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자료:

활동 지역에 젠더기반폭력(GBV) 활동가가 없을 때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방법:
인도적 지원 실무자들을 위한 단계별 포켓 가이드 - 버전2.0
2015년 9월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의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GBV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GBV 가이드라인 이행 지원 팀은 18개 국가와 11개
분야(sector)에서 2,500명 이상의 인도적 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GBV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포켓 가이드 자료 모음집의 목표는?

다양한 상황과 분야에 있는 교육 참가자들이 GBV 활동가(GBV 연계 경로 또는 GBV
전문가/담당자 포함)가 없는 지역에서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간결한
기초 자료(how-to resource)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표출했습니다. 다른 실무자 및
조정 메커니즘과 협의한 결과, 다른 다양한 환경과 여러 유형의 활동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필요성이 명백하게 공감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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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GBV 가이드라인 레퍼런스 그룹과 GBV 책임 영역(Area
of Responsibility, AoR)에 의해 소집된 공동 실무그룹이 GBV 가이드라인의 보조
자료로서 “GBV 연계 경로 또는 담당자가 없을 때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방법
(‘포켓 가이드’)”에 대한 자료 모음집을 개발했습니다. 이 자료 모음집은 2017년 9월
부터 2018년 2월까지 실무그룹 구성원, 외부 감수자 및 협의 참가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료 모음집은 쉘터 클러스터의 「GBV Constant
Companion」 및 IRC/UNICEF의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등의 기존 글로벌 활용자료(tools)와 방향을 같이 합니다.
2018년 2월 버전의 포켓 가이드 자료 모음집에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인쇄용, 온라인 게시용 및 모바일 앱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

GBV 가이드라인이란?
2015년에 발간된 GBV 가이드라인(2005년 버전의 개정판)은 실용적이고
현장에서 검증된 도구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분쟁 혹은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가 GBV와
관련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필수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GBV 가이드라인은 GBV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일상 활동에서 GBV 관련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GBV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 인식 및 활용도를

이 포켓가이드 자료 모음집의 목표는
모든 인도적 지원 실무자들이 따르기
쉽고 휴대하기 쉬운 가이드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V 활동가가 없는 지역(GBV
G
연계 경로 또는 담당자의 부재
포함)에서 당신에게 피해 사실을
밝힌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법
이 자료 모음집은 GBV 생존자에게
추가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활용합니다. GBV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자료 모음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켓 가이드 자료 모음집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1. 본 배경자료는 자료 모음집을
소개하고 옹호 활동 및 조정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2. 사용자 가이드는 프로그램

관리자, 전문분야 조정관, 팀 리더
및 모든 분야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GBV 생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포켓가이드를 사용해서 GBV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팀
브리핑을 하고 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극대화하기 위해 3개년 이행 전략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1. 온라인 게시용 한국어 번역본은 2022년 3월에 추가됨 (역자 주)

더 자세한 정보는 www.gbvguidelines.org 참고

(다음 장에 계속)

3. 포
 켓 가이드는 모든 클러스터/

분야의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GBV 활동가/연계
경로가 없는 지역에서 생존자가
도움을 청할 경우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쉬운 지침서로
사용됩니다.

포켓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포켓 가이드는 위생 증진 활동가,
커뮤니티 내의 보건 인력, 캠프 관리자,
보호 담당자 등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의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GBV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포켓 가이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켓 가이드는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인도적 지원 실무자에게 밝힐 때 실용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읽기 쉽고 빠르게 찾아 참고할 수 있는
흐름도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지침, 준비·보기·듣기·연결
하기 프레임워크에 따른 단계별 활동
목록을 포함합니다.
포켓 가이드는 아동 및 청소년, 성소수자
및 젠더 소수자/LGBTQI, 장애를 가진
GBV 생존자 및 남성 GBV 생존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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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SC GBV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GBV 위험 경감 조치를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는 것은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가의 핵심 책임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모든 분야에 걸쳐 인도적 대응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 “ 해를 끼치지 않음” 원칙과 IASC 보호의 중심화 성명(Centrality of
Protection statement)에 따라, 모든 분야의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GBV
위험을 최소화하고 취약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b.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전반적인 성과가 개선됩니다. 반면 GBV 관련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분야에서 인도적 개입의 효과가 저해됩니다.
2. 기
 존의 젠더 불평등은 여성과 소녀들을 이러한 종류의 위기에서 특히 취약하게
만들고, 성폭력, 가정폭력, 강제 결혼,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GBV에 노출되게 합니다.
a.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여성과 소녀들은 위험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도록 떠밀리게 되고, 이로 인해 GBV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b.	여성과 소녀들이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필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종종 인도적 지원의 제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 우리 실무 그룹은 이동형 서비스(mobile services), 이용 시 교통편이
필요한 서비스, 전화 핫라인 또는 기밀이 유지되는 온라인 채팅과 같은 가상 서
비스가 있는 지역에서의 시나리오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GBV 전문가들은 GBV에 대응하고 예방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동 실무
그룹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와 자료들을 추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기: 당신의 활동 지역에서 포켓 가이드를 배포하고자 하거나,

비상사태 시 협의에서 GBV 위험 경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gbv.guidelines@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의 글: 본 자료 모음집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 기술 및 조정 지원에 도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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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활동 및 조정을 위한 핵심 메시지

 ww.gbvguidelines.org 에서
w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www.gbvaor.net 에서
고해상도 및 저해상도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글플레이 또는 아이튠즈에서
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GBV Pocket Guide”를
검색하세요.

주신 외부 검토자 및 협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 대응 행동(Action Contre la Faim, ACF),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클러스터, 아동 보호 책임 영역(Child Protection
Area of Responsibility), 위기 시 재생산 보건의료를 위한 기관 간 실무 그룹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is),
국제 적십자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GBV에 관한 아일랜드
컨소시엄(Irish Consortium on Gender-Based Violence), 국제이주기구(IOM),
옥스팜(OXFAM), 쉘터 클러스터, 트로커러(Trócaire), 시리아 전역의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난민기구(UNHCR), 유니세프(UNICEF) 남수단,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클러스터, 월드비전(World Vision) 남수단,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남수단, 여성난민위원회(Women’s Refugee Commission).

더 자세한 정보는 www.gbvguidelines.org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