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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홍수, 지진, 국가 간 무력 충돌, 내전, 박해 등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고향에서 강제로 피난하

여 친척과 재산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그들은 집을 잃고, 종종 두려워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

격을 받으며, 생활이 급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재이주의 상황에 부닥칩니다. 난민 또는 국

내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에게는 캠프 내에서 보호와 지원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캠프는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지만, 지원, 안전 및 보호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종종 유일한 선택권이 됩니다.

분쟁 및 자연재해 상황에서 캠프는 단 몇 달간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캠프가 

몇 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캠프는 그 수명과는 상관없이 임시적 

지원과 보호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이재민을 위한 항구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캠프의 임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캠프는 캠프 커뮤니티의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단 캠프가 설치되면,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캠프가 효과

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캠프 내의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조직, 조정, 그리고 모니터링되지 않는 곳에서는 캠프 주민의 

취약성과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지원의 격차나 인도적 지원의 중복은 편향적이고 불공평한 서

비스의 제공과 불충분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캠프와 캠프 유사환경에서의 생활 수준

을 높이고 캠프 주민의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 캠프 관리 프로젝트는 신규 개정된 본 2008년 

판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2008)에 기술된 주요 지침, 국제조약, 기

준 및 모범 사례를 활용하고 이행할 것을 지지합니다.

캠프 관리 툴킷이 2004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로 캠프 관리 분야는 급속하고 현저한 발전과정

을 거쳐왔습니다. 오늘날 캠프 관리는 캠프와 캠프 유사환경에 있는 이재민들의 지원과 보호

를 위한 필수 인도적 지원 분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클러스터 시스템에 글

로벌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클

러스터가 2005년에 포함되고, 뒤이어 전 세계적으로 캠프 관리 훈련 워크숍의 빈도가 증가한 

것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십여 개 이상의 국내이재민 또는 난민 상황에서의 툴킷 사용이 

이 같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저희는 『2008년 판 캠프 관리 툴킷』이 캠프 관리와 캠프 운영에 관련된 국가 및 국제 인도적 

지원기관 직원, 커뮤니티 지도자 및 정부 당국, 국내이재민과 난민들에게 적절하고 건설적인 

참고자료와 실용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본 툴킷이 이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캠프 관리 프로젝트!

덴마크 난민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DRC)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구호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the Refugees, UNHCR)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2008년 판 캠프 관리 툴킷』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현장에 의해서” 그리

고 “현장을 위해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독자이자 사용자인 여러분께서 보

내주시는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가 캠프 관리 종

사자들의 일상 업무에 미치는 툴킷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여러분의 조언과 의견을 camp@nrc.no로 보내주십시오.

▶▶   캠프 관리 프로젝트와 CCCM 클러스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툴킷의 부록 1과 2

를 참조하십시오.

본 툴킷은 www.nrc.no/camp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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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툴킷에 관하여

캠프 관리 툴킷이란?

『캠프 관리 툴킷』은 필수적이고 정평있는 인도적 지원 분야인 캠프 관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취하며, 특히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 캠프 운영의 여러가지 측면에 

관한 광범위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캠프 관리 툴킷』은 캠프나 캠프 유사환경에서의 보호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 사안들을 

강조하고, 캠프 관리 직원이 전반적인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를 확실히 하고 이재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캠프 관리 툴킷』은 자문적 성

격의 안내서이며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캠프 관리 툴킷은 캠프 설치를 옹호하지도 캠프 생활을 촉진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오히려, 캠프 관리 툴킷은 캠프가 때로는 이재민을 수용할 유일한 

선택지이자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일단 캠프 

설치가 결정되면,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이재민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그들의 필요를 가

장 잘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캠프 설계, 캠프 개발

과 유지보수 실행, 항구적 해결책과 퇴거 전략 기획이 포함된다. 

『캠프 관리 툴킷』은 난민 캠프와 국내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캠

프 그리고 분쟁 상황과 자연재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캠프 관리 툴킷』은 무엇보다

도 Sphere 프로젝트의 『인도주의 헌장과 재난 대응 시 최소 기준(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Disaster Response)』 및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긴급상황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편람

(Handbook for Emergencies)』과 같은 기존의 분야별 지침 및 기준이 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해 쓰였다.

캠프(Camp)란 용어는 다양한 종류의 캠프 또는 캠프 유사환경에 적용하여 문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캠프 유사환경은 임시 정착지(Temporary Settlements)를 의미하여 이재민들

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계획/자생 캠프(Planned/Self-settled Camps), 이재민 임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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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Collective Centres), 트랜짓/귀환 센터(Transit/Return Centres)를 포함한다. 이는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이재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시적 장소에서 쉘터를 찾아야만 하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된다. 

『캠프 관리 툴킷』은 2004년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애드보커시(Advocacy) 

및 인식제고 활동의 결과, 프로젝트 웹사이트(www.nrc.no/camp)를 통해 수백 명의 개인과 

기관에서 툴킷을 내려받았고, 캠프 관리 훈련 워크숍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개인과 기관들

이 툴킷을 받아갔다. 그들 중에는 UN 기구, 국제기구, 현지/국제 비정부기구(NGO), 대학, 연

구기관, 정부기관의 직원들이 포함된다. 캠프 관리 툴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

로는 라이베리아, 수단, 파키스탄, 스리랑카, 부룬디, 우간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그루지야, 

레바논, 콩고 민주 공화국, 케냐, 차드, 에티오피아 등이 있다. 

개정된 2008년 판 『캠프 관리 툴킷』은 덴마크 난민위원회(DRC), 국제이주기구(IOM), 국제구

호위원회(IRC),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RC),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유엔난민기

구(UNHCR)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캠프 관리 프로젝트(Camp Management Project)’에서 

출간하였다. 이 툴킷에는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의견 및 제안을 반영하여 

다수의 모범 사례들과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이 담겨있다. 업데이트된 구체적 분야별 정보 및 

최신 중요 온라인/출판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캠프 관리 툴킷』이 캠프를 관리하거나 캠프에서 일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참고문

헌이 되길 바란다. 또한, 현지 캠프 매니저, 커뮤니티 지도자, 정부 당국 및 서비스 제공자들만

큼이나 국제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이 이 툴킷을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라며, 무엇보

다도 이재민 스스로 이 툴킷을 읽고 활용해 주길 바란다. 

 캠프 관리 툴킷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캠프 관리 현장을 반영하고 알리려 노력하는 

‘살아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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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도전과제는 역할과 책임(제2장)에 대한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

명한 이해는 효과적인 캠프 대응에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의 이재민 

커뮤니티에 대한 책무성의 바탕이 된다. 

제 II 부: 핵심 관리 업무

제 II 부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수행하는 핵심 관리 과제를 더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는 모두 

기본적이고 범분야적 사안으로, 캠프 인구에 표준화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

소이다. 

커뮤니티의 참여 및 연계(제3장)는 캠프 관리 기관이 효과적으로 캠프를 관리하고 이재이주로 

약화된 캠프 거주민들의 역량, 자존감 및 존엄성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정(제4장)과 정보 관리(제5장)는 파트너들 간에 캠프와 관련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활용하

는 활동들이다.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공유는 캠프 운영에서의 격차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천연자원 및 환경(제6장)의 활용과 보호 방식 역시 캠프 운영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이다. 환경 

문제는 캠프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종종 수용 커뮤니티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캠프의 전 분

야는 물론 캠프의 영역을 넘어서도 고려해야 한다.

