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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신매매 가해자들이 그 아동들에게 말을 걸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날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대중문화에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

고 있으며, 우리 문화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온 것을 대중문화에 점진적으로 흡수시킴으로써 서

서히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사만사 파텔은 이에 대해 비정상적

인 성적 경계선을 대중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러한 대중 문화에서 판단력이 미숙한 아

동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더욱 위

험하다고 말했다.

 

파텔은 아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타인이 접촉하

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No!’라고 할 수 있

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인신매매로부

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인신매매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이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지역,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쉴뢰겔 에이전트에 의하면 미국에서

만 매해 2 십만 건의 아동 인신매매가 발생한다고 한

다. 그는 아동 인신매매는 미국 전역에 걸쳐 어디에서

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생

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갓 입학하는 자녀들에게도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하며 예방에 대

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만사 파텔은 이러한 교육이 부모와의 대화 중에 

충분히 가능하며 나이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면서 자녀를 내가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남에게

서 잘못된 정보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신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해 무슨 일

을 하고 있는가?’ 였다. 

쉴레겔 에이전트는 FBI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작전

을 통해 인신매매에 희생된 아동 및 청소년들을 구조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법 집행기관에서는 

인신매매 범죄가 일어난 후 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

라 현재 적극적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쉴레겔은 법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이

를 통해 일반 대중들을 계몽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만사 파텔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필 것을 당부했다. 

여기서 나온 또 한 가지 질문은‘이러한 실태에 미디

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였다. 

사만사 파텔은 보통‘테이큰(Taken)’같은 헐리우드 

영화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예쁜 

백인 소녀가 대부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비백

인 청소년 및 아동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에 나타나는 피해자는‘구조자’에 의

해 구조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의 피해자 구조는 그런 영웅적인 헐리우드 액션이 아

니라 피해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쁜 백인 소녀만 구

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다 구조 되어야 한

다고 덧붙였다.

파웰 사전트는 보통 사람들은 SNS 미디어에 올라

오는 것들은 믿으면서 실제로 현실에서 눈앞에 나타

나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미디어에 

올라오는 백인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평범한 비백인 청소년 피해자들을 보게 되

면‘그럴리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데브라 워너 박사는‘현대판 노예 장사’인 인신매

매에서는 아동, 청소년, 어른 남녀 모두 누구나 피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우

리 현실에서 일어날 리 없다는 심리가 팽배해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웰 사전트는 무언가 내게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기 쉬운 것이 

인간의 심리라면서 남의 일이라 생각지 않고 내 개인, 

내 가족, 내 지역사회 일이라고 생각하면 공감대를 형

성하기 쉽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역사회/국

제적인 공조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였다.

이에 대해 파웰 사전트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

지 않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

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쉴뢰겔 에이전트는 인신매매 관련 

교육은 미국이든 외국이든 가정에

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교육

을 통해 경각심이 커질 때 인신매매

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

했다. 수요가 줄어들 때 인신매매 공

급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는 인신매매 범죄 형량

에 대한 법안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

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인신매매

가 필연적으로 마약 거래와 연결된

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사만

사 파텔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

면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

에 없다고 말했다.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신매매 예

방 교육에 대해 나와있는 법안은 California AB 

1227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Act 을 참고하면 된다. 아동들의 신체 보호

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은 My Choice My Body 

My Rules: A Workbook in Prevention 이며 아마존에

서 구입할 수 있다.

 끝으로 패널 멤버들은 다시 한 번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며 특히 어린 아동 및 청소년들

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매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교

육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쉴뢰겔 에이전트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

피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이상한 점을 보았으면 

가서 말하라’면서 법집행기관이 조사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고로 인해 한 생명이 구조될 수 있다면서‘여러분

은 우리의 눈과 귀’라고 말했다.

 

사만사 파텔은 우리 문화에서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면 안된다면서 그 애매한 경계선에 대

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파웰 사전트는 인신매매는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크립트는 www.thescriptconference.com 을 방문

하여 Program for Community Collaboration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ACT IMMEDIATELY if you believe that your child 

is missing. Call local law enforcement first, then call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800-THE-LOST (800-843-5678).

만약 당신의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지역 

경찰 및 셰리프에 먼저 신고하신 후, 전국 아동 실종 

및 학대 핫라인 (800-843-5678)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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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AND IDENTIFY MISSING PERS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