상의 요구 사항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모든
인도주의 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기관 간 프로토콜을 명확히 해두어야 하며,
피해 사례가 누구에게 보고될 것이고, 어떤 정보가 공유될 것이며, 생존자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하는지 등을
생존자에게 알려야 한다.185 의뢰인이 자살충동을 느낄 경우,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직원은 이를 지도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186
의무 신고는 GBV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도적 대응 활동가는 의무 신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를
비롯해 아동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의무 신고는 대체로 생존자(특히 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무 신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안전, 비밀보장,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등의 GBV
예를 들어, 성폭력이나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사례를 경찰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해당 생존자가 가해자나
가족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모든 인도주의 기관은 의무 신고가
생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 해당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의무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생존자는 사건을 신고하는 즉시 그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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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원칙과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비밀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밀보장과 관련해 현지 맥락에 어떤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프로그램 기준

제공받아야 한다.187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생존자에게 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밀보장을

3. 성적 학대 생존 아동을 위한 돌봄
아동 보호 담당 사례관리직원과 GBV 사례관리직원은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가 젠더
및 연령을 민감하게 고려한 사례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들은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사례 관리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교육 및 지속적인 멘토링과 지도감독에 참여해야 한다.188 아동 보호 담당 활동가와 GBV 프로그램
담당 활동가 모두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인도주의 기관들 간에 서비스 차원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마련해두는 것이 권장된다.189 성적 학대 생존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아동 보호 서비스와 GBV
대응 서비스가 모두 마련되어 있으면 연령 및 젠더를 민감하게 고려한 사례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되어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동 조정과 대응 서비스의 매핑에 참여하고,
공동 연계 경로와 아동 및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에게 특화된 지원 제공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 보호 및 GBV 대응 활동가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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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각자의 성숙도에 맞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이 자기만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며, 성인들은 어린 아동의 견해보다는 청소년들의
견해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190
아동최선의 이익은 좋은 돌봄의 핵심이다.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해당 아동이 돌봄과 치료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서적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상 적절하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및 아동의 돌봄제공자와 함께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에게 가장 덜 해로운 행동 방침이 우선시된다.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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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지속적인 발달에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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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상태라고 간주된다. 이들에게는 보통
자신이 받을 돌봄과 치료, 특히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은 현지 법률 및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바탕으로 고지에 입각한 동의나 승낙 의견을 표할 수 있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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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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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생존자들을 적절한 양질의 다부문 서비스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적시에 연결해 주는 연계 시스템이
존재한다.

인

도적 위기 상황에서 GBV 생존자는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 유능한 다부문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2) 생존자
가 적시에,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193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 경로

또는 시스템194이 필요하다.

연계 경로는 생존자가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사례 관리, 안전보장, 사법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융통성 있는 메커니즘이다.195 생존자 중심의 다부문 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잘 작동하는 연계 시스템은 생존자의 건강과 회복 및 권한 강화를 지원한다. 연계 시스템은 생존자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우선시하고 생존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 즉, 여러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존자가 어떤 종류의 돌봄은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연계 시스템은
⦁

서비스 제공 과정을 조정하고

⦁

GBV 생존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생존자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우선시하고, 생존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

생존자가 자신의 필요를 정의하고 어떤 대응과 지원을 통해 그러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긴급재난이 급격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현지
차원의 최소 연계 경로(minimum referral pathway)196를 마련하는
것이다. 완전한 연계 시스템과 표준운영절차(SOPs)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세부 지침 2 참고).197
초기 연계 경로(initial referral pathway)에는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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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안전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긴급재난이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성폭력과 친밀
한 파트너의 폭력이 만연
해지는 단계에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가 최우선적
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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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려 할 때 보건의료, 사례 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안전보장, 법률
지원/사법 시스템을 비롯한 GBV 대응 서비스를 연계 경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GBV 대응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매핑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 또는 갱신한다.
기존 GBV 서비스와 커뮤니티 기반의 구조를 바탕에 둔 잘 작동하면서도 현지 맥락에 적절한 연계
경로를 구축한다.
여성과 여아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과의 의미 있는 협의를 통해 GBV 생존자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예: 교통수단, 서비스에 대한 지식, 언어, 문해력, 장애, 연령 등)을 식별하고
다룬다.
서비스에 대한 초기 매핑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SOPs를 수립하여,
연계 경로가 생존자의 안전과 존엄을 증진시키고 정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최우선 서비스
(예: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를 비롯해, 장기적인 회복과 재통합을 지원하는 서비스(예: 생계
지원, 교육)도 연계 경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적합한 연계 경로를 구축한다.
연계가 진행되는 동안 생존자에 관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참고).
모든 여성 및 여아 집단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경로 정보 캠페인을 설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예: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현지 언어로 작성된 후송 카드/리플릿).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를 포함해 연계 경로를 최소한 반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고 갱신한다.

프로그램 기준

활동가들을 참여시키고, 아동 보호 담당 활동가와 GBV 프로그램 활동가가 합의한 연령 및 젠더에

연계 시스템

아동과 청소년기 여아 및 남아 생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매핑하는 작업에 아동 보호 담당

커뮤니티 지도자와 “게이트키퍼”가 연계 경로에 대한 인식 제고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여아,
남성, 남아가 GBV 서비스 및 연계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계 경로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 및 각 기관의 GBV 담당자에게 배포한다. 다른 부문에도
연계 경로 및 GBV 이행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기관의 담당자 및 담당 대리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GBV 연계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통의 도전과제를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연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회의를 수립한다.
여성과 여아가 연계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도치 않은
해로운 결과(비밀보장, 안전, 존중, 비차별 원칙의 위반, 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를 파악한다.
주기적인 신속한 현황 조사(rapid assessment)를 실시하여 생존자의 필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킨다.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도전과제들(예: 생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 조정된 서비스 제공과 사례 관리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53

연계 시스템 구축은 GBV 실무그룹 또는 GBV 하위클러스터
같은 조정 메커니즘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GBV 프로그램

서비스 매핑을 통해 조사해야 할 사항
⦁

무엇인가?

활동가가 현지의 모든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연계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

제공자와 관련된 변동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생존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해 오면, 서비스

지금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매핑과 조사 활동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 연계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서비스

긴급재난 발생 이전에 존재한 서비스는

⦁

서비스는 안전하고, 이용 가능하며, 충분한
인력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가?

⦁

서비스 제공 관련 최소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가? 최소 기준이 충족되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

제공자는 그들을 연계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생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연계 시스템은 현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역량에 대한 조정된
매핑이나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작업에는 연계 시스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각 행위자의 역량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서비스의 질은 문서로 기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니터링함으로써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GBV 이행 원칙(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에 따라 최소한의 돌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는 생존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는지, 담당 직원이 GBV 생존자의 임상 치료에 관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GBV 프로그램 활동가는 이러한 조사 활동을 직접 또는 다른 유관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핵심 지표
⦁

연계 경로가 마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서비스 매핑 및 SOPs가 구축되어 있음

⦁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평가됨

⦁

연계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만족했다는 의견을 보고한 의뢰인의 비율

⦁

GBV 정보관리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이 GBV 정보관리시스템 내에서 표준화된 GBV
관련 동의 양식과 접수 양식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함 변형하여 활용함

⦁

신고를 한 생존자가 권장 기간 내에 자신의 필요 및 고지에 입각한 동의에 따라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사례 관리, 법적 및 기타 서비스로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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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
1. 연계 시스템 및 GBV 이행 원칙
연계 시스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은 GBV
이행 원칙(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과 생존자 중심

연계가 완료되는 시점은?

접근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각종 정보와 선택지를

연계 서비스는 생존자가 연계된 서비스를 받을

생존자와 공유함으로써 생존자가 고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생존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때 완료된다. 다시 말해, 생존자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계시키는 것만으로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GBV

명백하게 표현할 때에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

사례관리직원이 부상을 입은 생존자가 치료를

제공자는 절대 생존자로 하여금 피해 사례를 신고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서비스로 연계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설득을 해서도, 강요를 해서도

경우, 그 연계는 생존자가 보건의료 서비스

안 된다.

제공자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완료된다.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있는 피해인구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GBV 활동을 다른 서비스 및
장소(예: 보건의료 센터)에 통합하며, 단순한 활동들을 GBV에 특화된 활동을 위한 일종의 진입점으로 활용하는
것(예: 생존자가 사례 관리 서비스 및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를 위한 일반적인
활동 조직하기)이 포함된다. 비밀보장이 지켜지려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생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생존자의

연계 시스템

생존자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에는

사람은 관계자로 한정되어야 하며,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생존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데이터 보호 정책을 고안하고 수립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준

서비스 접근을 돕는다는 목적 하에서만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GBV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생존자 중심의 다부문 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잘 작동하는 연계 시스템은 생존자의 건강과 회복 및
권한 강화를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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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표준운영절차(SOPs)
표준운영절차(SOPs)는 특정 상황에서 인도주의 기관들이 따르는 구체적인 절차와 합의로, GBV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맡는 각 활동가의 행동 계획, 역할, 책임을 제시한다. SOPs는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조정된 다부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과 GBV 이행 원칙을 보강해야 한다.
SOPs 개발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적절한 활동가가 참여해야 하고, 협력과 여러
인도주의 기관 및 부문 간의 교류, 커뮤니티의 참여, 협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GBV 예방 및 대응법에 대한 모든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GBV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상호 합의되고 문서화된 SOPs는 일종의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 인도적인 GBV 대응을 위한 모든 행동 계획에는 SOPs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각각의 인도주의 기관은 기관 간 SOPs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GBV 활동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부 정책과 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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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출처: IASC Sub-Working Group on Gender and Humanitarian Action 2008, pp. 2-3.

2. 잘 작동하는 연계 시스템의 구성요소
잘 작동하는 GBV 연계 시스템은 생존자가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198
⦁

가능하다면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사례 관리, 안전보장을 비롯해 상황상
적절하다면 법률 지원 및 기타 지원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최소 한 명 존재한다.

⦁

연계 경로를 통해 모든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파악되며, 연계 경로는 쉽게 이해 가능한 형식(예: 그림이나
도표)으로 문서화되고, 배포되고,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갱신된다.

⦁

서비스가 GBV 이행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생존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서비스로 연계를 해야 하는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용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다. 예컨대,
연계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양식(return slip)이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GBV 생존자가 받은 서비스의 상태를 표시해야 한다.

⦁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생존자가 다부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사례 관리 회의에 참여하는 등 조정된 접근법을 통해 사례 관리를 다룬다(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

표준화된 접수 양식과 연계 양식을 비롯해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하는 GBV 데이터 수집 방식이 안전하고
윤리적이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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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GBV 생존자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한다.

3. 커뮤니티의 참여 및 인식 제고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인식 제고
활동의 목적은 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할

STOP! 해를 끼치지 않음

수 있도록 하고 GBV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다.199

GBV에 대한 모든 인식 제고 활동에는 생존자가

긴급재난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참여와
정보공유는 커뮤니티의 규범을 바꾸거나 더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아직 대응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차원에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기준 13:

곳에서 GBV에 관한 커뮤니티 인식 제고 활동을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참고).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긴급재난 단계에서 커뮤니티 참여와 관련된 메시지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생존자가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 및 긴급 보건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커뮤니티의 참여 및 아웃리치 방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확성기 사용, 정보와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료(예: 포스터, 팜플렛)의 배포, 회의나 소규모 토론, 구호물품이나 식량 배급 시 정보공유,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예: www.refugee.info)의 활용 등이 그러한 방법에 포함된다.
안전은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메시지와 방법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다. 특정
메세지가 서로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무장단체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그것이 담당 직원 및 여성과
여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200 커뮤니티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대다수의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서로 만나거나 이동하는 것을 남성들이 허락하지 않을

연계 시스템

여성과 여아가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GBV에 처할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기준

⦁

수 있다.201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정보 전달을 커뮤니티 차원의 대규모 인식 제고 캠페인이 아닌 소규모 여성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하는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과 여아를 참여시키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 활동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효과적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메시지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명료성: 메시지의 문구와 의미를 간결하게 유지
한다.

⦁

읽고, 듣고, 이해하기 쉬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기 연계 경로에는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사례 관리,
안전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어들을 활용해 이미지가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명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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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지향: 전달되는 메시지가 커뮤니티와 여성 및 여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려하고, GBV 생존자들이
스스로를 돕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성: 유익한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긍정성: 긍정적인 활동과 태도를 보인다.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하거나, 수치심을 주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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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참여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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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문해율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상한다.

⦁

모든 연령대, 연관된 민족,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다양한 여성 및 여아 집단이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포괄적인 메시지를 구상한다.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이 담긴 이미지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메시지에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폭력을
정상화하고 생존자에게 해로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언제, 어떻게 공유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여성과 여아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고, 여성과 여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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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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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여아 전용의 안전한 공간이 이용 및 접근 가능한
상태이며, 이 공간에서 치유와 웰빙 및 권한 강화를 증진해
주는 양질의 서비스와 정보 및 활동이 제공된다.

여

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을 조성
하는 것은 GBV 프로그램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WGSS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에서

WGSS의 다섯 가지 표준 목표
⦁

보건의료와 보호 및 기타 서비스로의 연계를

GBV를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여성 및 여아가 보호 관련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진입점을

우려사항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권한 강화 활동에 참가하며, 커뮤

GBV 여성 생존자가 정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한다.
⦁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위험을

니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진입점으로써 지난

경감시켜줄 정보, 자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활용해 온 개입 조치이다.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203
⦁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WGSS는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이
존중되고 여성과 여아가 권한 강화 과정을 통해

⦁

상태를 벗어나게 하며, 커뮤니티와의 통합을

자기표현을 하고, 심리사회적 웰빙을 향상시키고,
구조화된 공간이다.”204
“안전한 공간(safe space)”이란 여성 및 여아 전용

여성과 여아의 심리사회적 웰빙을 지원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고립이나 격리

정보를 구하고 공유하고 획득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더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여성과 여아가 지식, 기량, 서비스에 더 쉽게

증진한다.
⦁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한다.

IRC and International Medical Corps 2019.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공 장소가 대체로 남성에 의해 점유되기 때문이다.205 안전한 공간은 여성과 여아가
위해와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안전과 의사결정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한 공간은 생계 활동을 하고,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얻으며,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줄 수도 있다.206(WGSS의 유형과 WGSS를 가리키는
명칭들에 대한 설명은 세부 지침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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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SS를 조성하기 이전에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와 함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WGSS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 WGSS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여성 및 여아의
필요와 선호 및 제약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한다.207
	여성 및 여아와 함께 비공식적인 모임 공간과 네트워크를 조사한 다음, 안전한 장소를 조성할 만한

⦁

기존의 또는 새로운 위치를 파악하고 폭넓은 참여적 조사(participatory assessment)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기존의 WGSS를 파악한다.

	이재이주한 여성과 여아를 수용하는 새로운 구역 내에 WGSS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여성운동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안전보장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인도적 위기 발생 이전에 여성과
여아를 위해 마련되어 있던 커뮤니티 지원 체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성, 여아,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피해 커뮤니티 내 여성, 여아, 남성, 남아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WGSS 활동을 설명하고,
커뮤니티의 수용을 촉진하며,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해소한다.
청소년기 여아가 안전한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분야 파트너들과의 조정을 꾀한다.
주변 환경, 조명 설비, 잠재적인 위협 등을 고려함으로써 WGSS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충분한
물과 위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육







WGSS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이동팀이나 아웃리치 활동을 개발한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WGSS 원칙 및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

⦁

구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한다.