캠프 설치를 계획할 때 캠프 폐쇄를 위한 퇴거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캠프 설치와 폐쇄

(제7장)는 독립된 사항이 아니라 캠프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서로 연결된 과정의 시작이자 종

착점으로 여겨져야 한다. 캠프 설치를 위한 건실한 계획 수립 및 기준에 따른 폐쇄는 캠프 주

민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캠프 관리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 

제 III 부: 안전한 환경

이재민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 활동의 중심이다. 이에 따라, 『툴킷』의 제 III 

부에서는 보호 관련 사안, 캠프 운영 업무 담당 시 숙지해야 할 정보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에는 전문화된 보호 기관의 역할, 책임 및 의무를 포함하여 캠프 환경에서의 보호(제8

장)에 관한 일반적이고 특정한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등록(제9장)은 핵심 보호 수단이자 공평한 지원과 보호 제공의 근간이 된다. 더불어, 등록 정

보는 성차별 폭력(제10장)에 가장 취약한 집단 및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제11장)

툴킷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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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툴킷』 2008년 개정판의 구성과 체계는 이전 판들과는 다르다. 2004년 판이 캠프

의 계획 및 설치에서 폐쇄에 이르는 캠프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연대순으로 구성되었던 반

면, 2008년 판은 주제별로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 제 I 부: 서 론

! 제 II 부: 핵심 관리 업무

! 제 III 부: 안전한 환경

! 제 IV 부: 캠프 서비스 (목차 참조)

이러한 재구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복잡한 인도적 지원 분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

이다. 

! 캠프 관리 기관이 개별의 특정 부문 또는 운영 측면에서 가지는 직간접적인 책무성의 다양

한 수준을 반영한다.

! 독자들이 캠프 생애 중 어떤 단계에 관여하고 있는 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주제를 신속히 스

크롤 하여 더욱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 캠프 관리의 운영상의 핵심을 반영하는 주제들과 활동들에 대해 더욱 논리적인 분류 체계

를 제공한다.

툴킷의 각 부문 SECTION 소개

제 I 부: 서 론

제 I 부는 2008년 판 캠프 관리 툴킷 및 캠프 관리 부문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캠프 관리는 

비교적 새롭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캠프 관리의 정의(제1장) 

및 캠프 관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및 캠프 관리는 정황별로 매우 다르며, 캠프 운영의 유형 및 특정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비상사태의 초기 단계 및 장기화된 이재이주 상황 모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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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V), 보호, 참여와 커뮤니티 연계, 정보 관리 및 환경과 같은 주제는 범분야적 속성을 지니

며, 그 메시지들은 『툴킷』 전체에 필수적이다. 또한 젠더, 나이, HIV/AIDS 및 환경 문제와 같

은 범분야적 사안에 대한 정보는 전 장을 걸쳐 통합하여 제공하였다.

각 장의 구조

모든 장은 동일한 개요 또는 핵심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 주요 메시지 

! 서론 

! 핵심 사안

!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 툴

!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당연히, 각 장은 주제별로 특성이 있고, 캠프 관리 프로젝트 내 전문가나 외부 컨설턴트 등 여

러 전문가가 공저한 까닭에 장별로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각 장은 각 저자의 개인 스타일과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편집 및 간소화하였다. 

주요 메시지

주요 메시지는 해당 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분야 및 부문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일부 정보 및 사안을 강조한다.

서론

서론은 해당 장의 특성 및 주제에 따라, 해당 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거나, 요약 및 결

론을 짓거나, 또는 중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핵심 사안

각 장에 관련된 정보 대부분이 핵심 사안에서 설명된다. 핵심 사안은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

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은 별도의 부(section)에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본문 중 가장 적합한 곳에 삽입되었다. 

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모두 캠프 환경에서 잠재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특별한 

지원과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캠프 치안 및 직원의 안전(제12장)은 캠프 주민, 정부 당국 및 인도적 지원 기관의 직원 등 캠

프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안전 및 안보 관리는 불안정한 상황

이 잦은 환경에서 캠프 관리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다. 

제 IV 부: 캠프 서비스

『툴킷』의 제 IV 부는 캠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인도적 지원 분야와 서비스 및 캠프 

인구의 기본적 필요 및 기본 인권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캠프 관리 툴킷』은 캠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서비스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캠프 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

!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제13장) - 이재민에게 충분한 식량과 개인위생, 복지 및 가정 내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보급품과 물품을 보장한다.

!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WASH(제14장) - 전염병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공중위생 및 개

인위생 시설을 제공한다.

! 쉘터(제15장) - 사람들에게 날씨로부터의 물리적 보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및 존

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의료 서비스와 보건 교육(제16장) - 캠프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가장 심각

한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장 흔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처한다.

! 교육(제17장) - 개인 능력 개발을 가능케 하고 귀환이나 재정착 시에 (재)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 및 훈련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생계(제18장) - 캠프 인구의 자존감, 식량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는 생계 및 소득 창

출 활동의 실행과 촉진 가능성에 대해 기술한다.

범분야적 사안

『캠프 관리 툴킷』의 주제 대부분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다른 부문(sectors) 및 장(chapters)

과 연관성 및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성차별 폭력(Gender-base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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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실용적인 팁, 교훈, 현장 직원의 모범 사례 및 전 세계 캠프 상황

 기술적 사실과 정보, 캠프 관리 시 특별히 숙지해야 할 사항들

사용된 다른 기호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장과의 관련성, 툴 또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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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각 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요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관련 분야 또는 특정

한 업무를 수행할 때 확인해야 할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실용

적인 도구이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한눈에 상기시키는 리스트(reminder at a 

glance)’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툴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연대기적 체크리스트 또

는 총괄적인 행동 방침으로서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없다.

툴

툴은 전 세계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출처로부터 수집되었다. 많은 툴이 특정한 필요

에 대한 정황별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직원들에 의해 개발했다. 툴은 본보기이자 청사진으로

서 캠프 관리 프로젝트 및 전 세계 현장 직원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툴은 단

일 상황 또는 단일 캠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더 일반적 및/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툴도 있다.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모든 캠프 관리 담당 직원은 다른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들은 항상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범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된 주요 출판물, 지침 및 핸드북 등 다방면에 걸친 최신 자료 목록이 각 장에 첨부

되어 있다.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박스 및 기호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된 박스들이 모든 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중요한 정보 또는 모

범 사례가 문맥의 논리적 흐름 상 포함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연관성이 커서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활용되었다. 두 가지 기호 및 색깔이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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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란
무엇인가?

WHAT IS CAM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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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국가는 주권체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캠프 또는 캠프 유사환경의 거주민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의 국내이재민과 난민에게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정부 당국

이 이재민에게 보호 및/또는 지원을 제공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경우, 인도적 지원 기

관은 국가가 그러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 캠프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때로는 자연재해 또는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피난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게 임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선택안이기도 하다.