안전한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세 명의 여성 직원208과 여성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WGSS 여성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비롯한 GBV 이행 원칙, 기타 관련된 원칙,

프로그램 기준

제공 가능한 GBV 대응 서비스를 비롯해, 다부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연계 시스템을

정책, 절차에 대해 교육한다.
자문단을 조직해 여성과 여아의 리더십과 책무성, WGSS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WGSS 자문단이 여러 활동 진행을 보조하고 점진적으로 WGSS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WGSS를 이용하는 파트너 기관과 여성 및 여아에게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WGSS에 보관된 사례 관련 파일(사례 관리 서비스가 WGSS를 통해 제공될 경우)과 서비스 및 의뢰인 관련
데이터의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한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참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자기돌봄 활동, 안전 관련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WGSS를 통해 존엄 키트(dignity kits)를 준비하고 배포한다(기준 11: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참고).
안전한 공간 조성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서비스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WGSS를 폐쇄해야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 청소년기 여아, 여성 및 남성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한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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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WGSS 개입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서비스와 활동은 다섯 가지 표준
목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개인의 권한 강화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WGSS
에 존재하지만, 그 밖의 서비스들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 일부 WGSS는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공공 시설 내부에 위치해 있거나 현지 단체들이 운영하는 공식 여성 센터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이자 서비스 제공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WGSS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커뮤니티
내부 또는 교육 공간 내에 마련될 수도 있으며, 여성 네트워크와 연계될 수도 있다.210
WGSS 조성을 위한 접근법은 현지의 맥락 및 위험 분석, 여성과 여아 및 그들이 소속된 커뮤니티와의 협의에
기반해야 한다. WGSS 조성법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과 이행 방식을 통해 각각의 인도주의 환경에 맞게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적용될 수 있다(세부 지침 1 참고). WGSS의 지속가능성은 개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고려해야 한다.
WGSS 직원 구성은 이행 방식, 활용 가능한 자원, 정기적인 이용자의 수, 제공되는 활동의 유형과 가짓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211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WGSS의 이용자들이 WGSS 내에서 함께
여러 활동을 추진 및 조직하고 점진적으로 그 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212

핵심 지표
⦁

WGSS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 여성 및 여아의 수와 비율

⦁

자신의 필요 충족을 위해 WGSS를 이용(예: 레크리에이션/심리사회적 지원 세션의 한 회기에 참여)한 여성
및 여아의 수

⦁

GBV 이행 원칙과 WGSS 지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과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WGSS
직원의 비율

세부 지침
1. WGSS를 위한 접근법
WGSS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맥락에 속한 여성과 여아의 필요와 안전에 대해 최상의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WGSS를 위한 접근법은 WGSS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장해야 한다. WGSS 시행 모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정식 WGSS는 매일 정규 운영 시간에 개방되며, 중심지에 마련되어 있어 여성과 여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이다. 고정식 WGSS 모델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활용되는 주요 방법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맥락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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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캠프나 비공식 정착지와 같이 서비스 제공 영역이 명확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이재이주 여성 및
여아의 수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

도시나 시골처럼 서비스 제공 영역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동식 WGSS는 이재이주 상태이거나 임시 체류 또는 이동 중이라 고정식 WGSS를 이용할 수 없는 여성과
여아가 있는 곳으로 WGSS 담당팀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식 WGSS 제공 방법이 적절했거나
효과적이었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급격한 이재이주 상황: GBV 신속대응팀의 일부로서 이동팀이 파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WGSS

⦁

장기화된 이재이주 상황: 여성과 여아가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경우 또는 이재이주 패턴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적 대응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GBV 대응 최소기준에 관한 본 자료에서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용어는 WGSS 목표와 원칙에
맞는 여성 및 여아 전용 공간을 가리킨다. ‘여성친화적인 공간’, ‘청소년기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용어도
WGSS에 해당한다.213
청소년기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은 안전한 장소, 친구,
멘토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214 인도적

청소년기 여아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기 여아들은 특수한 위험을

청소년기 여아는 조혼률 증대 등의 상황에서 볼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수 있듯이, GBV에 처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것은 하나의 중요한 보호 수단이자 심리사회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준다. GBV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안전한 공간 관련 프로그램에도 존재하는데, 특히

WGSS를 더 넓은 범위의 GBV 예방 및 대응 활동과

GBV 개입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아동

직접 연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청소년기

보호를 위한 개입이 어린 영유아에 중점을 둘

여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단독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규모가 큰 WGSS 내에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한

때 발생한다. 이렇게 청소년기 여아가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GBV 프로그램 활동가가
아동 보호 활동가와의 조정을 통해 청소년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활동은

여아가 안전한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 인구의 구체적인

적합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청소년기 여아의 참여와

방법으로는 WGSS 내에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215

관련된 권한 강화 활동 및 안전한 공간의 보호와 관련한
논의에는 여성 및 남성 부모/보호자와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기준

한다.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한 공간(WGSS)

는 임시 공간으로 간주되지만, WGSS 계획 및 이행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의견은 변함없이 반영되어야

전용 활동/시간을 마련하거나 아동친화적인 공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기 여아 대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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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여아는 다른 여러 유형의 공간에서 안전보장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WGSS로 간주되지 않는다.
⦁

원스톱 센터: 원스톱 센터는 GBV 생존자가 여러 장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센터는 병원 또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의 일부일 수도 있으며,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법률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센터는 대체로 여성과 남성 GBV 생존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여성과 여아가 주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WGSS의 모든 원칙과 표준 목표에 부합하는 원스톱
센터는 WGSS로 간주될 수 있다. 원스톱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도 피해 커뮤니티의 여성과 여아에게
더 폭넓은 보호 및 권한 강화 활동을 제공하려면 추가적인 WGSS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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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가옥(safe houses)과 쉘터: 안전 가옥/쉘터는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는 생존자를
위해 즉각적인 안전과 임시 피난처 및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GBV 생존
여성과 여아에게 제공될 수 있다. 안전 가옥이나 쉘터는 전문가가 관리하고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입실
승인은 구체적인 기준과 엄격한 표준운영절차(SOPs)에 따라 이루어진다. 캠프 내에 마련된 안전 가옥과
쉘터는 위치를 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적다.

⦁

등록소와 보건의료 시설에 마련된 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 난민 캠프의 등록소나 보건의료 시설에 마련된
여성 및 여아 전용의 안전한 공간은 WGSS와 다르다. 전자는 접수 공간이나 서비스 제공 공간을 성별에
따라 구별해 놓은 공간이며, 이 공간의 일차적인 목적은 독신이거나,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이거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성과 여아가 캠프 등록 과정을 거치는 동안 폭력과 학대를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공간은 여성과 여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

아동친화적인 공간: 아동친화적인 공간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여아와 남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차적인 대응이나 피해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위한 장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216 아동친화적인 공간은
보호, 심리사회적 웰빙, 비공식 교육을 즉각적으로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에 입각해 마련된다. WGSS와
아동친화적인 공간은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GBV 프로그램 및 아동 보호 활동가들이
연령 및 젠더와 관련해 적합한 역량을 가진 직원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충분히 한다면 두 공간 모두 청소년기
여아에게 맞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 여아가 남녀 혼용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최소한 아동친화적인 공간 내에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

⦁

보호 관련 접수처(보호 통합 센터, 커뮤니티 개발 센터, 커뮤니티 센터라고도 함): 커뮤니티 센터는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사교 행사, 레크리에이션, 교육,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모일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장소이다. WGSS는 상호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와의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2. WGSS를 조성할 때 고려할 사항
아래에 제시된 원칙들은 WGSS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1. 권한 강화: 모든 여성과 여아는 각자의 삶을 형성해나가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여성과 여아는 WGSS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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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217

2. 연대: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는 환경은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광범위한 권력 불평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WGSS는 공유, 멘토링,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여성과 여아가
다른 개인 및 집단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지지적인 관계는 여성과 여아 및 생존자의
정서적 안전과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존감과 긍정적인 대처 메커니즘, 사회적 자산을
증진해 준다.
3. 책무성: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비밀보장과 지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WGSS의 위치와 설계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측면은 여성과 여아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우선시한다. 이 각각의 요소들은 WGSS가 여성과 여아가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4. 포괄성: 모든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공간에서 존중받고 환대받는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포괄성 및
비차별의 원칙에 관한 폭넓은 교육을 받는다.219 모든 여성과 여아에게는 다음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

WGSS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

WGSS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여성과 여아의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파악된 방해 요인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아웃리치

⦁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파트너십: WGSS는 강력한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과 여아를 각종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특히 여성시민단체나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은 WGSS 접근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220 여러 현지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은 조사 단계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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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온전성(integrity)를 보장해 준다.218

3. WGSS에서의 활동

프로그램 기준

고려해야 하며, WGSS를 조성하는 동안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221

모든 활동과 서비스는 여성과 여아와의 필요와 경험에 대응하고, 맥락과 연령을 적절히 반영하며, 여성과 여아가
이재이주 이전에 참여했던 활동의 유형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여성 및 여아와의 협력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222 영유아를 동반하는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WGSS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나 안전한 공간에서 인센티브 기반 직원(incentive-based
staff)이 제공할 수 있다. 최소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은 제공되어야 한다.
WGSS에서 여성과 여아를 위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연계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모든 안전한 장소는 생존자가 자신의 권리, GBV 신고 옵션,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의 돌봄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현장에 숙련된 직원이 있다면, WGSS에서도 사례 관리,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등
여성과 여아에게 특화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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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사회적 지원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모든 WGSS 활동은 여성과 여아의 우선순위에 바탕을 두고, 여성과 여아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223 참가자의 연령을 고려한 지지집단 세션은 비공식 및 공식 생활기술 훈련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기준 5: 심리사회적 지원 참고). 이러한 활동은 상황에 잘 적응하는 긍정적인 행동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요구와 도전과제를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권한 강화 활동 중에서도 특정 활동들은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숙련된 직원이 주도해야 할
수도 있지만,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은 커뮤니티 내 여성과 여아가 직접 진행할 수 있다.
3. 직업능력 개발과 생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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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업, 공식적인 직업 훈련, 개별 또는 공동의 수익 창출 활동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여기에는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 훈련 등이 포함된다.224
비공식적인 직업능력 개발 수업은 여성이 안전하게 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공식적인 직업 훈련과 수익 창출 계획 등으로 구성된 생계 관련 개입은 특화된 전문지식과 생계 부문 활동가와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4.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WGSS는 각종 정보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해당 센터가
여성과 여아를 위한 공간으로서 갖는 온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급수, 위생, 영양 등 다른 부문 담당자를
자주 초청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WGSS에서의 직원의 역할 및 역량 개발
WGSS 직원 구성은 피해인구의 필요, 피해인구의 규모,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의 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은 인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기반 직원, 유급 직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WGSS 직원은 각자의 임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직원은 신중하게 채용되어야 하며, GBV 핵심 개념, 이행 원칙, 연계 경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룹활동 조직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사례관리직원들에게는 철저한 훈련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225 모든 직원은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된
행동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WGSS가 여성 전용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확실히 명시해 두어야 한다. 상황상 물리적인
공간과 자산을 보호하는 경비원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경비원들과 아웃리치 활동가 1명은 남성이어야 한다.
이 남성 아웃리치 활동가는 캠프 리더십 구조, 경찰, 남성 및 남아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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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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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위험 경감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모든 인도적 지원
부문에 통합될 수 있도록 GBV 활동가들이 옹호 활동과
지원에 힘쓴다.

이 최소기준은 IASC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이하 『IASC GBV 지침』)에 따라 GBV 위험 경감 노력을 모든 인도주의 부문에
통합하는 데 있어서 GBV 전문 활동가가 수행하는 옹호 활동 및 기술적 지원을 강조한다.

모

든 인도주의 부문과 각 부문의 활동가는 여성과 여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GBV 위험을 경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 및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면227, 긴급재난 발생 전부터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적 대응의 모든 부문에서 GBV 예방 및 경감 전략을 실시하여 위험을

경감해야 한다.『IASC GBV 지침』은 이를 분명하게 강조
하여 기술하고 있다.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GBV

모든 인도적 지원 인력은 GBV 사건이 실제로

위험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인도적 대응이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인구가 GBV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함으로써 각자의 활동 영역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GBV 위험을 예방하고 경감해야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또한
GBV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든

한다.”228 여성과 여아를 GBV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인도

존재하지 않든 …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 위기에 영향을 받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모든 국내 및

출처: IASC 2015a, p. 2.

국제 활동가들의 필수 임무에 바탕을 두고 있다.

229

긴급재난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는 남성 인도적 지원 활동가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비롯해 다양한 GBV
위험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GBV 위험은 이재이주와 분쟁이 벌어지는 기간에 더 증대된다. 여성 및 여아의
필요와 여성과 여아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잠재적인 방해물들을 인도주의 기관이
제대로 파악하거나 다루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그러한 GBV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230 인도적 지원 활동가는
GBV 위험을 미리 경감할 수도 있고(예: 행동강령 교육을 통해), GBV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GBV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인도적 지원 활동가가 피해인구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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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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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활동

여성 및 여아의 연령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현황 조사와 의견 수렴 세션을 가짐으로써
(1) 인도적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2) 성적 착취 및 학대를 포함한 GBV 위험,
(3) 위험 경감 전략을 파악한다.
현황 조사팀에 합류하여 다부문적 초기 신속 현황 조사(initial rapid assessments)에 참여하고
각종 도구와 다루어야 할 질문 사항을 개발하는 작업에 기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GBV에 관심을
기울이고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관행을 강화한다.
가능하다면 다른 활동가 및 부문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안전 감사(safety audit)를 실시하여 인도주의
환경에 존재하는 GBV 위험을 파악한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공동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커뮤니티 구성원 및 관련 있는 인도주의 부문에 알린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인도적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하고 안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가 그와 관련된 옹호 활동 전략을 함께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모임을

위험을 경감하고 여성과 여아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옹호 활동을 커뮤니티 지도자, 정부,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함께 진행한다.
『IASC GBV 지침』 내 주제별 지침과 필수 행동을 각 맥락에 맞게 적절히 통합시킬 수 있도록
클러스터/부문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게 『IASC GBV 지침』에 제시된 조언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활동가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모든 인도적 부문 활동가에게 GBV 이행 원칙, GBV 연계 경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생존자와
관계 맺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효과적인 후속 코칭 및 시행 계획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과 조정한다.

프로그램 기준

다른 인도적 부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GBV 조사 및 안전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 GBV

안전 및 위험 경감

활성화한다.

현지 GBV 조정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강사양성훈련(Training of Trainers, ToT)을 지원하여 각
부문의 조정 주관들이 각자의 부문에서 『IASC GBV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문들에도
해당 지침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공동 프로그램/부문 이니셔티브의 기회를 GBV의 예방과 경감 및 대응에 활용한다.
피해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GBV 관련 위험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다룰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반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다른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사건 신고 관련 정보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GBV 아웃리치 메시지에 포함시킨다(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
보호 부문 활동가 및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 담당자와 함께 옹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인도주의 기관 내 고위 지도자들이 PSEA를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며, 명확한 연계 및 신고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PSEA 담당 조정관이나 PSEA 국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성적 착취 및 학대에 관한 고충제기 절차를
기존의 연계 경로에 통합한다.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이 개발 및 승인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고 및 고충제기 메커니즘이 생존자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위험 경감을 위한 활동을 GBV 긴급재난 대비 전략에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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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기관은 “피해지역에 머물며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

GBV 예방 및 경감

해야 한다. 『IASC GBV 지침』은 인도적 대응 과정에서

예방은 일반적으로 GBV가 애초에 발생하지

위험을 경감하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을 부문별로
제공한다.

않도록 막는 행위(예: 젠더 평등을 고취하는
활동을 확대하거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GBV를 유발하는 관행에 대해 조치 취하기)
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준 13: 제도와

위험 경감은 성적 착취 및 학대를 포함해 여성과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를 참고하도록 한다.

여아가 긴급재난이 전개되는 동안과 그 이후 상황에서

경감은 GBV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맞닥뜨리는 GBV 위험을 경감하고, 이미 폭력을 경험한

(예: “GBV 위험이 높은 장소” 에 대한 신고가

이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들어오면 위험 경감 전략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중점을 둔다.232 긴급재난 상황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여성과 여아가 직면하는 위험을
경감하는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다른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과
각국의 정부 당국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지도록 하거나, 이재이주 캠프를 구축할 때
미리 충분한 조명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수의 보안
순찰 담당자 확보하기)을 가리킨다.
인도적 대응의 모든 부문은 GBV 예방 및 경감을
위한 필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출처: IASC 2015a, p. 1.