 ▶ 캠프 관리의 주요 목표는 이재민이 항구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자신의 

기본 인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캠프 내의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 캠프 관리 (또는 클러스터 대응에서 CCCM)는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기본 

인권 수호 및 캠프 인구의 필요 충족에 있어 총체적 접근법을 택하므로 인도적 지원의 필

수적인 형태이다.

 ▶ 지원 격차의 해소 및 중복 지원의 방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캠프 인구 사이에서 캠프 수

준의 효과적인 조정과 캠프 관리 기관 및 부문별 또는 클러스터 주관기관(Cluster Lead 

Agency)과 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관리에 달려 있다. 

 ▶ 캠프 관리에 중심이 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캠프 인구가 의사결정 

과정 및 캠프의 일상생활에 동원되고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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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

캠프 관리는 국제법의 주요 조약의 영향을 받는다. 난민 및 국내이재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히 다음 내용을 참조한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51 

Convention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1977년 제네바 협약 2개 추가 의정서(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 two protocols of 1977)』

! 『1998년  국내  이재이주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 

지진, 홍수, 쓰나미, 내전, 지역 분쟁, 실패한 평화 합의 및 기타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집을 

잃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람들이 고향에서 피난하여 국내이재민

이 되는 자연재해, 난민의 갑작스러운 유입을 야기하는 분쟁 발생 또는 다른 재난과 같은 비

상사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재산을 잃고,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사건을 겪고, 자

신의 고향 및 커뮤니티의 보호로부터 갑작스럽게 벗어난 사람들에게, 캠프는 의료, 식량, 쉘터 

및 보호 등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캠프가 항구적 또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는 반면, 잘 관리된 캠프는 필수적인 그리고 종종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임시 피난처가 된다.

캠프 관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캠프 내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이 국제적

으로 합의된 법률 및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따라서 캠프 인구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는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과 이재민 또는 

수혜자 사이에서 효과적인 조정을 캠프 수준에서 제공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

가 필요로 하고 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지원 및 서비스에 공평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다양한 

캠프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이는 캠프와 캠프 인구에 관한 정보 관리, 조정 포럼 개발 및 

충분한 제공을 위한 옹호 활동, 모든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캠프 거주민이 리더

쉽 구조, 의사결정 및 캠프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동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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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 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4장을 참조하시오.

▶▶ 정보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시오. 

▶▶ 캠프 내 서비스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3~18장을 참조하시오. 

캠프는 이재민 커뮤니티가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

해 존재한다. 캠프 관리의 모범 사례는 캠프 내 모든 활동이 캠프 인구를 학대 또는 굴욕적인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식량, 쉘터, 보건 및 가족 통합을 포함하는 이들의 권리 보호를 핵심 목

표로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쉘터 지붕 수리, 유치원 설립 또는 생활용품 배급과 같이 캠프 또는 캠프 유

사환경에서의 일상생활에 조치를 취할 때, 캠프 거주민의 폭력, 결핍, 의존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의미 있고 합리적인 참여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식

을 취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난민 및 국내이재민과 같은 이재민이 캠프 거주 시, 이들이 

등록, 출생 및 사망 증명서 발급과 같은 법적 인정을 받게 하고, 안전해지기 전에 자신의 희망

에 반하여 강제 귀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아 캠프 관리 기관의 의무이다. 

▶▶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을 참조하시오.

핵심 사안

누구에게 캠프 관리의 책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국가가 국경 내의 캠프 및 임시 정착촌의 관리에 대한 책임

을 가진다’이다. 이 책임은 국가가 주권이 미치는 국경 내의 국내이재민과 난민에 보호 및 인

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 및 책임과 동일 선상에 있다. 

국가 당국이 난민에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경우, 유엔난민기구

(UNHCR)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 및 책임을 가진다. 유엔난민기구 및 부문 주관기

관(Sector Leads)으로서 책임을 갖는 다른 유엔 및/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캠

프 관리자의 역할은 국제 또는 국가 NGO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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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또는 자연재해의 결과로 국내이재민이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로 피난 가야만 하거나 그

럴 의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단일 기관은 없다. 국내이재민 수가 증가하

고,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한 국제 인도적 대응에서 예측 가능성과 책무성의 보장 및 기관 간

의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수장

이자 유엔 사무차장(UN Under-Secretary General)인 유엔의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UN’s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ERC)가 2005년에 인도적 대응 보고서(Humanitarian 

Response Review)를 출간하였다. 이는 인도적 대응의 다양한 분야 내에서 역할 및 책임

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 공헌하였다. 핵심 비(非)유엔 인도적 파트너들을 함께 모으

는 인도적 지원 조정을 위한 주요한 포럼인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는 캠프 대응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의 11개 분야에 글

로벌 클러스터 주관기관(global cluster leads)을 선정했다. 클러스터 접근법에 대한 정보의 

주요 출처는 www.humanitarianreform.org에 있다. 

분쟁으로 인한 국내이재민을 위한 CCCM 글로벌 클러스터 주관기관은 유엔난민기구(UNHCR) 

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재민에 대한 CCCM 글로벌 클러스터 주관기관은 국제이주기구

(IOM)이다.

CCCM 클러스터는 UN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 (또는 상주 코디네이터)의 권고에 근거하

여 새롭게 발생한 또는 진행 중인 비상사태에서 국가 수준으로 활성화 또는 설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코디네이터는 국가 당국/당사자, 국가 수준의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

회(IASC) 파트너,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ERF) 및 글로벌 IASC와 협의한다. 그 후, CCCM 

클러스터는 국가 당국, UN 기관, 국제기구(국제적십자운동 및 IOM), 그리고 국가 및 국제 

NGO 등의 인도적 지원 관계자를 위한 회의체로서 기능하며, 이들이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캠

프 또는 캠프 유사환경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이 캠프 또는 캠프 유사환경 내에서 임시 쉘터(Temporary Shelter)

를 구하는 경우,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에 역할을 가진 모든 기관과 다른 인도적 지원 관계자

는 현장에서 서비스, 지원 및 보호의 제공을 통하여 이재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난민과 국내이재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 

그리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살 기본적인 권리를 충

족하는 것의 일부이다. 

▶▶ CCCM 클러스터와 주관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 후반부의 ‘캠  

프 관리에서의 파트너쉽 및 이해관계자’, 부록 2와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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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와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캠프 관리는 단일 캠프 수준으로 운영된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국제) NGO가 캠프 관

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종종 자신이 관리하는 캠프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캠프 관리는 

역동적인 캠프 환경의 변화하는 필요(needs)에 대응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정황에 따라 다르다. 비상사태의 특성, 이재이주의 범위 및 패턴, 설치된 캠프의 종류, 가용한 

자원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량은 모두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수행하

는 특정 활동에 크게 공헌한다. 

캠프 관리 기관이 비상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주하여 캠프의 위치 선정과 캠프 설계 및 설치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가 이미 설치된 후 다소 늦은 단계에서야 운영할 준비가 갖춰진다. 따라서 캠프 관리 기관의 

활동은 다양한 지역적 변수와 기관의 임무, 프로그램 자원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량 및 필요

에 좌우된다. 