위험을 다루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 및 보호 부문 활동가들이 이미 식별된 위험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이 안전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들을 공동으로 다루는 것은 전반적인 인도적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GBV 위험에 대한 분석은 장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 아동 보호, 노인 포용
등의 사안을 다루는 활동가들이 수행하는 분석뿐만 아니라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보호 주류화 활동을 구성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또한 PSEA는 조직 관리, 운영, 인적 자원, 프로그램 관련 부문을 비롯해 인도주의 기관 전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해서는 성적 착취 및 학대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유형의 GBV 생존자들을
적절한 돌봄과 서비스로 연계해 주는 인도적 개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모든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GBV 업무가 각 부문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려면 해당 부문에서 그러한 통합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주도해야 한다. PSEA와 마찬가지로, GBV 통합에 대한 책임은 결코 GBV 전문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각
부문과 해당 부문에 소속된 직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GBV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들을 지원함으로써 GBV 위험 경감이 각 부문에 통합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33 여러 부문과 클러스터들이 GBV 위험을 다룸에 있어서 각자만의 국제 기준을 발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다.234
GBV 전문가들은 각 부문에 GBV 업무가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문 역할235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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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지원 활동가가 『IASC GBV 지침』을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공 가능한 GBV 서비스 및 연계 절차와 관련해 정확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GBV와 무관한 부문 및 활동가들도 연령, 젠더, 다양성 측면에서 적합한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각자가 활동하는 환경에서 GBV 위험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른 부문의 조정 및 프로그램 설계 활동에 GBV
위험 경감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한 전문적인 정보에는 피해 커뮤니티, 특히
여성과 여아와 안전한 방식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포함되며, 협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는 인도적

GBV 담당 직원이 각 인도주의 부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부문의 인도적 대응에 GBV 위험 경감 전략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은 해당 부문의 활동가가
주도해야 하며, 이들은 부문 차원의 대응에 적합한

지원 활동가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등 여성과

방식으로 GBV 전문 활동가들이 제시한 권고들을

여아가 가지고 있는 안전 관련 우려사항 뿐만 아니라

실현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 등도 있다.236 모든

출처: IASC 2015a, p. 43.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바탕으로 생존자들을 기존의 고충처리 메커니즘으로
연계해 주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237
프로그램이 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 없이 계획되거나 그들의 참여 없이 시행 또는 모니터링되는 경우에는 여성과
여아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238 여성과 여아는 그러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말아야 한다. 여성과 여아가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우려사항을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고하고, 자신이 받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39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여아도 위험 경감 전략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 제고 활동은 피해인구가 인도적 지원 서비스에 적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GBV 위험을 경감해 줄 수도 있다.240 긴급재난 단계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활동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프로그램 기준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다루되,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안전 및 위험 경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원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연령과 배경이 다양한 여성 및 여아(서문 참고)와 함께

인도적 지원 서비스, 특히 생존에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가 중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생존자가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여성과 여아가 GBV(특히 성폭력)에 처할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활동

핵심 지표
⦁

GBV 담당자가 존재하며 현재 활성화된 상태인 클러스터/부문의 비율

⦁

모든 인도적 대응 계획(HRP)과 난민 대응 계획(Refugee Response Plan, RRP)에 GBV 위험 경감을
위한 인도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음

⦁

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횟수

⦁

설문조사에 참가한 커뮤니티 구성원 중 GBV 위험 및 서비스/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구성원의 비율

⦁

인도주의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충 연계 과정에 필요한 양식을 비롯해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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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
1.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종류와 위험 경감 전략
여성과 여아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GBV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각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그러한 GBV 위험 경감 활동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241 많은 경우 인도주의 기관은 여성과 여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특히 성적 착취 및 학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여성과 여아가 맞닥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실현 가능한
위험 경감 전략들이 제시되어 있다. 위험 경감 전략들은 각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부문이 주도할 수 있으며,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필요할 경우 GBV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원과 커뮤니티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GBV 전문 활동가들은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경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문들과 함께 옹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위험의 핵심 종류는 아래와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42
위험의 종류

잠재적인 위험

실현 가능한 위험 경감 전략

생활 공간 및

⦁

공공장소 내 불충분한 조명 시설

물리적인 캠프/

⦁

여러 가족/개인이 함께 생활해 사생활이

여아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공동 쉘터

긴급재난 기간 동안 젠더를 민감하게 고려하고

장소 배치
⦁

⦁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조치
⦁

없으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변소
⦁

고립되어 있거나 거리가 먼 장소에 있는

급수처의 물리적 위치 및 설계와 관련해 여성 및
여아와 협의

⦁

급수처
⦁

담당 부문들과의 빈도 높은 안전 감사와 공동
분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후속

생활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천/
덤불이 우거진 지역과 가까이 있는 변소

⦁

인도주의 기관 간 강력한 조정과 특히 여성과

안전보장에 중점을 둔 쉘터 마련

하천이나 덤불이 우거진 곳 가까이에
마련된 생활 공간

⦁

⦁

급수처로 향하는 길목과 위생시설에 조명 시설
마련

여아들이 등교를 할 때 덤불이 우거진

⦁

성별이 분리된 변소와 샤워실

지역과 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환경

⦁

쉘터, 변소, 샤워실에 잠금장치 설치

⦁

GBV에 특화된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여성 및 여아와 함께 하는 토론과 위험 조사를
통해 마련하고 제공

⦁

땔감/물을 조달해 오는 집단이나 해당 경로를
감시하는 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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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종류
충족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
⦁

필요
⦁

실현 가능한 위험 경감 전략

땔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성과 여아가

⦁

불가피하거나

이동해야 함을 의미

수반되는 위험이 식별되고 제대로 다루어질 수

목욕을

해야

한다는

확보하는

활동

등에

것을

⦁

긴급재난 발생 시점부터 대체 에너지원 파악

의미하며 이는 위생 관련 우려사항과

⦁

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존엄 키트의

연관되어 있음

제작 및 배급 방안 결정

급수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여성과

⦁

식량 배급 카드를 여성가구주에게 지급

여아가 물을 구할 때 장시간 기다려야 하며

⦁

연료 또는 연료 효율이 좋은 난로 지급

신체적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대된다는

⦁

현금과 바우처 지원(기준 11: 존엄 키트와 현금 및

것을 의미
⦁

연료를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

목욕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천에서

⦁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지역에서의 이동이

안전하지 않은 장소를 거쳐 먼 거리를

바우처 지원 참고)

월경위생용품이 부족하면 여성과 여아가

⦁

월경 기간 동안 정착지에서 떨어진 곳에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과 교육 및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숨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폭력에
취약해지며

공공

생활에

참여하거나

서비스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됨
매개로 한 착취 행위 발생

서비스 제공

⦁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대로 된

⦁

교육을 받지 않은 배급 및 보건의료 담당
직원
⦁

직원이 포함되도록 보장
⦁

정착지 구역마다 여성 경찰을 비롯한

높은 여성과 여아를 위한 특별 프로토콜 마련
⦁

경찰이 부족하거나, 밤에 근무하는 경찰이
위험 요소가 파악된 곳 인근에 위치한

배급 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성적 착취에 관한
행동강령과 시행 메커니즘이 마련된 비밀 신고

제한적인 환경
⦁

장애 여성, 여아가 가장인 가정, 노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비혼모 등 GBV 위험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와 해당 장소
까지의 거리

⦁

배급 및 서비스 제공 담당 인력에 숙련된 여성

안전 및 위험 경감

비식량물자 부족으로 인해 필수품 교환을

시스템
⦁

서비스 제공처

인도적 지원 활동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 및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

프로그램 기준

⦁

재외상화(re-traumatization) 방지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연계 시스템 보장

정보 및 참여

⦁

(피해 커뮤니티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

정착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의사결정에의 참여(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변소, 불충분한 급수처, 목욕시설과 월경
위생용품의 부족
⦁

권한 강화 참고)
⦁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여성 및 남성 커뮤니티 지도자와 캠프 위원회를
위한 훈련과 역량 개발

하고자 위험한 행동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
⦁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과 여아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배급품의 유형과 양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부족한 식량을 보충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와의 협의와 대화 및

⦁

부족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서비스

커뮤니티 아웃리치 과정에 여성단체와 지도자가
참여

제공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에

⦁

안전보장 부문 담당 직원과 커뮤니티 간의 회의

취약해지는 상황

⦁

비밀이 보장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
메커니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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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조사 및 모니터링
여성과 여아에게 가해지는 보호 관련 위험을 조사할 때 활용 가능한 몇몇
도구들243은 GBV에 특화된 조사와 부문별 전문가들과의 협동 과정에서도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과 다른

쓸 수 있다(기준 16: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참고). 그 도구 중 일부는

부문들 간의 공동 조사는 효과적

다음과 같다.

이고 좋은 실행 방안이다.

a.	안전 감사(safety audit): 안전 감사는 현지 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캠프나 현장 인근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험과 결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찰 수단이기도 하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안전 감사 시에는 해당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사전에 정해 둔 일련의 지표들과 대비해 실제 상태가 어떠한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각종 변화와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 경감을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안전 감사를 정기적으로
(예: 매일, 매주 등)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b.	표적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표적집단토론은 안전보장, 기본적인 필요 등의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다. 표적집단토론에는 (젠더, 연령, 민족성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소규모
집단(약 10~12명)이 참여하며, 커뮤니티가 핵심 우려사항들을 대체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적집단토론은 GBV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구이지만,
안전보장 및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 집단이 갖고 있는 우려사항을 조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c.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커뮤니티 매핑은 특히 시각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전통이 강한
문화권에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GBV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커뮤니티 매핑은 여성과 여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커뮤니티의 지식수준(예: 보건의료 및 심리사회적
지원의 수,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의 질), 여성과 여아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도전과제(예: 사생활 보장, 물리적 거리, 안전 등과 관련된 어려움), 여성과 여아에게 위험이 되는 장소(예:
성폭력, 학대,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나 외딴 지역)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 등을 더 잘 조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서 표적집단토론에 통합될 수도 있다.
긴급재난이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변한다. 그러므로 위험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초기 현황 조사(initial assessment) 수준을 넘어서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재난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황이 끊임없이 급변하기 때문에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상황이 보다 안정되기 시작하면 한 달 주기의 모니터링도 충분할 수 있다.

3.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
모든 프로그램 부문에서 진행되는 GBV 위험 경감 활동은 PSEA를 위한 노력에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기여한다.
PSEA는 인도주의 기관 전체에 부여되는 책임으로, 조직 관리, 운영, 인적 자원, 프로그램 관련 부문 등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모든 부문은 성적 착취 및 학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개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PSEA 생존자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GBV 생존자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IASC GBV 지침』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을 부문별로
제공한다. PSEA는 각각의 인도주의 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인도주의 기관 간 조직들이 PSE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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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증진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인도적 대응이기도 하다.244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고(UN Secretary-General’s Bulletin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245에 명시되어 있듯이 성적 착취 및 학대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법
규범 및 기준에 위배되며,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게 금지된 행위이다. 성적 착취 및 학대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에게 피해를 입힌다. 유엔 사무총장의 공고는 성적 착취 및 학대 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모든 유엔 직원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신고는 각 유엔 국가팀(UN Country Team, UNCT)/인도적 지원
국가팀(Humanitarian Country Team, HCT)의 대표가 임명한 각국 내 PSEA 담당자를 통해 기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와 인적 자원 담당 직원은 모든 유엔 직원이 PSEA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고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직원들이 모든 의심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는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고 행동강령에 서명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GBV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PSEA 조치 시행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다루기 위한 내부 조치를 이행하고 기관 간 처리 과정을 조정하는 작업은 GBV 클러스터 또는 실무그룹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 책임은 유엔 국가팀(UNCT)이 임명한 PSEA 담당자들에게 있다(기준 15: GBV 조정
참고). 이는 의무 신고 메커니즘 및 수사 과정의 독립성, 온전성, 기밀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246
GBV 대응 서비스 제공자는 성적 착취 및 학대 생존자들을 지원할 때 고지에 입각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BV Area of Responsibility, 2019. Handbook for Coordinating GBV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s://gbvaor.net/.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2018a). “Community Mapping Guidance Note,” in Emergency
Assessments Tools. Available from GBV Responders’ Network: https://gbvresponders.org/wp-content/
uploads/2014/03/Community-Mapping-Guidance-Note-2012-ENG.doc.

프로그램 기준

도구 및 참고자료

안전 및 위험 경감

커뮤니티 기반의 신고 메커니즘 및 커뮤니티 기반의 수사 과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__________ (2018e). “Safety Audit Tool,” in Emergency Assessments Tools. Available from GBV
Responders’ Network: https://gbvresponders.org/wp-content/uploads/2014/03/Safety-Audit-ToolUpdated-2013-ENG.do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16). Best Practice Guide on Establishing Inter-agency
Community-based Complaint Mechanisms.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
best_practice_guide_inter_agency_community_based_complaint_mechanisms_1.pdf.
__________ (2015).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 https://gbvguidelines.org/wp/wpcontent/uploads/2015/09/2015-IASC-Gender-based-Violence-Guidelines_lo-res.pdf.
IASC Task Team on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and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018). IASC Plan for Accelerating PSEA in Humanitarian Response.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iasc_plan_for_accelerating_psea_in_
humanitarian_response.pdf.
__________ (2016). IASC Global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n Inter-agency Cooperation
in CBCMs.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global_standard_operating_
procedures_on_inter_agency_cooperation_in_cbcm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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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및 법률 분야의 활동가들이 GBV 생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해 주는 생존자
중심의 안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G

BV 생존자들이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GBV에 대한 다부문적 대응의 일부분

캠프 환경을 비롯해 많은 이재이주 환경

이자 GBV 예방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사법 부문

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은 다양한

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수행한다.247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보장을

법령으로 구성된 복잡한 사법 제도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그러한 법령에는 비호국
(country of asylum)과 출신국(country

바탕으로 한 법적 보호는 분쟁의 예방과 경감 및 회복, 인도

of origin)에 적용되는 법률이 포함될

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의 생존지원에 있어서 필수적

수 있다. 또한 법률 및 규칙을 집행하는

이다.248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밑바탕이 되며, 폭력과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을 영위할 권리 등 여성과 여아가 가진 다른 모든 권리249가

메커니즘은 공식적 및 비공식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출처: UNHCR 2016, p. 9.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준다.250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에는 생존자와 가해자 개개인을 넘어서 법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251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전환(transition)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GBV 프로그램 활동가가 사법 제도 부문 활동가와
함께 적극적인 옹호 활동, 조정, 역량 강화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존자가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장기적인 커뮤니티 재건을 지원할 수 있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활동가가 제공하는 사법 제도 및 법률 지원 서비스에 GBV 생존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조정을 꾀하고 옹호 및 지원할 수 있다.252 여성의 권리에 대한 더 폭넓은 지원의 일환으로서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대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폭력,
차별, 불평등으로부터 여성과 여아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사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여러 장벽에 부딪힌다. 그러한 장벽에는 제한된
자원과 이동성 및 의사결정권, 사회적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남성만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문화적
인식, 아버지나 남자 형제, 남편, 심지어는 아들 등이 여성을 대신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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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가 포함된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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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과 재정적 접근성, 사회 규범 및 젠더
역학 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여성과 여아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254
현황 조사를 통해서는 생존자가 사법 제도 내에서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예: 보건의료 클리닉에서의 의무 신고)을 파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폭력(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성폭력, 휴먼 트래피킹, 여성성기훼손/절단)과 관련된 질문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255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생존자의 권리, 필요, 존엄성, 선택, 법률 및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지지한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통해 GBV에 대응할 수 있는 GBV 표준운영절차(SOPs)와 연계 메커니즘의
개발을 지원하고, IASC 지침에 따라 각종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할 때 경찰, 법률 지원, 기타 사법
분야의 행위자들을 참여시킨다(기준 15: GBV 조정 참고).
현지에 있는 여성 권리 활동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식적 사법 부문이 GBV 사건에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여(예: 생존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법 절차가 GBV 생존자 및 목격자를 보호해 주는지 등) 생존자에게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한다.256
GBV 이행 원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직원으로 구성된 현지 법률지원기관을 생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존자를 지원하고 생존자의 권리를 증진시킨다.257
사법 제도 부문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생존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GBV에 관한 고충을 안전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자신의 책무를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생존자가 보건의료 또는 기타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경찰에 의무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개정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법률 지원 서비스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법 제도 담당 활동가들을 일반적인 GBV 연계 시스템에
통합시킨다. 피해인구가 권리, 구제법,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및 여아의 권리와 GBV로부터의 보호를 인정하는 현행 법률 및 제도를 커뮤니티가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생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성 경찰관과 GBV 대응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직원 또는 경찰 부대가 인도적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기준

여성과 여아를 비롯해 여성 권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법 부문이 GBV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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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보장 관련 제도/직원이 GBV를 예방하고 GBV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킨다(예:
안전보장 부문에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GBV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보장 담당
직원에게 GBV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행동강령이 이행되도록 옹호 활동을 전개하며, GBV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지원한다).258
기존의 절차와 법률이 개정되어 여성 및 여아의 필요와 안전이 민감하게 반영되고 GBV 이행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예: 법률/사법 기관, 정부, 국내 및 국제 NGO)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를 권리 등 여성 및 여아가 가진 법적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259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관습적 또는 비공식적 법 제도를 강제하는 커뮤니티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여성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맺는다.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security)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 여성 운동 및 인권 담당
활동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여성이 의사결정권자로서 비공식적 사법 제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습법이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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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여아 GBV 생존자들은 사법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그러한 장벽에는 현지 경찰이나
법원의 부족,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법과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높은 변호사 선임
비용, 부패, 경찰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전문가를
통한 증거 수집 지연 문제, 증거를 문서화하는
과정상의 결함, 법률 체계상의 결함, 가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한 면책, 법 집행자의 민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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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또는 노골적인 편향성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260, 261 피해자가 GBV 사건을
신고하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는 긴급재난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단계에서 생존자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필요 및 안전보장 관련 필요를 충족시키는 GBV 대응
서비스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 서비스가 충분한 질을 갖추게 되면, 법률
지원과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법률 및 안전보장 관련 제도로 인해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GBV 프로그램 활동가가
경찰이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법 제도보다는
보건의료,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WGSS),
심리사회적 지원 및 커뮤니티 지원 분야의 담당자들을
통해 GBV 대응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복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들에 의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비롯해 낙인이
뒤따를 수도 있다.262 또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적합한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등 적절한 임상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자원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기준 4: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참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거나 가해자 및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성폭력 생존
남성은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범죄로 간주하거나 강간에 대한 정의에 남성 생존자는 포함하지 않는 법체계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여성과 여아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더 심화되며, 그러한
요인에는 이재이주 상태인 여성과 여아의 불충분한 법적 지위나 역량과 자원이 불충분한 수용국의 법률 제도,
이재이주 인구를 위한 통역사의 부족, 제공되는 법적 자문의 부족, 법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한 사법 및 법률
지원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도 포함된다. 생존자들은 자신이 가진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외국에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우려, 남편이나 남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의존, 커뮤니티와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이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갖는 낙인이나 문화적 신념으로 인해 피해 신고를 주저할 수도 있다.263
사법 제도가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생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도 많다.264
GBV 생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보통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담당 직원 수도 부족하며, 질도 떨어진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GBV 프로토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률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265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떤 생존자들은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 하는 반면, 어떤 생존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GBV 생존자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한 강화 과정에는 법률 정보와 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266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비롯해 가계
재산, 상속 재산, 토지, 자산이 동등하게 분배되는 등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교육을 보장받으면 해당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권력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며, 남성의 통제권은 축소되고 학대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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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낼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은 증대될 수 있다.