 캠프 관리의 현장 사례

2005년 스리랑카 남부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후에, 분열되고 매우 이동성이 높

은 캠프 인구가 섬 해안선 주변의 다소 작은 난민 캠프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원래 거주

지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 일부 가족은 스스로 정착한 반면, 다른 가족들은 캠프

나 캠프촌 근처로 이주했다. 해당 캠프와 캠프촌은 비상사태 동안 설치한 캠프촌과 쉘

터를 관리하거나 유지할 권한 또는 자원이 부족했던 다양한 기관들이 설치한 것들이었

다. 단 한 구역 내에서만 50개 이상의 소규모 캠프촌이 존재하여, 캠프 관리 기관이 항

상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 국제 NGO는 임시 

정착촌(캠프) 관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초기 목표는 인도적 지원 또는 정부 관계자

들 사이에 캠프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캠프 및 캠프촌 인구가 스스로 캠프를 관

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국제 NGO는 캠프 관리 훈

련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역 인구를 위한 영구 주택 건축은 모든 이들이 희망

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현장의 상황과 캠프 인구 및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

의 필요가 바뀌었다. 스리랑카 정부 및 UNOCHA가 조정한 부지 관리 프로젝트(Site 

Management project)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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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제 기능을 하며 대표성을 가진 

캠프 위원회 설립을 목표로 캠프 거주민을 훈련 및 지도

! 캠프 거주민 및 수용 커뮤니티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캠프촌 기반시설 및 쉘

터를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 부와 기타 인도적 지원 기관이 적절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분야와 캠프촌을 아

우르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캠프 관리가 수행하는 임무는 캠프가 설치 및 설계 단계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 마지막으

로 단계적 철수 및 폐쇄 단계를 거치는 동안 진화하고 변화한다. 이재민이 귀환, 지역 통합 또

는 재정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무엇보다도 모든 단계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여지(humanitarian space)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여지란 

캠프에 대한 접근성, 기관 직원을 위한 안보 보장, 또는 최소한 이들이 활동하는 국가 정

부 당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 캠프 설치와 폐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관리 기관의 업무는 다음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단일 캠프 내 활동을 포함한다:

! (NGO 및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조정 서비스 

!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참여/동원 기제 마련

! 캠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보장

! (자료의 적절한 수집 및 전달을 포함하는) 정보 관리

! 격차가 있는 지역에서 핵심 서비스를 옹호 또는 제공

!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합의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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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이동팀(Mobile Teams)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에서 계속 상주할 수 없는 경우, 이동 캠프 관리팀을 활용할 수 

있다. 2005년 대지진 이후 파키스탄에서 운영된 캠프 관리 기관이 이와 같은 방식을 활

용했다. 캠프가 광범위한 지리적 지역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동팀은 캠프 

내에서 활동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자들에게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노

력했다. 이동팀은 우선 현지 정부 당국 및 시민 사회 조직을 포함하여 캠프 수준에서 활

동하는 기관들을 위한 캠프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조정, 캠프의 방한 처리, 

기술적 표준에 초점을 두고, 이동 캠프 관리팀은 후속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캠프

를 방문했다.

이들은 다음을 목표로 했다:

! 캠프 관리 훈련 참가자들이 활동하는 캠프 방문

! 참가자들의 일상 업무에 대해 조언 및 지도 제공

! 필요한 경우 캠프 관리에 직접 개입

! 캠프 내 상황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해 보고 또는 문서화 작업

이동팀이 취합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캠프 자료: 이름, 위치, 인구

! 방문일

! 부문별 격차 및 도전 과제

! 캠프 관리 훈련 이전 및 이후의 캠프 상태

CCCM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국내이재민 상황에서의 역할과 책임

글로벌 CCCM 클러스터는 국내이재민 대응에서의 캠프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역할 및 책임에 

관해 기술했다. 정독해야 할 해당 지침은 아래에 요약하였다 (본 장 마지막의 참고문헌을 참조

하시오).

캠프 행정(감독)/정부 및 국가 당국의 역할:

캠프 행정이란 캠프와 캠프 유사환경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가 또

는 시민 당국이 수행하는 기능을 뜻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권 국가의 기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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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지정, 개방 및 폐쇄

! 임시 정착촌의 부지 및 사용권 확보, 토지 전용(land appropria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분

쟁 해결 및 캠프 내에서 거주/근무하는 개인/기관에 대한 청구 예방

! 안보 제공, 법과 질서 유지 및 이재민 캠프의 시민적 특성 보장

! 캠프 거주민에게 출생증명서, 신분증 및 여행 허가증과 같은 서류, 허가증 및 자격증 발급

! 시민을 보호하고, 캠프 거주민이 고향에서 안전과 존엄성을 되찾거나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다른 거주지를 제공받기 전에 퇴거, 재배치 또는 다른 형태로 이재이주되는 것을 예방

! 인도적 지원 기관의 캠프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캠프 조정: IASC가 지정한 클러스터 주관기관의 역할:

캠프 조정 기능의 주된 목표는 보호와 제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도적 지원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캠프 조정은 다음 사항 역시 포함한다:

! 캠프 개설 및 관리를 위한 전국적/지역적 계획 수립 및 지원에 직접 관련되는 역할 및 책임 

조정

! 상기 계획에 출구 전략 및 해결책이 포함되도록 함 

!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의 합의된 기준 및 CCCM 클러스터 관련 운영 지

침에 대한 준수 보장을 포함한 인도적 캠프 대응에서의 전반적 역할과 책임 조정

! 상황 조사, 운영 계획 수립, 전략적 설계, 모니터링되는 이행, 기술적 지원 및 전반적 클러

스터 조정을 보장

! 인도적 대응 시, 다음 주체들과의 충분하고 적절한 논의 보장:

1. 수혜 인구 - 이들이 필요 조사(needs assessment), 보호/지원 제공 및 항구적인 해

결안의 개발/이행에 포함되도록 함

2. 국가 정부 당국 - 또는, 국가 정부 당국의 부재 시, 캠프가 위치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비(非)국가 활동세력(non-state actor)

3. CCCM 클러스터 내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파트너 - 캠프 매니저/서비스 제공 관련 

파트너, 기타 클러스터 및/또는 부문 파트너, IASC 국가팀을 포함

4. 시민 사회, 기부자, 외교 커뮤니티, 현지/수용 커뮤니티 및 언론

! 국가 당국에 역량 강화를 포함한 적절한 지원 제공

! 정부 당국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정부, 유엔 기관 및 인도적 지원 기관이 착수한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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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캠프 및 유사 캠프 임시 정착촌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전략을 보유하도록 촉진하고 장려

! 국제 기준이 캠프 내에서 그리고 캠프 간에 적용되고 유지되도록 보장

! 캠프 관리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확인 및 지정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캠프 관리 및/또는 서비스 제공 파트너의 부진한 성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 모든 인도적 지원 파트너에게 교육 및 지침 제공

! 조사, 모니터링 및 정보 관리 시스템 수립 및 유지보수

! 모든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캠프 및 캠프 간 수준에서의 운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중복 서비스 제공을 방지

캠프 관리/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국제 NGO가 담당하는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캠프 조정 기관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조정 및 지원하에, 각 캠프 관리 기관은 현장 당국(캠프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인도적 지원 관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현장 당국

(캠프 행정)과 연락을 취한다.