법률 서비스는 안전하고 낙인의 우려가 없는
다부문적 GBV 대응의 일환으로서 제공되어야

사법 메커니즘은

한다. 법률 서비스는 숙련된 직원이 제공해야

⦁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며,

하고, GBV 생존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GBV 연계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각 생존자가 자신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맞는 정의가

⦁

비공개 증언(in camera testifying)을 허용함으로써
생존자의 안전과 회복을 보장하며,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지원 및 자문과 사법
⦁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하고,

여성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법 제도를 이용할

⦁

생존자의 결정과 고유한 현지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267

출처: UNFPA 2015a, p. 41.

또는 준사법 절차상에서 변호를 제공하는 것은

생존자들은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수단, 숙박, 가해자의 식사 관련 비용 등 그
어떤 법률 비용이나 부대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268 이러한 비용은 국가나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자269가
부담하거나, GBV 사례 관리 서비스의 현금 지원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기준 6: GBV 사례 관리, 기준 11: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GBV 사건이 가족 간의 합의나 종교 및 커뮤니티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다. 제대로 기능하고 이용 가능한 공식적 법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관습적 또는 비공식적 사법 절차와 법원을 개선하고자 힘쓰는 활동가들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존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세부 지침 3 참고).

핵심 지표
⦁

GBV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법률 지원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부합했다고 보고한 참가자의 비율

⦁

GBV 이행 원칙에 부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GBV 사건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기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커뮤니티가 “사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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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참고).

세분화된) 안전보장 담당 직원의 수270
⦁

사법 제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을 해소하고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법 기관과 법 집행 기관의 수

세부 지침
1. 사법 제도에의 접근
여성이 GBV와 관련해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필요할 경우 해당 국내법을 개정하여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행위가 범죄로 제대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배상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271 여성이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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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제도에 접근하려고 하면 가해자에 대해 형사법적 대응을 하려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피해에 대한 정의(justice)를 요구하려 할 때 그 이외의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것들에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기회의 확보, 존엄성 보장, 효과적인 보호 명령을 통해 안전
보장받기, 이용 가능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신체적·심리사회적 회복, 이혼을 요구하고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 삶을 시작할 기회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성들이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정의를 구하려는 결심을 할 수 있으려면, 보통 이와 같은 유형의 정의가 먼저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272
생존자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의미가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생존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희망 사항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73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그러므로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법률과 체계뿐만 아니라 법 집행 및 사법 행위자들도 생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생존자의 권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법과 절차를 훼손하는 사법 관련 구성원들의
해로운 태도와 관행을 다루는 것도 포함된다. 생존자의 권리와 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GBV 사례를 중재할 때의 위험
중재는 다양한 대인관계 갈등을 다루는 과정으로, 종종 커뮤니티 지도자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도된다. 중재는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 GBV를 다루기 위한 개입 수단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중재는 가족 또는 커뮤니티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이는 사회 집단 내의 화합 유지를 위해 여성과
여아가 개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차별을 영속화할 수도 있다. 특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가정 폭력처럼 단발성 사건이 아닐 경우에 중재를 시도하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뿌리가 깊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손쉬운 해결책만 제시하게 될 수도 있다.
여성과 여아가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동등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당사자들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폭력 행위, 폭력적인 위협, 통제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굴욕을 안기는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재는 보통 상황에 대한 생존자의 통제권을 부인하고, 생존자를 협박 또는 재피해자화(re-victimization)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곧바로 추가적인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중재가 일부 문화권과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침해하고 GBV 이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GBV 사례에 대한 중재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지만, 인도적 개입 방법으로서 권장되지는 않는다.
사례관리직원들은 생존자가 요청한다 해도 절대 생존자와 가해자를 중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생존자와
사례관리직원, 인도주의 기관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인도주의 기관은 중재 요청이 제기될 때 생존자를
중심에 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출처: UNFPA 2015a, p. 44; Thomas et al. 2011,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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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지원
법률 지원에 대한 접근은 사법 제도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법률 지원은 사람들이 사법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74 법률 지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 대항하며,
사법 제도 및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권한, 의무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275
GBV 생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따라 특화될 필요가 있다.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GBV 이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여성과 여아에게 생존자 중심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생존자 중심의 지원에는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지원, 생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여성 법률 보조원과 변호사 지원, GBV 사례에

3. 비공식적 사법 체계와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은 여성 및 여아 GBV 생존자를 많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여성과 여아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은 흔히 생존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성
가해자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과 여아를 대하는 커뮤니티의 관습적인 또는
지배적인 태도를 반영한다.277 이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영속화하고, 사회 집단 내 화합을 유지하고자

사법 및 법률 지원

결부된 민감성과 안전 관련 위험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전반적인 이해 등이 포함된다.276

“사적인” 유형의 폭력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생존자 모두 동등하게 잘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다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279 절충, 회유, 조정(앞부분의 “GBV
사례를 중재할 때의 위험” 참고),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메커니즘은 전부 권력의 불균형 및 가해자와

프로그램 기준

여성과 여아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278 예컨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나 소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여성의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해 GBV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해로울 수 있다.
GBV 전문 활동가는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이 GBV 생존자에게 야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위험을 생존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생존자가 사법 절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을 다룰 때 여성과 여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여성의 권리를 위한 기관 또는 여성을 위한 법률 기관과 협력하여 생존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

흔히 “문화의 수호자”로 간주되고 관습과 전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기

⦁

커뮤니티 또는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 취하기

⦁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법 메커니즘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여성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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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식적인 법률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공식적 또는 전통적인 법률
제도와 중재가 주요한 구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280 민법 및 가족법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그러한
비공식적 수단이 활용되고 남성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여성 및 그들 자녀의 안전과
웰빙을 우선시해야 한다.281

4. 안전보장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안전보장을 위한 모든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안전보장 담당 직원은 생존자가 사건 직후 (또는 영원히)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않거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해도 GBV 사건과 관련된 해당 생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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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해야 한다. 생존자를 중심에 둔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안전보장 담당 직원과 관련 정책들이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여아에게 제기되는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위협을 인지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282 일명 “명예 기반
(honour-based)”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안전 가옥이나 쉘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특정 유형의 폭력에는 특별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283
법 집행 담당 직원들은 생존자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두둔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생존자를
비난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에 대해 확실한 대응법과 생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안전보장 담당 직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제고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284
경찰을 대상으로는 폭력 신고 대응과 관련된 명확한 프로토콜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되, 보호와 관련된 여성의
법적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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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위험을 줄이고 안전과 존엄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성과
여아에게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를 지급한다.

인

도적 위기 발생 시기에는 여성과 여아
가 필수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현금 및 바우처 지원(Cash and Voucher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Assistance, CVA)은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용

상황에서 여성과 여아는 자신의 안전을 강화해 주고,
기본적인 위생을 증진시켜주고, 인도적 서비스에

또는 서비스용 바우처를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는
(정부 또는 기타 국가 행위자가 아닌) 개인, 가구,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동성과 공공장소에서의

커뮤니티 차원의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물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

다. 여성과 여아가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교류하고

“현금” 또는 “현금 지원”이라는 용어는 (바우처 없이)

개인위생, 특히 월경 관련 위생을 유지하려면 기본적

현금만 제공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인 물품이 필요하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복과 위생

출처: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2017, pp. 1-2.

용품을 구할 수 없는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는 GBV
에 처할 위험이 더 높아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동
성이 제한되며, 점점 더 고립될 수 있다.286
이러한 이유로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보통 월경위생용품, 비누, 속옷, GBV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존엄 키트를 배급한다.287 존엄 키트에는 라디오, 호각, 손전등 등 GBV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 존엄 키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존엄 키트가 가지는 가치는 물질적 차원 그 이상이다.
궁핍했던 시기에 존엄 키트를 배급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키트가 그 자체로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잊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288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존엄 키트를 통해 필수품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과 여아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식량
같은 다른 필수품을 구입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289 그러므로 존엄 키트는 여성과 여아가 자기 자신의 필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필요290도 충족할 수 있게 해 주며, 인도적 위기 동안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존엄
유지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이는 스트레스가 심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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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291

대
응

회
복



월경 위생 관리와 관련해 여성과 여아가 선호하는 관습을 파악하는 등 여성 및 여아와의 협의를 통해 존엄
키트의 구성품을 선정한다.







가능하다면 GBV 위험을 경감하고 안전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현지 맥락에 적합한 물품을 존엄 키트에
포함시킨다.







심리사회적 지원 또는 수익 창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여성단체나 현지 여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조직해 존엄 키트를 제작하고 배급
과정을 지원한다.







GBV 위험이 가장 높은 여성 및 여아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존엄 키트 배급 시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
(세부 지침 1 참고).292





존엄 키트 배급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현지 상황 및 안전보장 관련 위험을
조사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존엄 키트의 효과적인 배급을 조정한다.
⦁ 피해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GBV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배급 시간,
장소, 과정을 결정한다.
⦁ 배급 이전에 관련 정보(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배급할지)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존엄 키트가 배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배급 키트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지 기관 및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존엄 키트 배급을 담당하는 피해 커뮤니티 출신의 여성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배급을 담당하는 여성은 현지
언어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존엄 키트의 구성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월경위생용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다른 중요한 정보(예: 권리 및 위생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 제고, 추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 키트 제작 및 배급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이 행동강령에 서명하도록 한다.





존엄 키트 배급을 통해 여성과 여아에게 GBV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대응 서비스와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제공될 수 있다면 생존자를 그러한 서비스와 활동들로 연계해 준다.





배급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배급품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배급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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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비

긴급재난이 발생하자마자 기본 물품을 즉시 배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고를 확보해 둔다.

핵심 활동

프로그램 기준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존엄 키트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GBV와 관련된 위험·편익 분석을 비롯해 CVA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성 및 여아와 함께
조사하고, GBV 위험 및 실현 가능한 위험 경감 전략을 적극적으로 파악한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증대, 지급받은 현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등 현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의도치 않은 해로운 결과의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참고).







GBV 위험을 최소화하는 CVA를 위한 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현금 지원 담당 활동가와
협력하여 CVA에 GBV가 주류화 될 수 있도록 한다.293







현금 지원 담당 활동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CVA를 GBV 사례 관리 서비스에 통합시키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보호 관련 필요를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충족시킨다.294







GBV 담당 활동가와 현금 지원 담당 활동가 사이의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비롯해, 연계 경로 또는
표준운영절차(SOPs)를 구축한다(세부 지침 3 참고).







필요하다면 현금 지원 담당자와의 조정을 통해 CVA 접근법(예: 지급 메커니즘, 지급의 금액이나 기간,
주기)을 조정하여 보호 관련 이익은 최대화하고 보호 관련 위험은 최소화한다.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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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 키트뿐만 아니라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또한 보다 광범위한 보호 개입의 일환으로 활용될 경우,
특히 시장과 금융 제도가 마련된 도시에서는 다양한 상품 관련 필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CVA는 여성과 여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도 활용하는 지원 방법이다. CVA는 개인,
가구, 커뮤니티 차원의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용 또는 서비스용 바우처를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가리킨다.
현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제공하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수혜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다.296 현금과 바우처는 정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시장도 더 성장하는 시골
지역과 캠프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현금인출카드를 통한 송금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 치안이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불안한 환경에서도 CVA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297
현금도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받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비용(예: 임대료,
임시 쉘터, 교통수단, 식량, 의복 등)을 충당해 주는 방식으로 생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융통성
있는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298 GBV 생존자가 일촉즉발의 폭력 발생
가능성을 알릴 경우, 현금 지원은 그러한 위험을 경감하고 폭력을 예방해 줄 수 있다.299 이처럼 현금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위험 경감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생존자 중심 GBV 사례 관리 서비스의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핵심적인 GBV 대응 서비스(예: 보건의료 또는 법률 서비스)가 비용을 수반하거나 무료로 제공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금 지급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과 여아를 위한 현금 지원이 보호 측면에서 불러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과 지침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가정이 있는 여성이 현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 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거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증대되었다. CVA를 통한 개입은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
위험도 경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려사항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가가 물품 지원300
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여성 및 여아와 적절한 위험 경감 조치301
에 대해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CVA가 GBV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GBV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혜자가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지표
존엄 키트
⦁

존엄 키트를 받은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비율

⦁

존엄 키트의 구성품에 만족감을 표하는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비율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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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A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한 여성과 여아의 구체적인 필요

⦁

CVA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관 간, 부서 간 프로토콜 및 정보공유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활성화됨

⦁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을 받는 여성과 여아의 수

세부 지침
1. 존엄 키트의 구성품과 배급
구성품에 대한 조사와 결정
존엄 키트의 구성품은 커뮤니티 내 여성과 여아가

착용해야만 하는 머리 스카프 등 현지 맥락에 맞는

쉘터 및 정착지, 회복 등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조달하고 배급할 수도 있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
들은 다른 부문과의 조정을 통해 존엄 키트가 여성

물품도 포함되어야 한다.302 또한 시장에서 구할 수

및 여아의 필요를 충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물품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모든 물품이 배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활용하는 질문들은 다른

배급상의 누락이 발생하거나 배급 노력이 불필요하게

현황 조사(예: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GBV)에도
통합함으로써 중복 조사를 최소화하고 여성과

중복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출처: IASC 2015a, p. 292.

여아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존엄 키트에 포함시킬 만한 적절하고 타당한
구성품을 파악하려면, 인도주의 기관들은 물품의 적절성, 문화적 민감성, 맥락, 환경, 수량, 배급 주기와 가격 등
기본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303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자 마자 배급하기 위한 표준 존엄 키트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후
배급품에 포함시킬 가장 유용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물품을 판단하고 배급과 관련된 안전 위험이나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파악하려면, 초기 배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피해인구와의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304
존엄 키트와 관련해 여성 및 여아와의 상담을 계획할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질문들이 유용할 수 있다.
⦁

당신이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몸을 씻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유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은 세탁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유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쉘터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더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종류의 물품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일상의 일들을 하는 데 특정한 의복이 필요합니까?

⦁

당신이 안전하게 지내거나 정보와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물품에는 어떤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하며, 여성이 공공장소에 외출하려면 반드시

존엄 키트는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보건의료,

프로그램 기준

제공한 정보와 선호사항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것들이 있습니까?
⦁

당신이 현재 머무는 장소(캠프나 쉘터 등)에서 일상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까?

⦁

당신이 집에서 갖고 오지 못했지만 갖게 된다면 안정감을 줄 만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

월경 기간 동안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유형의 월경위생용품은 무엇입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면, 면 생리대를 세탁할 때 필요한 물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존엄 키트가 어떤 종류의 가방/패키지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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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 키트: “물건 이상의 가치”
존엄 키트를 배급하는 일은 여성 및 여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이 가진
우려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존엄
키트 배급은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존엄 키트 관련 인도적 개입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에 대응한다.

구성품의 사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안전보장과
관련된 논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 권리 및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러한

⦁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조달하여 제작한다.

⦁

여성 및 여아와의 합의를 통해 구성품을
선정한다.

조치는 존엄 키트 배급이 시급한 긴급재난 대응 활동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예: 긴급재난 발생 직후 사흘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

서비스의 진입점으로 기능한다.

306

피해인구의 위생 관련 필요에 맞게, 즉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존엄 키트 제공은 더 광범위한 GBV 프로그램 및 대응

피해 커뮤니티 내 여성과 여아의 구체적인

고려한 용품으로 맞춤제작한다.
⦁

다른 인도주의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배급을
진행한다.

출처: Gender-based Violence Sub-Cluster Turkey

존엄 키트는 GBV 프로그램 설계 시 다음과 같이 다양한

(Cross-border Operations in Syria) 2015, p. 8.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커뮤니티 내 GBV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과의 협력을 시작하는 진입점으로서

⦁

GBV 예방 및 대응처럼 중요한 사안에 관한 논의에 커뮤니티가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

여성이 GB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

GBV 생존자를 비롯해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과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에게 접근하고, 그러한 여성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위기에 영향을 받은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수익 창출 활동: 피해 여성들과 함께 존엄 키트를 제작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인식 제고나 기타 집단 활동을 위한 기회가 된다.307

지원 대상 설정
존엄 키트를 제공받을 대상을 파악할 때 GBV 및 기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시급한/심각한 필요, 특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커뮤니티와 참여 및 접근성의 제약(서문 참고)으로 인해
GBV 위험이 높은 여성 및 여아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 예컨대, 노인 여성은 월경위생용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 및 이동성을 개선해 줄 다른 물품이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 여아는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더 높은 성적 착취 및 학대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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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재생산 보건의료 및 GBV 관련 정보와 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의 기회

⦁

지리적 위치: 피해인구의 수와 배급을 도와줄 파트너의 존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급 장소 파악

⦁

존엄 키트의 구성품 및 배급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파트너 기관 및 국가 당국과 조정

⦁

연령, 재생산 관련 건강 상태 등 개개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현지 맥락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준308

2.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존엄 키트의 배급과 안전망
배급을 계획할 때에는 특히 GBV 관련 위험을 비롯해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여성 및 여아와
논의하고, 그러한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전략(예: 존엄 키트 배급 시 다른 배급이 진행되는 곳과 분리된 장소를
선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엄 키트를 배급하는 기관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배급을 진행하고 배급
대상인 여성과 여아에게 존엄 키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배급 장소와 날짜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참여한다.

⦁

배급 이전에 관련 정보(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배급할지)를 제공하여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존엄
키트를 안전하고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있도록 한다.
⦁

상황상 적절하다면 여성 직원을 참여시키고 여성 커뮤니티 구성원을 고용한다.

⦁

쉘터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는 GBV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

숙련된 직원이 존재한다면 안전 감사의 일환으로 존엄 키트 배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

배급에 필요한 안전보장 담당자를 선정한다.

⦁

배급 담당 직원이 이용 가능한 연계 경로 및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GBV 생존자에게
관련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309

존엄 키트를 배급하는 모든 사람이 행동 강령에 서명하고, 성적 착취 및 학대 위험에 대해 인지하며,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비롯한 GBV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310

3. 현금 및 바우처 지원(CVA)

존엄 키트와 현금 및 바우처 지원

배급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여성과 여아가 배급을 놓치지 않을 수

프로그램 기준

⦁

각 부문에서 CVA를 인도적 대응 서비스의 한 부분이자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면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위험
경감을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캠프가 아닌 환경에서 임대료를 위한 현금(cash-for-rent) 지원이나 바우처
지원을 제공하면, 적절한 쉘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GBV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더 광범위한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될 위험이 있는 아이들이 속한 가난한 가정이나 여아들에게
아동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가정에 현금 지급을 지원하면, 여아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다. 인도적 대응 측면에서의 현금은 생존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례 관리와 생계
지원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예를 들어, CVA는 물품을 구매하고,
임대료나 의료비에 보태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예: 교통비)시키는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
CVA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CVA에 관한 지침들은 지금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험 분석은 CVA
를 활용하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할 분명하고 필수불가결한 단계이다. CVA는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거나 기존
위험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맥락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험, 편익, 위험 경감 전략,
다른 지원 전략들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급된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CVA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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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GBV 대응 서비스(예: 보건의료
또는 법률 서비스)에 비용이 수반되고 무료로

사례 연구: 요르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금 지급을 통해

현금 지급은 여성과 아동이 맞닥뜨리는 불이익, 차별,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GBV 사례
관리에서는 생존자가 필요로 할 수도 있는(예:

가구는 5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각
가정에서는 여아들에게 아동 결혼을 강제하거나, 아이들을

관련 필요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현금 지원

일터로 보내거나, 아이들이 강제적인 또는 강압적인 대가성

서비스를 연계해 주어야 한다. 현금 프로그램

성관계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가구

조정은 비밀보장과 안전을 지키면서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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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중 수입이 없는 여성가구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도 있는) 재정

담당 활동가와 GBV 프로그램 담당 활동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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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보고된

구성원들 사이에 절망감이나 무력감이 발생하자,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도 증가했다. 2012년
IR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불 현금인출카드로

우선시하고, GBV에 처할 위험이 높은 여성 및

제공된 현금은 난민들의 독립심과 자존감을 키워주었다는

여아를 포함해 다양한 인구의 구체적인 필요를

점에서 가장 적절한 지원 수단이었다.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줄 시스템 및 절차를

IRC 2012a에 수록된 내용 각색. 출처: IASC 2015a, p. 293.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현금 지원 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지원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현금 지원 서비스는 GBV
대응 서비스와 더 광범위한 예방 및 권한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도주의 상황에서
GBV 프로그램 활동가는 내부 또는 기관 간의 명확한 프로토콜을 구축해 현금 프로그램 담당 활동가와 GBV
프로그램 담당 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그럼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생존자가
비밀이 보장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311
사업 구상의 일환으로서, GBV 사례 관리 활동가와 현금 지원 담당 활동가에게 적용되는 프로토콜들은 현금
지급상의 제약이나 융통성을 결정짓는 현지 기반시설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
단계는 의뢰인들이 접근 가능하고, 적시에 제공되며, 추가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게 해
준다.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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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청소년기의 여아가 다부문적 GBV 대응의 일환으로
경제적 지원에 접근한다.

여

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회복탄력성을 향상
하고, 취약성을 줄이고,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GBV 위험을 경감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으며,
여성과 여아 및 그들의 가족이 지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313 교육, 직업 훈련,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접근은 자급자족 능력과 권한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 경제적 권한 강화 프로그
램은 여성을 가정이라는 영역에만 가두어 놓는 부정적인 젠더 및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고, 공적 생활에서의
여성의 주체성과 참여를 보장하며, 개인과 가족 및 커뮤니티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314
“생계(livelihoods)”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활용하는 역량과 자산 및 전략을
가리킨다.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는 자산 복구(예: 가축, 연장, 토지에 대한 접근 및 소유),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캠프 내 경제 구축, 수익 창출 활동, 마을저축대부조합(village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s)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315
여성과 여아가 잘 계획되고 목표가 명확한 생계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원, 기회, 의사결정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사회, 문화 및 젠더 관련 규범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생계
부문에서의 개입은 즉각적인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가진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여성과 여아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면 커뮤니티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수 있다.316 상황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난민들은 적절한 신분 증명 서류가 없거나 일할 권리 또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때가 많다.
긴급재난 발생 직후에 여성을 위한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비롯해 GBV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이 줄어든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자산이 고갈되는 상황을 더 빨리 막을수록, 피해인구의 회복탄력성은 더 강화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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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생계 서비스/이니셔티브를 GBV 표준운영절차(SOPs)와 연계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젠더와 위험을 민감하게 고려한 생계 필요 조사와 시장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활동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젠더 분석을 실시하여 (1) 여성과 고등 청소년 여아(15~19세 수준)의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위험과 그러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 (2)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경제적
회복 또는 생계 부문 개입에 관여하고 참여하려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잠재적인 장벽, (3) 자산 관리,
재정 관련 의사결정, 소득의 관리와 활용을 둘러싼 가정 내 권력 관계를 파악한다.318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인구 내 여성과 고등 청소년기 여아가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원이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소외된 여성 및 여아 대상의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 행동을 파악하는 등 생계와 GBV 담당
하위클러스터/실무그룹 사이에 정보공유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계 부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생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지 환경 내에서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고, 연료와 물 및 기타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을 바탕에 둔
수익 창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와 시기를 계획한다.319
생계 부문 파트너들을 지원하여 생계 전략이 해당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320

경제적 권한 강화 및 생계 관련 맥락에서는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군이 젠더나 문화적 규범과 관련된
특수한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장벽에는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통적으로

프로그램 기준

생계 지원 프로그램들이 적절한 GBV 예방 및 위험 경감 전략을 각종 정책, 기준, 지침에 통합할 수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여성과 고등 청소년 여아를 대상으로 한 생계 및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와

남성의 직업으로 간주되는 일보다 보수가 적은 직종으로 여성들을 내모는 관행이 포함된다.321 낙인과 차별도
여성이 경제적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다. 여성가구주는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자신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외부에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성에게 안전한 생계
활동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322 이와 더불어 소득을 창출하는 여성과 여아는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가족이나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323
젠더 및 문화적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인도적 지원 환경에 적용하려 하면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남성 가족구성원을 비롯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위험 경감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생계 관련 개입이 여성과 여아가 가정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노동을 가중시켜 그들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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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여아가 경제적 안정을 얻는 대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생계 지원 프로그램도 다른 모든
인도적 개입과 마찬가지로 젠더와 위험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상되어야 한다.324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 활동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위험을 다루고
경감하는 프로그램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보호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GBV 생존자가 고립 또는 심한 낙인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해를 끼치지 않음”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325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강화

⦁

업무량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

젠더 관련 규범이나 자산 관리 권한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 간의 균형에 변화를 불러오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가정 또는 커뮤니티 내 분쟁과 폭력 야기

⦁

여성과 여아가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증대326

GBV 생존자들이 특정한 생계 지원 프로그램의 유일한 참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낙인이 강화되고
비밀보장과 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폭력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를 파악하는 것이다. GBV 생존자를 분리하거나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러한 집단이나 개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 있다.327
GBV 전문 활동가에게는 경제적 권한 강화 및 생계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생계 지원
프로그램 또는 다른 부문의 파트너들과 최선의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고,
GBV 생존자들이 GBV를 다루는 포괄적인 다부문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계 및 권한 강화 프로그램은 일종의 인도적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여 GBV 생존자들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입점이 되어줄 수 있으며, 정서적 지원과 치유 활동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328

핵심 지표
⦁

경제적 권한 강화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GBV SOPs에 통합되어 있고, 연계 시스템과 서비스 매핑에
포함되어 있음

⦁

가정 내 의사결정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한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의 비율

⦁

기초선을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경제적 권한 강화 또는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과 여아의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력상의 백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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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의 순수입상의 백분율 변화

⦁

인도적 대응 계획(Humanitarian Response Plans)329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에
특화된 생계 및 고용 개입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수

세부 지침
1.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생계 지원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설계의 맥락 이해하기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경제적 권한 강화 프로그램은 긴급재난 상황을 비롯해 커뮤니티 내 사회적,
문화적, 젠더 규범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330 또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다루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을 갖춘 프로그램들은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가 폭력과 착취에 덜 노출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술 교육과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한을 강화해 줄 수 있다.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와 기타 위험군에게 수익 창출을 위한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

소규모 사업 운영, 재무 관리, 천연자원 관리, 리더십 등과 관련해 여성 및 여아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

여성과 여아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킴으로써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

개인, 가족, 커뮤니티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키며,

⦁

가정 및 커뮤니티 내의 GBV, 젠더 규범, 권력 불균형에 관한 인식을 섬세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제고할 수
있고,

⦁

천연자원 관리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331

프로그램 기준

⦁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생계 지원 프로그램은

EA$E 개입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및 사회적 권한 강화하기
국제구호위원회(IRC)의 여성 보호 및 권한 강화 프로그램은 경제적 및 사회적 권한 강화(Economic and Social
Empowerment, EA$E) 개입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및 사회적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EA$E는 가정 내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젠더 역학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1) 마을저축대부조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이용, (2) 집단 토의 세션, (3) 비즈니스 관련 기술 교육이라는 권한 강화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젠더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경제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A$E 프로그램은 마을저축대부조합에 소속된 여성 구성원
및 그들의 남성 배우자들이 가계 재정 및 공동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점을 둔 일련의 토의 세션을 진행하도록
촉진하며, 토의 내용에 권력 불평등과 가정 내 여성의 가치, 폭력을 대체할 방법 등 보다 심각한 사안들이 통합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토의 참가자들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보다는 가정 내 웰빙 개선과 공동의 의사결정 실현을
토의의 핵심 사안으로 만듦으로써 그러한 심각한 사안들을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부룬디에서
진행된 시범 프로그램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일련의 토의와 경제적 권한 강화를 통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폭력에 대한 용인이 줄어들었다. 또한 의사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고, 배우자들이 협상
기술을 활용해 논의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출처: IASC 2015a,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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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아동을 위한 안전한 시장 참여 기회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경제적 권한 강화 프로그램은 젠더를 민감하게 고려한 시장 조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 시장 조사 결과에는
여성과 고등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노동 기회가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 지식 및 직업능력
개발 활동은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생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전반에 걸쳐 무급 노동 다루기
생계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과 고등 청소년기 여아가 가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무급 노동으로 인해 시간 부족,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 또는 장소의 부족으로 귀결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인도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와 기간 및 장소를 여성들과 협의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교통수단이나 급여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장소 현장이나 인근에 적당한 보육시설을 마련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소한 여성의 일정과 책임이 생계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보다 더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무급 노동 및 해로운 젠더 관념에 관한 토론에 커뮤니티 지도자, 정책입안자, 민간
부문의 고용주, 남성 가구 구성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더 평등한 정책과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부정적 결과 완화하기
생계 부문에서의 개입은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 및 고등 청소년기 여아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고려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입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경감해야 한다.332 또한 긴급재난 기간에는 그 특성상 불안정성, 성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계 대응 계획이 부실할 경우 인도적 지원 실무자들은 그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의도치 않게
증가시킬 수도 있다.333 긴급재난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젠더 역학을 이해하고, GBV 위험을 조사하며, 여성, 여아,
남성, 남아가 폭력에 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334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모두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일부와 몇 개월 주기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초래된
예상치 못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공유하고 싶은 피드백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미 정착된 사회 규범과 젠더 규범이 바뀌면 특정한 유형의 GBV 사건들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남성 가족구성원이 “생계부양자(breadwinners)”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파트너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위협감을 느끼거나 분노할 경우,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가정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나 여아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용 가능성이
증대되면 여성과 여아가 성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 기타 형태의 폭력(예: 강도)에 처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국내이재이주민(IDPs)과 난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들 만을 위한 생계 지원 이니셔티브가 진행되면 수용자/
수용 커뮤니티(receptor/host communities)와의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335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은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적 권한 강화를 뒷받침하고, 커뮤니티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조기 회복, 개발, 영구적인 해결책을 통해 긴급재난 발생 초기부터 보호 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환 프로그램과 공여국의 자금 지원 전략에 통합되어야 한다.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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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프로그램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해로운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인 젠더 불평등을
다룬다.

인

도적 위기는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심화
하고 배제와 차별을 비롯한 위험을 증대시킬

사회적 규범이란?

수 있지만,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되기도

사회적 규범은 특정한 집단 내에서 어떤 행동이

한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여아, 남성, 남아는 긴급재난

전형적이고, 정상적이며, 적절하고, 기대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의문을 제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337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관습적인 역할과
태도, 신념, 관행에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에는 금지되었

행동인지에 관한 공유된 신념이다. 사회적 규범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승인이나 거부를 통해 유지
된다.
출처: Heise and Manji 2016, pp. 1-2.

던 주제들에 대해 논의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338
GBV 및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
는 긍정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을 구축하는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젠더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규범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증진하고 의사결정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은 긴급재난 발생 초기부터 추진할 수
있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고 그들이
GBV 대응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사회적 규범 및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서 평등을 증진하고
구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339
긴급재난 상황은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젠더 평등을 고취하고 국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인도적 위기가 점점 장기화되는 속성을 고려하면, 긴급재난 대응 초기부터 긍정적인 젠더
규범 및 사회적 규범을 증진할 경우 인도적 위기 내내 지속적인 노력이 행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며, 태도와
변화 및 관습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개입의 발판도 형성된다.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뿌리가 깊은 문제들에 대해 커뮤니티와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커뮤니티의
수용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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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확실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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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범과 시스템을 더 개혁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적어도 보건의료 및 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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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예방 프로그램을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면, 현지 시스템과 규범이 젠더
불평등과 GBV를 어떤 식으로 유지시키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젠더 및 권력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기준 16: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참고).
GBV 예방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커뮤니티 아웃 리치 활동 중에 GBV 경험 사실을
밝히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는 GBV 생존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관련 서비스로 안전하게













GBV 예방 및 젠더 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뮤니티와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여성 및 남성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태도, 지식, 행동 변화340에 노력을 기울인다.
검증된 접근법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활동가(여성, 청소년기 여아, 남성, 청소년기 남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규범 변화를 위한 전략을 교육하고 멘토링을 제공한다.341
GBV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과 커뮤니티 활동가들의 기량을 개발한다.
남성 커뮤니티 활동가 및 직원들이 여성의 발언권과 리더십을 지지하고 GBV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량을 갖추도록 한다.
GBV 예방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여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예방 프로그램이 여성과
여아의 필요에 대응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변화를 위한 생활기술/교육 세션에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해로운 젠더 규범을 변화시키고, GBV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생존자들 간의 연대와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젠더 평등을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고, 피해 커뮤니티 내에 소외 집단을 받아들이며,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할
의욕이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여성, 청소년기 여아, 청소년기 남아, 남성)들을 동원한다.
여성 및 남성 커뮤니티 지도자, 종교단체,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s)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변화 및 GBV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각자의 책무를 다하도록 만든다.















































프로그램 기준

지지를 강화한다.