캠프 관리는 다음에 초점을 맞춘 단일 캠프 내의 활동을 포함한다:

! (NGO 및 다른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조정

!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참여/동원 기제 확립

! 캠프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 보장

! 정보 수집 및 공유

! 규정된 서비스 제공

! 다른 제공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합의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 보호 및 지원 제공에서의 격차 파악 및 중복된 활동 방지

! 캠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CCCM 클러스터 주관기관/캠프 조정 기관에 전달

! 캠프 조정/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캠프 또는 캠프 유사환경에서 필요한 특정 대응에 적용되

는 기준 및 지표를 규정하는 것을 지원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조정 기관 및 클러스터 내부에 조직된 다른 정보 시스템에 정보 및 자

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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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에서의 파트너쉽과 이해관계자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에서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진 다양한 다른 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긴

밀히 공조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파트너는 다음을 포함한다:

! 캠프 대응에 대한 부문(Sector) 또는 클러스터(Cluster) 주관기관 (예: UNHCR, IOM)

! 캠프가 설립된 지역의 국가 정부 및/또는 현장 당국(on-site authorities)

!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캠프 내 인도적 지원 담당자 - 주로 NGO, 국제 NGO 또는 커뮤니

티 기반 조직

! 캠프 내 보호 담당자 - 주로 UNICEF, UNHCR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와 같은 의무 보호 기관

! 캠프 인구 - 지도자, 대표자, 남녀노소를 포함 

! 수용 인구 - 캠프 부근 또는 인근 소도시/마을에 사는 주민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클러스터 대응에서의 캠프 조정 기관)

캠프 관리 기관은 전반적 캠프 대응 제공 시 국가 당국과 협력할 책임이 있는 부문 또는 클러

스터 주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캠프 간 조정 및 캠프 간 지원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부문 또는 클러스터 주관 기관의 지도 및 지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캠프 및 주변 수용 커뮤니티의 주민이 불평등 때문에 소위 ‘힐튼

(Hilton)’ 캠프로 알려진 더 나은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캠프로 이동하는 인구 흡인 요인

(pull factor)이 발생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캠프 수준의 모든 문제를 

부문 또는 CCCM 클러스터 주관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당국 The Authorities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CCCM 클러스터 대응에서 캠프 행정으로 알려진) 현장 당국과 긴밀

하게 협력하고 연락을 취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의 모든 인도적 

지원 관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종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NGO는 부문별 개입을 위해 교육 또는 보건과 같은 관련 부서 또는 정부 부처와 직접 협력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특정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정부를 옹호하거나 특정 도전과제에 

직면했을 때 부문(Sector) 또는 클러스터(Cluster) 주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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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지원을 청하고, 그들의 역량을 개

발하는 데에는 캠프 관리 기관이 당국과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쉽

을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당국은 영토 내의 국내이재민과 난민에게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원기관은 비상사태 동안에만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은 기관의 도착 전부터 관련 활동을 시작하고 인도적 구호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뒤에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파트너쉽의 구축 및 유지는 

복잡할 과정일 수 있으며 때로는 제한적인 상호 이해, 정치적 의제, 모순되는 우선순위 

및/또는 역량과 자원의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또한 효과적인 캠프 관리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주체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기능

이다. 효과적인 캠프 관리 지원과 함께,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 집단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원 기관들은 캠프 인구 및 캠프 생

활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 부문 또는 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국가/현지 당국 간의 상호 호혜적

인 파트너쉽 구축, 그리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포럼 개발을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

공자들은 프로젝트 일부로서 효과적인 커뮤니티 동원 및 참여를 발전시키는 기회와 지도를 즐

겨야 한다. 이는 이들의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고, 수혜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견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쉽에 있어 더욱 어려운 측면은 캠프 관리에서 지원 및 제공의 기준

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된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은 양해각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은 이 역할이 합법적이고 존중되도록 지원한다. 캠프 관리의 모범 사례에는 상호 신뢰, 존중 및 

지원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한다. 기관 간의 경쟁, 양립할 수 없는 의제, 의견 충돌, 정

치, 또는 단순한 책임 부족으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캠프 관리 기관은 조정을 옹

호하고 모든 관계자가 협력적이고 투명하게 캠프 인구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

다. 캠프 내의 서비스 수준은 다양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가능한 시점의 

상황 및 그 배경을 파악하고 모든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적절한 조처를 할 책임을 갖는다. 

캠프 관리 기관은 또한 정부 당국,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캠프 

내에서 적용될 기준 및 지표를 결정한다.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공통 기준 식별 및 합의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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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관리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서비스 수준이 합의된 최소 기준 아래로 떨어

졌을 때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캠프 인구

캠프 인구를 동원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대표, 연계 및 참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필수적

으로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 개인을 포함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의 핵심 역할이다. 이

것이 달성된 방법, 활용된 프로세스 및 그 결과는 특히나 정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인도적 지

원 기관이 이재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이

재민들에게 최악의 폐해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재이주로 인해 취약하고 의존적인 상황에 

빠지며, 이에 더해 이재민들이 지원 및 도움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이들의 의존도 및 

그에 따른 취약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캠프 인구와의 긍정적 파트너쉽을 적극적으로 구축

하는 것은 캠프 인구의 역량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이들은 독립성 

및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 

수용 인구

주변 마을, 소도시 및 다른 현지 커뮤니티에 있어, 캠프 인구의 수용은 소중하고 제한된 자원

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종종 수용 커뮤니티는 가난하고, 경제 자원 및 

천연자원이 부족하며 생계 수단이 거의 없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수용 

커뮤니티의 필요가 이재민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일 수 있으며, 자신의 토지, 생계, 문화, 안

보 및 특히 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캠프 인구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인

종, 언어, 역사 또는 전통이 다른 경우, 수용 커뮤니티는 캠프 인구와 그들이 받는 지원에 대해 

분개할 수 있다. 또한, 캠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또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은 수용 커뮤니티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증진하여 이들의 두려움 

및 필요를 경청하고, 참여적 조치를 취해서 캠프가 수용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가능한 최

대한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포럼 및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용 커뮤니티 대표자

들이 캠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캠프 및 수용 커뮤

니티에 상호 수혜적일 수 있는 특히 보건 및 교육 등에 대한 조치의 범위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이 캠프 관리 기관은 장작 및 식수와 같은 희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가

능한 경우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수혜자를 파악할 때 수

용 인구의 필요를 고려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인도적 지원 기관들과 함께 애드보커

시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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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캠프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가?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경우

에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종종 도전적이기까지 하다. 캠프 인구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재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신뢰 및 정당성(legitimacy)을 쌓는 활동은 단순히 이재민의 참여

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재민의 서비스, 안보, 보호 및 역량 강화에 대

한 평등한 접근 경험을 증대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를 지원할 때 언제나 이재민의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및 

감정적 웰빙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캠프에서의 삶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및 많은 측면에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재이주한 남녀노소가 캠프 환경에서 이들의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보호의 촉진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캠프 관리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의 책무성과 파트

너쉽을 위한 능동적 학습 네트워크(Active Learning Network for Accountability in 

Humanitarian Action, ALNAP)에서 제공하는 조언을 새겨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인도적 지원 기관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물질적 필요를 넘어서 개개인의 안보 및 전체 

인구의 존엄성 및 온전함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살펴야 한다.≫

 보호 - 『ALNAP의 인도적 지원 기관을 위한 지침』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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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 기관은 국가 당국과 이재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제공에 있어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캠프는 분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자신의 집을 강제로 떠난 사람들에게 임시 지원 및 보

호를 제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설치되었다.