GBV에 대한 법적 보호상의 공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여성운동 단체 및 여성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활동가들과 협력하고, 여성과 여아의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참여한다.
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세부 지침 3 참고)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젠더 및 사회적 규범이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GBV 예방 프로그램이 여성 및 여아의 주도에 따라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기준 16: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참고)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무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을 수립한다.
예컨대,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와의 정기적인 경청 세션을 통해 GBV 예방 프로그램 활동(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의 해로운 영향과 유익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보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에 남성과 남아를 참여시키고 젠더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해로운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여성과 여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파트너를 파악한다.
사회적 규범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대상이 확실하며 대응적인 GBV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한다.342
젠더 평등을 고취하며 GBV를 다루는 법률과 정책 및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 및
각국 당국의 역량을 강화한다.
평화구축 및 분쟁 후 국가건설을 담당하는 활동가들이 분쟁을 분석하고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이니셔티브를
계획 및 이행할 때 젠더 관련 사항을 민감하게 고려하도록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343



99

GBV는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개개인이 품는 기대와
태도에서부터 사회적 규범, 정책, 법률 체계 및 제도(서문 참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되풀이된다. GBV의 근본 원인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을 조장 또는 용인하는 태도와 신념,
규범, 구조”344와 연관되어 있다. 차별적인 사회적 규범과 젠더 규범이 권리의 배제, 위반, 부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을 촉구하는 활동은 폭력과 면책 문화를 뒷받침하는
규범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GBV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생존자들이 경험하는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
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권장함으로써 GBV에 대한 대응도 개선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긴급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젠더 규범과 사회적 규범이 변하면 여성과 남성이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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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여성 및 여아가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을 증대시켜 해를 입힐 수 있다.345
혁신적인 변화를 고취하는 GBV 프로그램은 GBV가 젠더 불평등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다양하다. 연령, 인종, 계급,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개인을 억압하는 요인들이 상호교차적으로 중첩되면 여성과 여아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그들의 권한을
박탈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GBV 예방을 위한 활동은 급격하게 전개되는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시급한 위험을
경감하는 것에서부터(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참고) 사회적 규범 및 제도의 장기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스펙트럼을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 제고 활동은 서비스를 안전하고 시의적절하게 이용하며 GBV 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346, 인식 제고는 사회적 규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해로운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려면 GBV 프로그램은 (1) 개인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변화를 가져오고, (2) 변화를 널리
알리며, (3) 새로운 규범과 행동을 촉구하고 강화해야 한다.347 GBV 예방을 위한 접근법에는 여성의 주체성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불평등이 지속되게 하는 시스템에 관여하여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문화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요소로서 변화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문화를 이루는 많은 측면들은 해당 문화
내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일부 사회 계층들은 문화적 관습을 바꾸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누구보다 그러한 문화적 관습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리라고 가정하지
말고, GBV 예방에 필요한 긍정적인 변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협력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파악해야 한다.348
GBV 프로그램은 긴급재난에 대한 대응 초기부터 여성과 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해야 하며,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사회적 규범 및 제도 변화와 관련된 개입의 경우 기본적인 GBV 대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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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

남성의 참여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책무를 보장할 수 있는 분명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

⦁

남성의 참여에 중점을 둔 모든 프로그램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GBV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가해 행위가 공개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과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

⦁

현지의 해로운 사회적 규범(예: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생존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동의하지

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GBV 및 해로운 문화적 관행에 대한 지식수준이
향상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커뮤니티 구성원의 비율

⦁

GBV 관련 서비스 및 사회적 규범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문화 및 현지 맥락에 적합한 핵심
메시지와 정보, 교육 및 의사소통 자료

세부 지침
1. GBV 예방 업무
GBV 예방과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GBV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데 있다. 대응 서비스(예:
보건의료, 심리사회적 지원, 사례 관리)가 가지는 예방적인 가치는 현실적인 목적과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준

⦁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않거나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보고한 여성, 여아, 남성, 남아의 비율

한 효과적인 GBV 예방 접근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GBV 예방을 위한 접근법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1.	위험 경감: 위험 경감은 서비스 제공의 모든 측면에서 GBV에 대한 노출 위험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효과적인 안전 설계는 캠프 내에 조명을 더 많이 설치하고, 생활에 더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며,
성별에 따라 분리되고 잠금 장치가 갖춰진 화장실과 연료 효율이 좋은 난로, 땔감 조달 경로를 감시하는
순찰대 등을 제공함으로써 GBV 위험에 대한 노출을 경감할 수 있다. 위험 경감은 주로 여성 및 여아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GBV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s)”을 다루는 일에 중점을
둔다. 이때 젊은 여성들에게 성폭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드레스코드”를 제안하는 등 여성과 여아가 각자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불공평한 관행을 강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조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참고).
2.	1차 예방 또는 “근본 원인 해결”: 1차 예방에는 GBV의 근본 원인, 즉 젠더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GBV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전략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 교정과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며,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규범의 장기적인 변화는 인도적 위기가 장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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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경우에 실현될 수 있으며, 인도적 위기 발생 이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존자를 비롯한 여성과 여아가 회복하고 지지와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 및 자원을 갖추지 못한 GBV 예방 전략은 불완전하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차 예방에는 법률 및 사법 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기준 10: 사법 및 법률 지원 참고), 경제적·
정치적·사회적 권한 강화를 통해 여성과 여아의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기준 12: 경제적 권한 강화와 생계 지원 참고).
3.	2차 예방: 2차 예방에는 생존자에 대한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중점을 둔 전략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따른 결과를 다루고, 그러한 폭력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경감하며,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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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2차 예방의 사례로는 GBV 생존자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례 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
4.	3차 예방: 3차 예방에는 폭력이 방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중점을 둔 활동들이
포함되며, 예컨대 커뮤니티의 재통합과 수용, 정신적 외상 다루기, 생존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장기적인
의료적 및 심리사회적 필요 충족하기 등이 있다.

2.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책무성
해로운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인 젠더 불평등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는 여성과 여아의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또한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의 각 단계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책무성을 보장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GBV 프로그램 구상과
여성 및 여아의 온전하고도 평등한 권리 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책무성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GBV 업무에서 여성과 여아의 리더십을 고취하고 보장한다.

⦁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다양한 여성 및 여아의 요구와 조언을 경청한다.

⦁

기존의 젠더 위계를 인정하고, 남성들이 혜택을 보는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가부장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개인 및 구조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성 및 여아의 권한을 확실히 강화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금 조달 관련 결정사항들이 의도치 않게 기존의 젠더 위계를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한다.349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 및 행동을 규정하는 경직된 젠더 규범은 남성과 남아가
여성과 여아를 “상대로 권력을(power over)” 휘두르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고,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젠더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다. 남성과 남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개인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프로그램은 남성과 남아로 하여금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권력과 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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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가부장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GBV 예방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남성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변화된 젠더 역할과
젠더 규범을 통해 남성과 남아가 이익을 얻을(예: 여성 파트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덜 경직된 성적 및 젠더 정체성을 갖게 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GBV 예방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결과는 여성과 여아의 안전 및 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개입 활동이 여성과 여아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지 아니면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GBV 프로그램을 위한 접근법이 여성과 여아를 중심에 두지 못하면
가부장제의 역학 관계를 재생산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자기 자신의 웰빙을 위한 주체가

3. 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은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동원, 개인 간 의사소통을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가족 및 커뮤니티가 가진 지식, 태도,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351 이러한 의사소통은 특히
긴급재난 발생 기간에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개인과 커뮤니티가 긍정적인 젠더 및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52
사회적 변화를 위한 대부분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차원353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개인적 요인: 태도, 주체성, 사실에 근거한 신념, 자기효능감

⦁

사회적 요인: 사회적 규범 및 네트워크

⦁

물질적 현실: 자원에 대한 접근성, 빈곤, 기존 인프라

⦁

구조적 힘: 법률, 정치적 이념, 정책 체계, 세계화(globalization)

프로그램 기준

여성의 지위와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 수도 있다.350

제도와 사회적 규범 변화시키기

되지 못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가진 관심사와 선호사항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한 접근법은

GBV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캠페인은 적절하고도 행동 지향적인
(action-oriented)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집단, 제도, 커뮤니티가 젠더와 권리 및 평등과 관련해 취하는
행동 및 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긴급재난 기간에 실시되는 GBV 관련 캠페인은 긍정적인 젠더
및 사회적 규범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GBV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사회적 변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차원의 개입은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장려할 수도 있다. 행동 변화가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장벽으로 인해 가로막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프로그램 설계와 이행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프로그램 단계에 관여하면 좋을
핵심 이해관계자들로는 여성, 여아, 남성, 남아, 커뮤니티 지도자, 문지기, 경찰, 법관 등이 있다. 개입 활동을
커뮤니티가 주도하면 장기적인 영향과 변화를 위한 동기 부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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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데이터는 충분한 고지에 입각한 생존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위해
관리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 보관, 분석,
공유된다.

이 최소기준은 생존자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존자 데이터는 GBV에 관한 여러 데이터 가운데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다른 유형의 정보로는 GBV 필요 조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타 정보원에서 얻은 질적 및
양적 데이터가 있다.

GBV 생존자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가리킨다.
⦁

양질의 GBV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로, 인도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GBV 생존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최소 요건
⦁

해당 생존자에게 관련 서비스(예: 보건의료 또는

개별 생존자의 개인 정보 또는 신상 파악이 가능한
데이터
⦁

심리사회적 지원)를 제공해야 한다.
⦁

사례 관리 데이터: GBV 사례 관리 과정을 통해

보고 관련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상 파악이 절대 불가능해야 한다.
⦁

생존자/사건 관련 데이터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할 수 있다.

개별 생존자에게 제공된 지원 관련 정보(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생존자/사건 관련 데이터는 당사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며, 분석이나

GBV 사건 관련 세부사항: 폭력의 유형, 사건 발생
장소, 생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

GBV 생존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

신상 파악이 가능한 사례 관련 정보(즉, 연계 양식
혹은 사례 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
파일의 일부분)는 오로지 연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생존자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상황에서 생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할 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존자가 직접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혹은 상황상 적절하다면(예:

있다.
⦁

생존자의 연령, 성숙도,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했을
때) 돌봄제공자가 생존자를 대동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오로지 보호 또는
인권 모니터링이라는 목적에 따라 생존자의 신상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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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뢰인 관련 데이터는 항상 보호해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과만 공유해야 한다.

⦁

데이터를 공유하기에 앞서,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어떤 목적에 따라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하며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출처: GBVIMS Steering Committee, n.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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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355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활용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인적 자원을 투입한다. GBV 서비스 제공자가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BVIMS)
이나 보호관련정보관리시스템(Protection-related Information Management, Primero)/
GBVIMS+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 GBVIMS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그러한 용품에는 잠금장치가 갖춰진 캐비닛, 암호화된 컴퓨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비상상황 발생 시 역할과 책임을 지정하는 데이터 이전(evacuation) 계획이 마련되어 있도록 한다.
관련 직원(예: GBV 사례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딩 시스템, 안전한 서류 정리 방법 등을 포함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과 보관 및 분석, 공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358
GBV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적인 안전보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당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한다.359
신상 파악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연계 서비스용)와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보고용)를 기관
내부 및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내부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프로그램 설계와 옹호 활동 및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도록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개발한다(세부 지침 2 참고).
정보공유 프로토콜에 서명한 경우, 프로그램 설계 및 옹호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기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용 가능한 GBV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과정 기준

생존자 및 사건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보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용품을 확보한다.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연락해 해당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적격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356, 357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과 외부 매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발생 시 GBV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 생존자 중심 접근법, GBV 사안을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보고하는 방법과 그 이유를
교육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든 긴급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든, GBV의 실제 규모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GBV는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으며, 낙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 또는 접근성의 제약, 가해자에 대한 면책,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많은
이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제 사건 수보다 적게 신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는 현재 GBV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인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GBV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360
생존자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5가지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수집은 생존자 데이터를 모으거나 확보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GBV 생존자가 인도주의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생존자 및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생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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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관심사는 생존자의 웰빙을 즉각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에서 볼 때, 신고된 사건과 관련된 양질의
익명 통계 데이터가 (최소한)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면 신고된 사건들의 추세를

데이터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맡고 있는 사례담당직원들을 위해서는 관련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록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 주고, 지도감독자들을

그러나 다른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자

위해서는 돌봄의 질을 조사하고 진척 상황을

데이터만 해석하면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확인하며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GBV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주의 기관의

있다. 이처럼 데이터 수집은 차선의 과제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어진 맥락에서 GBV 상황을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분석 시 다른 정보원(sources of
information)도 고려해야 한다.
GBV 사례 수를 보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GBV 사례 수 같은 정보는 혼동을 야기하기 쉬우며,
특히 GBV 사례나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적은

2.	생존자는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상황에서는 비밀유지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알 권리가

게다가 이는 유용하지도 않은 정보인 데다가, GBV가

있다. 데이터는 생존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벌어지는 빈도를 축소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표할 때에만 수집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점이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위험보다 큰지 작은지를 항상 판단해야 한다.

있다. 반면 GBVIMS을 통해 산출되는 추세 데이터
(trend dat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패턴 변화를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 및 옹호 활동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3.	안전한 데이터 보관이란 종이든 전자 데이터든
모든 데이터를 형식과 무관하게 안전하고 비밀이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가공 수치 데이터(raw
numbers)보다 추세 데이터가 더 도움이 된다.

보장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존자 데이터가 본질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해당 데이터를 오용할 경우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생존자, 커뮤니티, 데이터 수집 주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다.361
4.	데이터 분석은 인도주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집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의미를 추출하며,
데이터에 입각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GBV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양질의 GBV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면 (1) 신고된 사건들의 추세와 패턴을 이해하고, (2) 인도적 개입과 관련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3) 향후에 취할 조치를 계획하며, (4) GBV 서비스 제공 및 전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를 수집한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와 생존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그러한 주체가 생존자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데이터 공유에는 (1)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다른 서비스로의
연계를 위해 신상 파악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 공유(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 (2) 프로그램 설계와 옹호
활동에 필요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 공유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생존자에 관한 신상 파악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는 생존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할 경우 연계를 위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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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려면 인도주의

기관 및 기관 간 차원에서 관련 형식과 프로토콜, 즉 GBV 하위 클러스터/실무 집단의 표준운영절차(SOPs)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여러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수집한 후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엮어
기관 간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 기관 간 차원에서의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들이 동일한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데이터 공유 방법과 관련된 규칙과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진행해야 한다.362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동일한 의뢰인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간 차원에서 안전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의 GBV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신고된 사례들의 추세를 이해하고 조정된 대응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363

신상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개인 데이터: 생존자의

신상 파악이 가능한 개인 정보를 고지에 입각한

신상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없는 개별 생존자

동의 없이 연계와 무관한 맥락에서 공유해서는 안
되며, 생존자 비밀보장에 해가 되거나 생존자가
소속된 커뮤니티에 안전 관련 위험을 야기할 수

관련 데이터
종합 데이터: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다양한 사건 관련
데이터의 집합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서도 안 된다.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정보공유 프로토콜이나 기타 기관 간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한 프로토콜은 생존자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생존자 및 전체 커뮤니티의 신뢰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여자와 사업이행기관
(implementing partners)이 맺은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기타 유형의 정보를 공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합의가 존재한다 해도, 개별 생존자나 사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동의를 바탕으로 한
연계 또는 사례 이관과 무관한 맥락에서 생존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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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존중하는 것에 있다. 즉, 파트너들은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이 최소기준의 기본은 모든 파트너가 정보공유

발생률(Prevalence) 데이터는 해당 인구 내에서 발생한
발생률 데이터

GBV의 비율과 빈도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상황에서는 GBV 발생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인구 내
모든 GBV 사건

사건(Incidence) 데이터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GBV 사건이 아닌, 생존자가 해당 사례를 신고하기로
결정하고 GBV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한 사건만 반영한
데이터이다.

신고된 사례
(전체 사례 중 일부)

어떤 유형의 생존자 데이터든,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존자가 직접 또는 돌봄제공자가 생존자를
대동하여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 예컨대,
오로지 보호 또는 인권 모니터링이라는 목적을 위해 생존자의

사건 데이터

신상 파악이 가능한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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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표
⦁

생존자 데이터 및 데이터 공유 관련 내부 절차와 관련해 안전하고도 윤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고 있는 GBV 담당 직원의 비율

⦁

젠더기반폭력 정보공유시스템(GBVIMS) 데이터 보호 점검표(Data Protection Checklist)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 364

⦁

신상 파악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연계 서비스용)와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가 안전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부 절차를 갖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비율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

기관 간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비롯해 GBV 정보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세부 지침
1.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BVIMS) 및 기타 시스템365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BVIMS) 및 보호관련정보관리시스템(Primero)/GBVIMS+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기관 간 사건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정보 시스템이다. 이는 GBV 생존자 데이터 관리에서의 대표적인
국제 기준에 해당하며, 각각의 인도주의 기관과 기관 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WHO의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ing, Documenting and Monitoring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366에 입각해 설계된 GBVIMS는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

GBV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건 데이터를 수집,
보관, 분석,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과정

⦁

⦁

GBV 생존자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이다. GBV 데이터
관리는 복잡한 일이며, 연관된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수단을 필요로 한다.

GBV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생존자(생존자의

수집 방법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포함해)와 커뮤니티를

신고된 GBV 사례들에 관한 익명의 사건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칠

비롯해 심지어 인도주의 기관에도(다른 생존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비밀이 보장되고,

수 있다. GBV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안전하며, 윤리적인 접근법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GBVIMS Steering Committee 2010b, p. 21.