 항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선순위로 다루어졌다.

 캠프 관리 기관의 프로젝트는 국제법, 기준, 지침 및 법규를 고려하여 동일 선상에서 계

획되었다.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 및 보호 제공을 위해 캠프 대응에 있어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정보 관리 및 조정 시스템의 수립과 개발을 계획하였다.

 캠프 커뮤니티의 참여는 모든 개입활동에서 계획되었다. 캠프 관리 활동에 대한 계획, 이

행, 모니터 및 평가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캠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캠프 커뮤니티의 

대표성 및 참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료 보안 및 기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캠프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

집, 분석, 저장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기관이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부문별 특화 지원의 제공을 포함하여 

캠프 관리 기관의 임무, 목표 및 역량이 명확하며 잘 알려져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집단 및 개인에 대한 보호는 모든 캠프 관리 

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국가 당국,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 캠프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 간의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지지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쉽을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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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캠프 내 삶의 수준을 향상하고 캠프 인구가 그들

의 기본인권에 대한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에 위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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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Linda Richardson and Gill Price, 2007. All In Diary. A Practical Tool for Field 

Based Humanitarian Workers. www.allindiary.org/uploads/final_All_in_Diary_

c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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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캠프 내 조정 회의까지 25분이 남았다. 분노한 캠프 거주민들이 자신의 구획에서 

발생한 홍수에 관해 얘기하고자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식량 보급 기관(Food 

Pipeline Agency)의 식량 배급 준비분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를 최대한 빨리 통지하

기 위해 캠프 식량 위원회(Camp Food Committee)와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위

원회는 전체 캠프 커뮤니티에 이번 달 식량 배급은 부분 지급됨을 알려야 한다. 어제는 

월간 보고서 마감이었다. 무전기로 전화가 와서 고위급 후원 대표자가 불시 점검 견학을 

위해 캠프로 오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이 이 방문을 순조롭게 진행하

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인가?

캠프 매니저 또는 캠프 관리 기관의 직원에게 있어, 상기 가설 상황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흔한 

일이다. 국내이재민 또는 난민 캠프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직원들은 다방면으로 업무를 진행해

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우선순위 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일이다.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조정, 인도적 지원 

기준 및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잠재적 분쟁 상황 관리, 조화로운 관계 및 참여 촉진, 행정 업무 

처리, 광범위한 직원관리와 기관의 문제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캠프 매니저는 시장, 대사, 외

교관, 재무 담당관, 보호 모니터링 담당자, 기술자, 트레이너 및 다방면의 해결사 등의 역할을 

한다. 캠프 관리는 신속한 사고(thinking), 혁신 및 세심한 계획 수립을 요한다. 

캠프 관리 개입은 많은 캠프를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동팀에서부터 현장에 상시 주재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팀으로 구성된 국가 또는 국제 NGO는 

일상적인 캠프 관리 운영을 책임진다. 각 상황적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 

구조가 결정된다.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핵심이다. 캠프 관리 기

관은 현장의 필요에 맞는 분명하고 투명한 ToR이 필요하다. 기관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 및 인적자원 등 역량이 충분해야만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업무 또는 핵심 책임은 다음 6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직원 관리 및 훈련

! 지원과 서비스의 조정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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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수준의 지원, 보호 및 서비스의 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포함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은 효과적이고 대표성 있는 캠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캠프 거주민이 의사

결정 및 캠프의 일상 활동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기능을 하는 캠프 환경

은 캠프 거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달렸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필요한 인적 자원과 캠프 관리 직원의 구성 및 조직도는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 및 

직원 개발과 더불어 여성 직원의 채용과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은 캠프 관리 기관 업무의 질

과 책무성에 있어 중심이 된다. 

 ▶ 효과적인 정보 공유는 중복적인 활동 방지, 지원 제공에서의 격차 해소, 지속적인 모니터

링 및 보고 절차 보장의 핵심이 된다. CCCM 클러스터 구조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온전

한 CCCM 활동의 책임 범위(Terms of Reference, ToR)를 구성하는 데 공헌해야 한

다. 이러한 ToR은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고 다른 클러스터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전략에서 핵심역할을 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쉽을 구

축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 함께 불만 처리 및 교훈 수용을 위한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신뢰와 정당성을 쌓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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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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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및 주민 참여 메커니즘 구축

! 캠프 기반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보장

! 정보 관리

! 캠프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직원 관리 및 훈련

캠프 관리 기관의 핵심 직원

기관의 자금 사정, 인사 정책 및 정황에 따라 캠프 관리 기관의 핵심팀을 구성할 때 내리는 직

원 충원과 인사 정책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정황마다 다른 직원 구성 또는 조직 구조가 요

구된다. 기관의 핵심 직원과 이들의 역량이 일상 업무 운영의 효과성에 큰 역할을 한다. 대부

분 상황에서 필요한 업무와 전문적 배경은 다양하다. 정보 관리, 건축, 식수 및 위생, 지역 동

원 또는 훈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팀의 성비 균형에 캠프 인구의 남녀 성비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세심하고 온전한 결정을 통해 힘든 상황과 기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원의 핵심 자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책임을 맡을 의지 및 능력

! 포괄적이고 열린 접근 방식

! 우선순위 결정 및 계획 수립 능력

!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기술

! 분쟁을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역량

! 혁신, 유연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

! 커뮤니티 동원 및 참여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접근 방식

 캠프 관리 직원 채용 시, 이상적으로는 캠프의 성비를 반영하여 적절한 여성의 대표

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이재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전문 분야의 기술 또는 보호, 성차별 폭력 예방 및 인권에 배경이 있는 직원을 채용

하는 것은 항상 권장된다. 

채용

캠프 운영의 각 단계와 현장의 필요 변화에 따라 다른 인력, 기술 및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팀원의 역량을 배양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캠프 설치 초기에서부터 활용해야 한다. 많은 상

황에서, 캠프 거주민이 캠프 관리팀의 자질을 갖춘 전문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자질을 

갖추고 수용 국가의 근로계약법 상 허용되는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은 이들을 유급 또는 자원봉

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채용의 한 방법은 등록 과정에서 이재민 중에 훈련받은 인재를 찾는 것이다. 전문 

서류가 없다면, 기술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실력 테스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훈련 Training

훈련은 진행 중이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

은 캠프 관리 직원들이 특정 업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 노

력할 책임이 있다. 캠프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다음 분야에 대한 훈련 또한 받아야 한다:

! 인터뷰 및 관찰 기술

! (Sphere와 같은 기준 또는 캠프 관리 툴킷과 같은 모범 사례 지침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보고 및 문서화

! 취약성 분류 및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이 수혜자들이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을 자격

이 있는지 주지)

! 보호, 인권 및 젠더 인식

! 커뮤니티 동원 및 참여 방법

캠프 관리 직원은 인도적 지원 및 보호의 격차와 캠프 거주민 및 캠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폭력 또는 범죄 사건을 보고하고 가장 취약하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개인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감독받아야 한다:

! 환자, 노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개인

! 성차별 폭력(GBV)에 취약한 사람들

! 캠프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

! 여성 가장 가정과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가정

! 미동반 아동 또는 이산 자녀

행동강령 Codes of Conduct

행동강령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고 특정 캠프에만 적용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재난 대응 프로그램에서의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과 NGO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s in Disaster 

Response Programmes)』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 장의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을 참조하

시오). 행동강령은 캠프 직원 사이에 윤리적 행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캠프 환경에서 운영

되는 모든 기관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각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자신에게 해

당하는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할 때 복사본에 서명해야 한다. 훈련 및 행

동강령을 적절하게 번역하고 캠프 관리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번역사를 활용하는 경우, 번역문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정확성을 다시 한 번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과 국내이재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촉진하기 위해서, 캠프 관리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

한 훈련 또는 전체 캠프의 의식 고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인도주의 원칙

! 기밀한 보고 절차

! 불만 신고 및 조사 절차

! 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취해질 조치

 
 이제 많은 기부 기관에서 하부협약의 표준 구성요소로서 행동강령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환경은 적절한 보고 구조 및 절차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보고서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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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캠프 거주민들이 나서서 커뮤니티 지도자 또는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의 남용 행위를 보

고하도록 장려하는 방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보호와 불만 신고 및 조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의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지원상의 격차 해소, 중복 지원 활동 방지 및 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은 캠프 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문별로 특화된 많은 기관이 자신의 프로젝

트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캠프 관리 기관은 이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모니터

링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그것이 생산하는 정보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모두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된다:

! 잘 계획되고 현장에서 테스트한 모니터링 툴 활용

! 정확하고 관련 있는 최신 정보 획득

!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 보유

! 시기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유

! 정보 공유 및 특정 프로그램의 합동 계획을 위한 조정 포럼 활성화

다양한 조정 포럼이 캠프 관리 기관의 서비스 제공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관 또는 프로

그램 책임자와의 정기적인 부문별 회의는 필수적이며, 정치적 발전, 전반적 안보 상황과 직원

들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와는 별개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견 차이와 스트레스가 많고 불확실한 분위기는 기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소통의 실패는 캠프 관리 기관에 매우 도전적인 일일 수 있으며, 캠프 커

뮤니티에 대한 지원 제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캠프 관리 기관이 다른 

기관과 자주 연락을 취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조정 회의에 불참하거나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이들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의 공유를 거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캠프 인구와 함께 정당성을 얻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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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캠프 운영의 다른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이들은 교육자 훈련, 보건 서비스, 쉘터 수리 또는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제공

할 수 있다. 동일한 기관의 다른 직원이 임무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활동은 캠프 

관리 활동의 일부로 고려될 수도,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조정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4장과 제5장을 참조하시오.

모니터링과 조정은 기준을 유지하고, 기관에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도

움을 준다. 성과 수준이 매우 낮거나 질 또는 양이 불충분한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은 부문/클러

스터 주관기관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합의된 기준 및 지원의 최소 수준을 강력하게 옹호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초점을 맞추어 캠프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 식량 또는 비식량물품(NFIs)과 같은 일용품

! 물, 공중위생, 보건 및 영양 상태와 관련된 기술적 서비스

! 교육 및 청소년 활동을 포함한 문화적, 심리 사회적 프로그램

! 도로, 하수도 및 교육 또는 공동 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캠프 관리 기관의 모니터링은 사람들의 프로젝트 접근 

방법과 서비스의 진행상황 및 효율성을 모니터링할 기관 자체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러나 전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기준에 대한 개략적

인 이해와 일상생활 및 지원 제공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캠프 서비스 및 지

원 프로그램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프로젝트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것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때도 많지만, 때로

는 의도하지 않은 또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캠프 내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캠프 인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라는 더 큰 그림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갖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캠프 대응의 일부로서 갖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캠

프 관리 기관의 책임 중 일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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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 기관의 모니터링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상황을 조사할 때 특

히나 더욱 중요하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과 이산 자녀, 위탁 가정 또는 그룹 홈(group 

homes)에서 거주하는 아동, 아동 가장 아동, 독거노인, 노인 가장 가정 또는 장애인과 

같은 캠프 인구의 구성원은 이재이주 전 과정을 통해 분석되어야 할 필요 및 보호 의무

가 있다.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이재이주 커뮤니티에서 채용하여 훈련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역할 및 책임을 공인 

캠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역할 및 책임을 파악하고 공인하는 것은 격차를 없

애는 데 결정적이며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경우에 이는 캠프 관리 기관의 정

당성(legitimacy)을 강화할 수도 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

단히라도 명시한 서면 합의는 조정을 증진하고, 서비스 수준이 기준 이하일 때 애드보커시 툴

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기관 합의서의 사본과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파트너의 업무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관 간 구속력 없는 약식 합의 또는 양해각서 

작성 역시 자원 공유 및 캠프 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 명시를 공인하는 것

을 지원할 수 있다.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보고 및 조정

캠프 관리 기관은 전체 캠프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에 책임을 진다. 캠

프 관리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조직이 관여하게 된다. 

클러스터가 활동 중인 상황에서, CCCM을 위한 분명한 ToR 및 전략을 각 특정 상황에 대해 

수립해야 하며, 역할 및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CCCM 클러스터 코디네이터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캠프 관리에 기준 적용

! 지역 내 모든 캠프 환경에서 이재이주의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및 보고

! 자원 동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Humanitarian Coordinator, HC) 및 전 세계

에 옹호 활동 



! 캠프 관리 기관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역 관계자들을 훈련하고 이들의 역량 배양

CCCM ToR과 전략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캠프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러스터 접근법을 실행하는 경우, 활동의 중복 방지와 일관된 보고 및 모니터링 절

차 보장을 위해 CCCM 클러스터와 다른 클러스터 사이의 연결 고리를 구축하는 것 역시 동일

하게 중요하다. 

캠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클러스터 주관기관/캠프 조정 기관으로 위탁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 발생 시 캠프 조정 기관은 정부 당국, 기부자, 다른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에 개

입할 것이다. 보호 사건에 대한 국가 기관 대표의 개입 또는 캠프 내에서 근무하는 기관 대표자

들의 부정행위와 같은 사안은 캠프 조정 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캠프 조정 기관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것의 한 장점은 특히 진행 중인 분쟁으로 

발생한 국내 이재이주 상황에서 캠프 인구가 정부 당국과 맞서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캠프 관리 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의 여지(humanitarian 

space)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 당국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은 캠프 조정 

기관은 캠프 관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 체제가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 의견 

충돌을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캠프 관리 기관의 일상 활동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다.

통합임무단 Integrated Mission 과의 업무 수행

점점 더 많은 유엔 평화유지(peacekeeping) 및 평화조성(peacemaking) 임무단이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 및 분쟁 후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 통합임무단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대리인(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이 정치, 군사 및 인도주의와 

같은 임무단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통합임무단의 임무는 즉각적인 안정, 시

민 보호, 인도적 지원 활동 지원에서부터 새로운 정치 구조 개발, 전(前) 전투원의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에 이른다. 이 통합임무단 접근법은 정치적 안정 달성 및 복구 촉진을 위해

서 단결된 전체를 유엔의 개별 조직보다 우위에 둔다. 