GBVIMS 데이터는 GBV 생존자가 GBVIMS를
활용하는 GBV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신고한 사례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률(prevalence) 데이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GBVIMS 데이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GBV 사례 신고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GBV
아동 생존자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제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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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GBVIMS는 안전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관행 및 데이터의 과잉 수집 관련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인도적 대응 맥락에서 GBV 생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주의 기관들을 위해 개발된 GBVIMS는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조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GBV 이행 원칙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한다.
GBVIMS는 GBV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로 하여금 신고된 GBV 사건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 및
보관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며, GBV 사건에 대한 종합 데이터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GBVIMS의 취지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양질의 GBV 사건 데이터를 더
쉽게 생성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며, 더 광범위한 추세 분석과 개선된 GBV 조정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BV 지원 커뮤니티가 신고된 GBV 사례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GBVIMS가 모든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GBV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파트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다른 시스템들이 본 최소기준과 GBVIMS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조치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주체만 활용 가능한 개별 생존자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역할별 접근 제한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정보공유 프로토콜
GBV 정보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과 정보공유 합의를 구축해둠으로써 인도주의 기관들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GBVIMS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367 어떤 GBV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른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불리며,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관한 합의는
(1)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2) 공유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3) 어떤 차원(예: 기관 내부에서만, 프로토콜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간에만, 프로토콜 서명 주체가 아닌 사람들과, 공유할 지역 단위는 무엇인지)에서 정보를

과정 기준

사이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정보공유 프로토콜이라

공유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맺기 위해서는 생존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들이 동일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은 GBV 신고 사례에 관한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규칙과 이행 원칙을 제시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에 서명하는 당사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직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지원(정보의 취합과 분석 및 보고 포함)하는 기관들로 제한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따르는 모든 조직과 기관은 비밀보장(예: 생존자, 가해 추정자, 생존자가 소속된 가정이나 커뮤니티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과 고지에 입각한 동의(생존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 갖는 통제권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하고 합의된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바탕으로 생존자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생존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이상, 생존자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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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GBV 데이터 시스템
각국 정부도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실현
가능하기만 하다면 GBV 생존자 데이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참여하면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증대될 수 있으며, GBV에 관한 각국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하에서 GBVIMS가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무관하게 GBV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모범적인 관행을 촉구할 수도 있다. GBV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정부를 참여시키면, GBVIMS에서 권장하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기준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분쟁이 일어난다면) 분쟁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 정부가 데이터 관리에 관한 각자의 기준과 목표를 조정하려는 의지 등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데이터 수집이 GBV 생존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4. GBV에 관한 신고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GBV 사안에 관한 옹호 활동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긴급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기타 형태의 GBV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 의사결정자 및 커뮤니티와의 옹호 활동이
활성화되며, 종합적인 GBV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된다. 미디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원하고, 여성의 목소리 및 보호 관련 우려사항이 전달되도록 하며, 커뮤니티와 대중이 GBV
대응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고, 긍정적인 젠더 및 사회적 규범을 장려할 수 있다.368 그러나
미디어에서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GBV를 보도할 때 기본적인 윤리 및 안전 관련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GBV
생존자를 비롯해 그들이 소속된 가정과 커뮤니티 및 도우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369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디어와 교류하는
상황에서는 생존자들이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가능한
한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활동가들이 동의 없이 생존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생존자가 미디어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바람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경우, GBV 전문가들은 제반
환경을 조사해 보고 생존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 어떤 식으로 미디어와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370
사례관리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생존자가 폭력 경험을 대중에 공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존자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 경감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미디어는 생존자 및 생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해로운 사회적 규범을 강화할 수 있으며, 생존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피해자 비난을 부추길 수 있다. 보도 담당자와 생존자 사이에 권력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즉,
생존자는 자신이 원치 않을 때조차도 발언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생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조직들은 언론인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활동가들이 인터뷰할 수 있는 생존자를
“찾아줄”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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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GBV 생존자 사이의 일대일 인터뷰는 생존자의 안전과 치안 및 심리사회적 웰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371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야기는 GBV 생존자를 돕는 지역
또는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372
인도주의 기관 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이나 언론인이 생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할 때에는 그들이
생존자의 안전과 비밀보장을 존중하면서 GBV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373 GBV
사안에 관한 보도는 생존자를 존엄하고 정중하게 대우하는 방식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 지침374을 따라야 한다. 언론인이나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원들을 보호하고 생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존자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을 철저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언론인들은 반드시 “고지에 입각한 동의”, 즉 인터뷰를 하거나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여성과 여아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해야 하며,
커뮤니티로부터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된다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낙인이 찍히는 등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생존자의 얼굴이 직접 공개되어서도 안 된다.

도구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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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Data Protection Protocol. http://www.gbvims.com/?s=data+protection+protoc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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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생존자들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서비스 제공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이름이 대중에 공개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생존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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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위험 경감 및 GBV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
하고도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좋

은 조정은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활동가들이 GBV 사안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촉구하고,
GBV 최소기준을 수호하고, GBV 이행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정보공유와 모범적인
관행을 촉진하며, GBV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준다.375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여성 및 여아의 보호와 안전은 공동의 지속적인 조치376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GBV는
다양한 부문과 기관들이 GBV 예방과 대응 및 위험 경감을 위해 통일된 전략을 세우고 이행할 때 가장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377

GBV 조정 그룹
어떤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클러스터”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공식적으로 활성화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주관 기관
(cluster lead agency)을 통해 인도적 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HC)에게 책무를 다하고, 각국
당국과 피해인구에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 클러스터는 인도적 지원의 각 핵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 모인 그룹으로, 인도적 지원 조정관(HC)이 상주하는 상황에서도 “실무그룹(working groups)”으로
불릴 수 있다. 2015년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는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을 위해 클러스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국가 차원의 클러스터 조정을 위한 참고
모듈』을 발간했다.
클러스터 시스템 내에 공식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 공식적인 조정 메커니즘은
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공백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 사업 활동, 대응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클러스터 접근법은 다른 형태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조정 체계와 공존할
수도 있으며, 클러스터 접근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와 현지 맥락상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난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 조정 모델(RCM)을 바탕으로 각 부문과 실무그룹을
조정하고 주관한다. 이 밖에 다른 기관들이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UNHCR과의 조정을 바탕으로 GBV
하위실무그룹을 공동 주관할 수도 있다(UNHCR의 임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 제시된 자료 참고).
출처: IASC Sub-working Group on the Cluster Approach and the Global Cluster Coordinators’ Group 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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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하위 클러스터/부문을 위한 전략과 업무 계획의 개발을 주관한다.







자금 조달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응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한다.



















핵심 활동

GBV 조정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주관 조정 기관
인도적 지원 시스템 차원의 규모 확대(scale-up)를 진행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GBV 조정관을
파견한다.
GBV에 특화된 적절한 정보관리 및 프로그램 구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GBV 조정
메커니즘을 공동 주관할 GBV 전담 조정관을 채용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조정팀과 하위 클러스터/부문 구성원
기존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집단, 기관들을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과 GBV를 다루는 활동가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새로운 긴급재난 GBV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현재의 긴급재난 GBV 조정

업데이트한다.
현지 및 각국 기관과 정부 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GBV 조정 회의가 접근성과 책무성을 고려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게 한다.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지역 중 어느 곳에서 어떤 GBV 대응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하위
클러스터/부문의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실히 하고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예: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에서(Where)’를 명시하는 3/4W
매트릭스 작성).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를 위한 피해자 지원 프로토콜이 포함된
GBV 표준운영절차(SOPs)의 개발을 주관하고, 이를 최소한 6개월마다 업데이트한다.378
인도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생존자의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파트너들과 함께 연계
경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

과정 기준

하위 클러스터/부문의 과업지시서(ToR)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승인한 다음, 이를 매년 검토하고

GBV 조정

메커니즘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그들과 논의한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자료(3/4W 대시보드, 브리핑 자료 등)를 작성하고 발간하며, 하위
클러스터를 위한 배포 플랫폼(예: ww.humanitarianresponse.info)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GBV에 특화된 다부문 현황 조사와 분석을 주관하고 이를 지원하거나 해당 결과를 배포한다. 기타
수요 조사 메커니즘에서 GBV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기여하며 GBV가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한다. 2차
자료 검토, 갭 분석(gap analysis) 등 GBV 상황에 대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인도적 필요 개괄(HNO) 또는 난민 필요 조사(Refugee Needs Assessment), 인도적 대응 계획
(HRP) 또는 난민 대응 계획(RRP)을 비롯해 기타 계획 수립과 옹호 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379

GBV 하위 클러스터/실무그룹의 기능과 성과 및 특히 여성과 여아를 비롯한 GBV 생존자에 대한
책무성을 조사하는 모니터링 척도를 마련한다.
GBV 대응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HRP상의 지표(예: 3/4W를 바탕으로
한 보고, 대시보드 등)들을 기준으로 GBV 대응을 측정하고 보고한다.
GBV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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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및 다부문 GBV 조정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연계 경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생존자의 접근성을 증진한다.































GBV 하위 클러스터 조정 권한을 정부 당국이나 적절한 여성주도단체로 이전하는 작업을 주관한다.
보호 클러스터/부문 및 클러스터/부문 간 실무그룹(및 필요하다면 다른 그룹도 포함)에 참여하여
핵심 정보와 메시지를 제공하고,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을 대표하여 옹호 활동을 전개한다.
보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생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등 다른 핵심 부문/실무그룹과 관계를
형성한다.
PSEA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기존의 GBV 연계 시스템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PSEA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관련 시스템을 매핑하고 설계한다.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IASC GBV 지침』을 비롯해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기준을 활용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구성원
여성 및 여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연계 경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와
의도치 않은 해로운 결과(예: 비밀보장, 안전, 존중, 비차별 등으로 구성된 GBV 이행 원칙의 위반)는
없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신고된 GBV 사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에 참여한다.
지역단체, 여성주도단체, 정부 기관을 포함한 관련 행위자들에게 GBV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GBV 이행 원칙 등 GBV에 대한 인도적 대응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한다.
상황별 GBV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며, 서비스 제공 범위와 대응
조치상의 우선순위를 GBV 조정 메커니즘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IASC GBV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GBV 위험 경감 활동 관련 정보를 다른 클러스터 및 부문들에
제공한다.

GBV 조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가 우선시되고 생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부문과 활동가들이 『IASC GBV 지침』에 따라 GBV 예방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다.

조정 시스템은 인도적 개입과 전략을 계획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책무성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상의 결함을 메우며, 중복 지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380 또한 조정은 각국 정부가 대비 및 비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역량상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국내이재이주민(IDPs)을 비롯해
시민들의 웰빙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조정 시스템은 각국 정부 당국과 교류해야
한다.381 이러한 조정 시스템은 인도주의 기관이 여성과 여아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116
116

지리적 범위가 충분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사항과 관련해 메워야 할 간극이 존재한다거나 할 때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382

GBV 조정은 공식적 차원에서부터 비공식적 차원, 현지 차원에서부터 지역 차원, 국가 차원에서부터 국제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공식적인 조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해당 지역의 단체나 기관들이 서로 만남을 갖거나 회의를 열 수 있으므로 “조정” 자체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GBV 생존자들에게 임상 치료를 제공하고 성폭력 생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동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및 아동보호 부문 활동가들과 효과적인 조정을 꾀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기준 6: GBV 사례
관리 참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 모임이 진행되려면 모든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위에 제시된 핵심 활동의 대부분은 특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활동가들과의 조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핵심 활동 가운데 일부는 조정을 주관해야 할 임무가
있거나 조정을 주관하기로 합의한 기관 또는 정부 부처 등 특정한 GBV 조정 주관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것은 책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모든 다부문 현황 조사 시 GBV 서비스 제공 관련 질문(예: 커뮤니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 서비스
제공상의 공백, 서비스 제공 장소나 유형에 관한 여성 및 여아의 선호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포함하되,

GBV 조정

핵심 지표

⦁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서비스 매핑과 GBV SOPs가 구축되어 있음

⦁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전략이 개발되어 있고 업무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

모든 인도적 대응 계획(HRP)과 난민 대응 계획(RRP)에 (1) GBV 위험 경감, (2) GBV 대응 서비스를 포함한

과정 기준

GBV 사건이나 발생률 관련 질문은 가급적 포함하지 않음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 (3) PSEA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383, 384

세부 지침
1.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또는 실무그룹의 핵심 기능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또는 실무그룹의 6가지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인도적 대응 계획(HRP)이나 난민 대응 계획(RRP),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플랫폼 제공
⦁

서비스 제공상의 중복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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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도적 지원 조정관(HC)/인도적 지원 국가팀(HCT)/난민 조정관(Refugee
Coordinator)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우선순위 설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 조사와 갭 분석 준비

	인도적 지원 서비스 제공상의 (새로이 부상하는) 공백, 방해 요소, 중복, 다부문을 아우르는 사안들을

⦁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설정

3.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하위 클러스터/부문의 전략을 계획하고 이행한다.
	전반적인 인도적 대응의 전략적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GBV 부문별 계획과 목표

⦁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및 지표 개발
⦁

공통적인 기준과 지침을 적용하고 준수

	자금 조달 관련 조건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 설정을 도우며, 하위 클러스터/부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

내용이 HC/HCT/난민 조정관의 전반적인 인도주의 자금 조달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게 함
4.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사업 활동과 필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

하위 클러스터/부문의 전략 및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척 상황 측정

⦁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

5. 대비 및 비상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구축한다.
6.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강력한 옹호 활동을 지원한다.
⦁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HC와 HCT의 메시지 전달과 활동에 핵심 정보와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여

⦁

• 클러스터/부문, 클러스터/부문 구성원, 피해인구를 대변하여 옹호 활동 전개385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난민 보호 실무그룹(Refugee Protection Working Group)과의 조정을 통해
위에 언급된 핵심 기능들을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 실무그룹에 적용할 수 있다.

비호 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귀환민 보호하기
유엔난민기구(UNHCR)는 국제 사회 차원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
세계적인 난민 사안들에 관한 국제적인 조치를 주관하고 조정하는 것도 UNHCR의 임무다. UNHCR은 각 회원국이
비호 신청자와 난민 및 귀환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호 신청자, 난민, 귀환민에 대한 UNHCR의 의무와 책무는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UNHCR은 각국 정부와 협력하며,
다른 여러 기관과 국내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모든 인도적 대응의 최우선 목적은 보호에
있기 때문에 UNHCR은 난민 보호 실무그룹을 결성하고 가능하다면 연관된 수용 정부 기관과 함께 이를 주관한다.
난민과 국내이재이주민(IDPs)이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 지원 대상 인구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난민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긴급구호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은 각 부문과 클러스터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출처: UNHCR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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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BV 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GBV 조정에는 다양한 활동가가 참여하며, 그러한 활동가에는 국내 및 국제 NGO,
시민사회단체, 정부 행위자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GBV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가는
(1) 피해인구가 맞닥뜨릴 수 있는 GBV의 위험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2)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GBV를 다루어야 할 책임을 교육할 수 있도록 GBV 이행 원칙과 긴급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요 형태의 GBV를 숙지할 책임이 있다.386 GBV 예방 및 대응의 필요를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은 GBV 조정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하다.
GBV 조정 분야에 다양한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지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그들의 참여는 인도적 지원 활동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며,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여성과 여아 및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고 책무성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지 기관들은 현지 맥락에 맞는 중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아가 가진 비판적인
견해와 관점을 대변해 줄 수도 있다.
긴급재난 시작 시점에 어떤 조정 방안을 수립하든, 기존의 GBV 관련 네트워크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관계를

3. GBV 책임 영역(AoR)
국제 차원에서의 GBV 조정은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Global Protection Cluster) 내의 GBV 책임 영역(AoR)
이 주관한다.387 GBV AoR은 생존자를 위해 GBV 예방과 돌봄, 지원, 회복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 기준

대응 및 GBV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잠재적 메커니즘으로 간주해야 한다.

GBV 조정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떠한 맥락에서든 GBV를 다루기 위한 기존의 기관 간 조정 모임은 긴급재난

것을 비롯해, 현장 차원에서의 GBV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조정된 접근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촉구하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호 메커니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IASC에서
규정하는 글로벌 주관 기관이다. 국가 차원에서 UNFPA가 하는 역할은 GBV 위험 및 프로그램상의 공백을
다루는 공동 활동과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기관 간 모임(GBV 하위 클러스터 또는 실무그룹)을 NGO 또는
정부 공동 주관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주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UN 직원들이 하위 클러스터를 주재하고
조정하기는 하지만, 클러스터 접근법에 따라 활동하는 조정관들은 현지 NGO와 기타 시민사회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클러스터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정관은 GBV 대응의 완전성(integrity)
을 총체적인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며, 자신이 대표하는 기관의 관점만 대변하는 방식으로 조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388
어떤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GBV 조정을 공동 주관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GBV 전문 지식을 갖춘 국제
NGO나 시민사회단체가 GBV 조정을 공동 주관하기도 한다. IASC 개혁 의제(Transformative Agenda)
에서는 각 주관 기관이 실현 가능한 경우에 한해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여성주도단체를 포함한 NGO들과
클러스터 리더십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 권장된다.389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UNHCR이 난민
조정 모델(RCM)을 바탕으로 여러 부문과 실무그룹을 조정하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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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하위 클러스터/실무그룹을 공동 주관한다는 것은 GBV 조정 메커니즘을 주관하고, 국가 시스템의 구축과
강화를 도우며, 생존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의 당국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90 UNFPA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UN 기구나 국내 또는 국제
NGO, 정부 등이 GBV 조정을 주관할 것이다. GBV 조정 기관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는 GBV 예방과 경감
및 대응과 관련해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활동가가 기본적인 실천 기준들, 특히 GBV 이행 원칙(기준 1
참고), 윤리와 안전 및 생존자의 권리와 관련된 기준,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IASC GBV 지침』에 명시된 책임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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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하위 클러스터/실무그룹은 다른 인도주의 부문들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각 인도주의 부문이 주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GBV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각 인도주의 부문에 GBV 위험 경감을 위한
필수적인 부문별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은 『IASC GBV
지침』에 따라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이다. GBV 조정 메커니즘이 파트너들을 한데 모으고,
조정된 행동 계획을 개발 및 지도 감독하며, 다른 부문/클러스터에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등 다부문 GBV

GBV 조정과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SEA)
인도적 지원 조정관(HC)/상주 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RC)은 국가 내에 PSE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PSEA를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HC/RC와 인도적 지원 국가팀(HCT) 모두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가 피해인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적 착취 및 학대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PSEA 네트워크는 HC/RC의 주도하에 기존의 생존자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행동 계획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PSEA 네트워크는 신고 및 책무성 메커니즘 등과 관련된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고, PSEA 전담 조정관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이 PSEA 담당 조정관은 주로 생존자 지원과 관련해 PSEA 네트워크와 업무가 중복되는 GBV
하위 클러스터/실무그룹의 조정관과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GBV 조정 그룹에는 PSEA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PSEA 네트워크가 생존자 지원과 관련해 내린 전략적인 결정에 영향을 받는 GBV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변할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GBV 조정 그룹은 PSEA와 관련해 (1) PSEA 피해자 지원 프로토콜이 현지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PSEA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GBV 하위 클러스터/부문은 모든 구성원이
PSEA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IASC 핵심 원칙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모범 사례,
PSEA 정책에서 요구되는 최고 기준, 행동 강령 등을 촉구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하위 클러스터/부문에 속한
기관이 PSEA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하위 클러스터/부문은 그러한 기관이 알맞게 변형하여 채택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의 표본을 제공하는 등 PSEA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기관 간 PSEA
네트워크가 존재할 경우 그러한 네트워크와의 조정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
『IASC Best Practice Guide Inter-Agency Community-Based Complaints Mechanism (CBCM):
Protec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2016)에는 “커뮤니티 기반 고충처리 메커니즘(CBCM)
은 사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적 착취 및 학대(SEA) 혐의를 신고하는 현지의 절차와 과정을 GBV
하위 클러스터 조정관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p. 30)라고 기술되어 있다. GBV 조정관들이 전문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CBCM이 생존자가 가진 안전과 비밀보장 및 웰빙에 관한 권리를 비롯해 GBV 이행
원칙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PSEA 네트워크에 있다.
PSEA 네트워크와 GBV 조정 그룹 간의 관계는 현장 차원에서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두 집단의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적 착취 및 학대(SEA)와 GBV 생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출처: GBV Area of Responsibility 2019,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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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GBV를 다루어야 할 책무는 인도적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핵심 부문/클러스터에게 요구된다.391
조정을 주관하는 주체들은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GBV 조정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은 기본적인 인도주의 원칙과 GBV 이행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조정
파트너들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태도를 근거로 GBV 이행 원칙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모든 파트너는
프로그램 설계를 추진할 때 하나의 통일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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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6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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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GBV 프로그램의
질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G

BV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면
사업상의 개입과 학습이 양질의 현황 조사,
위험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를 근거로 삼아

야 한다. GBV의 본질 및 범위와 관련해 윤리적인

GBV는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GBV의 실제 규모에
관한 인구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거나
확보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결부된 안전 및 윤리상의 문제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

인해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우선시되지 않는다.

옹호 활동, 자원 동원이 피해인구가 식별한 필요와

모든 인도적 지원 인력은 GBV 사건이 실제로

해결책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 준다.

커뮤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인구가 GBV로 인해 위협을

니티 기반의 참여적인 접근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

받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또한 GBV를 생명에

392

하면, 인도적 개입에 따른 영향과 결과가 개선된다.
또한 데이터 수집 활동은 여성과 여아처럼 피해인구
중에서도 보통 목소리가 배제되곤 하는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393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IASC 2015a, p. 2.

긴급재난 발생 시 GBV 전문 기관들은 GBV에 중점을 둔 정보 수집 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GBV 데이터 수집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생존자 중심의
접근법을 교육받은 상태이며(기준 1: GBV 이행 원칙 참고), 생존자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려주고 연계
서비스(기준 7: 연계 시스템 참고)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394
GBV는 모든 상황에서 실제 사건 수보다 적게 신고된다. 즉, 신고된 사례들은 전체 사건 중에서 일부만 대표한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GBV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양적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은 생존자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 395
또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면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해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지침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396 신고 사건 관련 데이터의 정기적인 수집은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리고 정보공유 프로토콜이 구축되거나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젠더기반폭력 정보공유시스템(GBVIMS)처럼 보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기 이전에 시작될 것이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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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학계 및 미디어의 보고서 등)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GBV 정보상의 공백/필요를 조사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위험, 비용, 이점을 상호비교하여 검토해
본다(세부 지침 3 참고).

회
복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앞서, 기존의 2차 자료(가구 설문조사, 종합적인 서비스 데이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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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대응 서비스에 대한 매핑(예: 현재 다부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질과 규모, 국가의 법률 및 정책
체계)을 실시하고, 이를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상의 우선순위와 아동보호, 보건의료, 기타 핵심
인도적 대응 분야 활동가들과의 조정에 반영한다.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참여적 현황 조사를 위해 여성, 여아, 남성, 남아를
별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따로따로 접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수집팀의 구성 방식(구성원의 성별, 연령, 구사하는 언어 등)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한다.397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팀의 구성원은 대부분
여성으로 선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데이터 수집팀이 소외된 여성과 여아 및 GBV 생존자들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본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종교집단, 청년집단, 보건의료 시설, 커뮤니티 기반 기관, 현지 NGO 등의 커뮤니티
구조와 집단을 활용하고 그들과 협력한다. 피해인구가 도시 또는 외딴 지역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지 파트너 등 다기능팀을 통해 피해인구와의 접촉을 시작한다.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데이터 수집팀에 소속될 구성원들을 신중히 선정하고, 그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전문 교육과 지속적인

WHO의 윤리적 권고사항398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 및 업무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데이터 수집팀이
생존자 중심적 태도와 젠더평등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여성 및 여아 소외 집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연령 및 장애 관련 대응 협의를
위해 아동보호 및 장애 분야 활동가들과 협력한다.
더 광범위한 현황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모임 장소와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위험을 다룰 수 있도록 여성 및 여아와 해결책을 도출한다
(기준 9: 안전 및 위험 경감, 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과정 기준

데이터 수집팀을 대상으로 참여적 접근법, GBV 이행 원칙(기준 1 참고), GBV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체 인도적 대응에 대한 자금 조달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현황 조사 보고서에 현재
발생 중인 GBV 유형에 관한 개별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 위험, 기존 다부문 서비스의 질과
규모에 대한 조사, 여성과 여아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과 여아가 제시한 명확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데이터 수집 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과 여아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프로토콜 및
방법을 수립한다.
GBV에 특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구성하는 투입물(inputs)과 산출물(outputs) 및 성과물(outcome)
을 다루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종 권고사항과 습득한 정보를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기타 현지 활동가들과 협력한다.
적절한 피드백 및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피해인구와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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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상황에서의 GBV 데이터 수집에는 다음과 같이 많은 도전과제와 위험이 뒤따른다.400
⦁

GBV 생존자와 그 이외의 여성 및 여아에게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등 수혜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

⦁

유능한 여성 조사원/데이터 수집원의 부족

⦁

GBV 사건을 신고하는 생존자를 향한 낙인

⦁

가해자나 커뮤니티의 보복 위험을 포함한 안전상의 불안

⦁

가해자에 대한 면책

⦁

GBV 관련 데이터 수집 도구 및 데이터 수집 방법의 통일성 부족

⦁

GBV 사건 관련 정보의 안전성, 보안, 기밀성,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있거나 취약함
⦁

서비스 관련 인프라의 부족

⦁

GBV 생존자를 위한 양질의 효과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의 부족

⦁

여성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소외된 인구 집단(예: 노인 여성, 청소년기 여아,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아)의
이동성에 대한 제약

⦁

피해인구, 특히 여성과 여아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한

⦁

피해인구와 신뢰 및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상황

⦁

기본적인 사생활을 보장하는 적절한 인터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어려움

GBV의 본질과 범위를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데이터 수집과 정보 수집을 위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 양적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survey), 설문지(questionnaire), 통계가
포함되고, 질적 방법에는 면담, 표적집단토론, 안전 감사 또는 관찰 등이 포함된다. 질적 방법은 여성과 여아가
직면한 위험, 다양한 유형의 GBV 가해 행위, 생존자에게 해로운 결과, 인도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규범 및 젠더
규범상의 변화 등에 관한 맥락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제공해 줄 수 있다.401 그리고 인구통계 및
사회적·경제적 지표, 법률 및 사법 체계, 학술 보고서와 기타 보고서 등의 1차 자료와 2차 자료도 활용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여성과 여아 같은 소외된 집단과 안전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준 2: 여성 및 여아의 참여와 권한 강화 참고). 긴급재난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은 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질을 조사하고, GBV 위험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세부 지침 1 참고).
연구 활동은 폭력이 어떻게 여성과 여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폭력을 다루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여성단체가 페미니즘에
입각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도할 때 더 그러하다.402 긴급재난이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활동이 우선시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연구 중에서도 특히 현지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는 인도적 개입을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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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E)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활동을 가리킨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추적하고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된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가리킨다.403 평가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 활동들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다. 이 평가 작업은 예상되는 프로그램 실적과 실제 프로그램 실적을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모니터링 및 평가(M&E)는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목표와 전략을 개념화하고, 논리
모형(예: 인과 경로, 논리 체계)의 개발을 촉진하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를
파악한다.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방법을
설계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집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M&E)
필요에 따라 M&E
접근법을 수정한다.

현황 조사, 모니터링, 평가

명료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404

여성 및 여아와의 의견
교환과 데이터 분석
결과에 맞게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조정한다.

과정 기준

프로그램팀과 데이터를
공유한다.

데이터를 여성 및 여아/
커뮤니티 전체와 공유하고
분석한다.

핵심 지표
⦁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ing,
Documenting and Monitoring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및 참여적 접근법에 대한 교육을
받음

⦁

(합의한 점검표를 기준으로 측정해 본 결과) WHO의 윤리 및 안전 관련 권고사항이 모든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준수됨

⦁

GBV 관련 프로그램팀들의 70%가 여성으로 구성됨

⦁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개입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조사 이후에 여성 및 여아와 진행하는
참여적 협의가 모든 조사 계획 및 예산에 최소 한 차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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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
1. 현황 조사
GBV 현황 조사는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본질과 범위,
폭력과 관련된 보호 및 위험 요인(예: 연령, 소수자로서의 지위,

젠더기반폭력을 고려한 긴급재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인도주의 기관 간 최소기준

장애 여부), 이용 가능한 다부문 서비스의 질과 규모상의 공백, GBV

STOP! 해를 끼치지 않음
현황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대응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GBV 생존자들의 정체가 드러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GBV 프로그램 활동가들의 이해 수준을

나거나 그들이 특정 집단으로

파악하고 향상시키고자 한다.405 현황 조사는 생존자 개개인 또는

묶여 식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집단을 식별하거나 GBV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안 된다.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인도적 대응이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전에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는 GBV가 여성 및 여아에게 벌어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적절한 대응 서비스와 예방 및 위험 경감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신뢰성 있고 잘 계획된 조사는
내부 및 외부에서 옹호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되어주며, 긴급재난 상황에서 GBV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와 자금을 증대시켜줄 수 있다. 좋은 조사는
좋은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참여적 조사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조사의 목적은 여성과 여아가

방식으로 진행되면 피해인구가 GBV 관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떻게 GBV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안전한 공간이 생기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일부 생존자들은
이를 계기로 자신이 경험한 폭력 사건을 공개하게 될 수도 있다.406

파악된 문제들(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벽)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개입은 무엇인지, GBV

그러므로 기본적인 대응 서비스는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프로그램 활동가들이 대응에 필요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조사팀은 돌봄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적정 수준의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관한 정보를 생존자에게 제공하는 등 조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보호 관련 사안들이나 GBV 사건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안내 받아야 한다. 조사는 그 자체로 인도적 개입 활동이 될 수도
있다.407

조사는 결코 GBV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출처: IRC 2017b, p. 28.

2. 책무성 있는 활동: 참여적 접근법
참여적 접근법은 현지 커뮤니티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목표로 삼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동을 가리키며, 그러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가 피해 커뮤니티에 의해, 피해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동원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티 집단의 참여가
장려되고 촉진되도록 하며, 여성과 여아의 참여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가 안전 관련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GBV 위험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는 참여를 권장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408 또한 수집된 모든 GBV 사건 데이터와 정보를 성별과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 여부, 민족성,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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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현황 조사는 대비 및 초기 긴급재난 대응 단계와 인도적 대응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
⦁

각 부문의 프로그램들이 여성과 여아가 맞닥뜨리는 독특한 보호 관련 위험과 피해를 입은 여성, 여아, 남성,
남아의 필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을 시행되도록 한다.

⦁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문화적 적절성을 갖추고 젠더를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하며, GBV를 포함한 보호 관련
우려사항들이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보다 적절한 인도적 대응이 설계될 수 있게 한다.

⦁

프로그램이 소외된 여성과 여아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GBV 개입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

여성과 여아가 재난 대비 및 초기 회복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파악하고 그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피해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기회와 자원 및 강점을 부각시킨다.

출처: UNFPA 2015a, p. 64.

지향, 기타 맥락상 연관성이 있고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들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은 일종의
관행으로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09
긴급재난이 급격히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여적 접근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참여적 접근법을 데이터 수집 활동에 통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상황이 안정되면 현지
커뮤니티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적 접근법을 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410
설계, 이행,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참여 원칙(participatory principles)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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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단계에서 인도적 지원 단계, 회복 단계, 개발 단계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과정 기준

⦁

사항이 포함된다.
⦁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 전반에 걸쳐 현지 차원의 주인의식을 북돋고 현지 집단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

현지의 연구원들과 협력한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는 국가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연구원들을 통해서 또는 그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데이터 수집 과정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한다. 여성과 여아는 상황상 적절하다면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연구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협력한다. 가능하다면 커뮤니티 구성원들,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여성집단과 직접 협력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맥락화(contextualize)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 활동의 결과를 현지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피해 커뮤니티에 전달한다.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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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BVIMS)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BVIMS)은 모니터링 및 평가(M&E) 시스템은 아니지만, 신고된 GBV 사례에 관한
공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M&E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시스템이다. GBVIMS에서 추출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자 및 보다 광범위한
GBV 부문으로 하여금 서비스에 접근하는 생존자의 수뿐만 아니라 사건 신고와 관련된 핵심 추세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기준 14: 생존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GBV 대응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GBVIMS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GBV 서비스를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로 GBVIMS를 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GBVIMS는 모든 상황 또는 맥락에 적합한 것도 아니며,
예컨대 양질의 GB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조정 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긴급재난이 급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 GBVIMS를 구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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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처: The Global Women’s Institute 2017, p. 28.

3. GBV 연구와 평가 및 학습 활동 관련 윤리적 고려사항
어떤 주제에 관한 데이터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인구와 함께
수집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GBV가 본질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인도적 개입을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여성과 여아를 위한 더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나은 조치를 옹호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활용하지 않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낭비적인 행위이다.412

어떤 형태의 질적 또는 양적 현황 조사
(assessment)나

설문조사(survey)든

확고한 윤리 및 안전 관련 고려사항,
합의된 국제 기준 및 “해를 끼치지 않음”

WHO 는 GBV 관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학습
413

활동의 출발점인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조사, 모니터링
및 연구할 때 준수해야 할 8가지 일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여성과 여아, GBV 생존자, 인도적
지원 인력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설명한다.
1. 	위험과 이점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1) 응답자와 데이터 수집원이 직면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과
(2) 피해인구 및 보다 광범위한 인도적 커뮤니티가 누리게 될 수도 있는 잠재적 이점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이점이 위험을 능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14
2. 	방법론: 데이터 수집 활동은 반드시 안전하고 생존자를 중심에 두는 건전한 방법론에 따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415
3. 	연계 서비스: 개개인이 각자가 경험한 폭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는 활동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생존자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현지에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416
4. 	안전: 정보 수집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치안은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안전 및 치안 관련 조건은 안전보장 프로토콜에 정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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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보장: 모든 유형의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비밀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데이터는 익명으로 수집해야 한다.
6.	고지에 입각한 동의: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표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는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기 이전에 데이터 수집의 목적,
참가로 인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참가를 통해 얻을 수

국제 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긴급재난
상황에서 GBV 발생률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GBV에
관한 인구 기반 연구를 시행하려 할 때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점(현금 또는 현물 보상 포함)을

뒤따르는 방법론적 및 상황상의 도전과제

안내받아야 한다.

(예: 생존자와 연구원의 안전보장 관련
우려사항, 이용 가능하거나 접근 가능한

적절하고 충분한 전문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권장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ASC GBV 지침』, p. 7 참고.

8. 아동: 정보공유 활동에 아동(18세 미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418

4. 연구를 통한 학습
정기적인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M&E)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들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참고하여 진행되며, 그러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보다 광범위한 인도주의 커뮤니티가 특정
사안(예: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GBV 유형, GBV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결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는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활동들도 포함될 수 있다.419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s)는 변화가 프로그램의 영향에 따른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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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은 신중히 선정되어야 하며,

인도적 대응 서비스의 미비 등)로 인해

과정 기준

7. 	정보 수집팀: 정보 수집팀에는 반드시 여성이 포함되어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등 프로그램이 대상 인구에게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420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인구는 수많은 데이터 수집 활동(예: 현황 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표적집단토론)
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데이터 수집 활동이 여성과 여아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인지, 전반적인
연구 목적이 반드시 알아낼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GBV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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