통합임무단 접근법은 유엔 개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이지만, 캠프 관리 기

관 또는 다른 인도적 지원 기관에 윤리 및/또는 운영에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임무단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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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나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군사력을 포함하는 경우, 통합임무단의 일련의 목

적이 기관들의 활동 간에 혼란 그리고 때로는 모순(contradic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임무단의 군사 및 인도적 요소 간의 협의(arrangement)는 인도적 지원의 공

정성이 특정 민족 집단 또는 정치 분파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침해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비(非)군사적, 정파와 관련 없는 관계자들이 이재민에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여지(humanitarian space)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이다. 

평화유지군에 의한 인권 유린의 영향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제기관들이 종종 접하는 사항이다. 성적 부정행위(Sexual Misconduct)는 이재민에 

대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인권 유린의 형태이며 평화유지군 지휘체계에서 공개되지 않고 처벌

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통합임무단은 캠프 관리 기관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임무단은 캠프 내의 특정한 필

요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 및 물류 자원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은 많은 행정적 공식 절차를 요한다.



 분쟁 후 라이베리아에서 유엔통합임무단의 지원

2003년 7월,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라이베리아를 떠난 후, 유엔은 라이베

리아의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두 개 기관이 약 31만 명의 국내이재

민이 거주 중이던 수도 몬로비아에 위치한 캠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시작하였다. 2004~2005년에 시행된 단계적 캠프 축소 전략(2004~2005 Camp 

Phase Down strategy)은 조직적이고 자발적인 귀환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

었다. 귀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이 초기에 지휘했던 귀환 정책 및 운영은 국

내이재민의 귀환을 위한 합동 계획 팀(Joint Planning Team for IDP return)이 주도

하였다. 유엔통합임무단(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은 캠프의 단계적 철

수 및 귀환 프로세스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했지만 물자 또는 운영상의 지원은 거의 없

었다.

이재이주의 규모 및 귀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국내이재민의 수를 고려했을 때 귀환 과

정의 자금은 크게 부족했다. 트럭 제공을 위한 물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러 차

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통합임무단은 운송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서 귀환을 지원하는 기

관들은 다른 불충분한 방안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자원이 가용했음에도, 이러

한 자산을 인도적 운영을 위해 배치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

이와 반대로, 그러나, 통합임무단은 캠프 관리와 캠프의 단계적 철수 활동에 대한 대대

적인 지원을 했다. 임무단은 라디오 방송국, 인쇄 매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캠프 폐쇄 

및 귀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매우 유용하

였으며 귀환 및 등록 양식에 대해 활동하는 기관은 통합임무단 모델이 없었다면 상기와 

같은 지원을 받아 국내이재민에게 통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장에서 캠프 관리 활동을 하는 (국제) NGO는 단일체로 보이는 통합임무단 때

문에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할 인도적 지원의 여지

(humanitarian space) 또는 자치권이 불충분하여 자신의 임무가 유엔임무단(UN 

Mission)의 중요한 정치적 전략에 포함된다고 느낄 수 있다.

캠프 거주민의 리더쉽 및 참여

경험상, 제 기능을 하는 캠프 환경의 조성은 캠프 거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좌우된다. 참여

에 대한 의지, 캠프의 가치에 대한 믿음 및 충분한 자원을 갖춘 긍정적인 접근법은 캠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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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직원에게 있어 중요하다. 참여 및 동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캠프 거주

민의 참여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캠프 지도자 및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지도자 선거 시행

! 전통적 지도자 및 선출된 지도자 간 공식 회의 및 대화 

! 캠프 내의 비공식적 연락 창구 개설

! 특정한 기술 또는 범분야적 부문에 중점을 갖고 캠프 인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캠프 위원

회 신설: WASH 위원회 또는 노인과 여성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포함될 수 있음

! 목수 또는 선생님과 같은 캠프 인구의 구성원이 그들의 기술을 활용 및/또는 개발하는 특

정한 업무/프로젝트에 참여

! 캠프 관리 피드백 절차 및 불만신고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캠프 인구가 공헌하고 경청 될 

수 있는 포럼의 개발 보장

! 캠프 거주민에게 현금지원 취로사업과 같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

! 마을 방범대 제도(neighborhood watch schemes),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진과 레크리에이션 팀을 통한 캠프 거주민의 참여 독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 취약한 사람들의 대표성 및 참여 보장

▶▶ 캠프 거주민의 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1장을 참조하시오.

커뮤니티 지도자 및 대표자

어떤 경우에는, 캠프 관리 기관이 전통적인 또는 자체적으로 조직된 리더쉽 구조를 존중하는 

것과 캠프 내 모든 집단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다.

첫째, ‘지도자’로 인정받은 방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사회구성 단위의 전체 인구가 이재민이 되었으며 이들의 전통적인 리더쉽 구조를 유지

했는가?

! 이재이주가 특히 파괴적이었을 경우, 이재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특정 인물을 지도자로 지지하는가?

! 실질적인 조직이 거의 없는가?

!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와 캠프 기관에 자신을 지도자로 표방하는 것인가?



둘째, 캠프 관리 기관은 리더쉽 구조가 갖는 대표성 및 캠프 거주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다양한 일원들과 가능한 한 많이 대화를 나

누고 이를 통해 의도, 역량 및 모든 격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야 한다. 

리더쉽 구조가 완전히 부재하거나 커뮤니티가 현 리더쉽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는 한, 커뮤니

티가 자체적으로 리더쉽을 조직하거나 현 리더쉽과 협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

천된다. 시스템 내의 대표성 및 공정성과 관련한 격차는 기존 리더쉽을 무시 또는 회피하는 것

이 아니라 보완적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캠프 관리기관은 각 선거구 또는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 지도자를 각각 1명씩 선출하

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의 실질적인 발언권이 없는 무의미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 단체의 네트워크를 지원함으

로써 최상위 수준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젠더 대표성에 더불어, 소수 

집단 또한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커뮤니티와 캠프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 및 수립하기 위해 협력함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지도

자들의 선출 방식을 숙지해야 하며 인위적 또는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절차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지도자 및 대표자는 명확한 기능과 협의되고 서면으로 작성

된 ToR을 받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 담당자들은 커뮤니티가 가질 수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두

려움과 후원자-고객 시스템(patron-client systems)을 수립할 기회를 존중하고 이에 의거

하여 행동해야 한다. 의심 및 직위 남용에 대한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및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도자와 이재민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투명한 ToR, 비밀이 보장되는 불

만신고절차, 제거 절차 및 멤버십의 순환 보장 체계 모두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참여를 구축하

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내규 By-laws

안정된 캠프 환경에서, 공공시설의 사용을 관리하는 지침 수립은 공용 캠프 시설의 오용을 막

고 잠재적 긴장 상태를 예방하는 방안이다. 그러한 지침(또는 내규)은 캠프 거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진정한 협력의 결과로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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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고충처리 위원회 -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에서, 캠프 내의 경범죄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난민 고충처리 위원회가 설

립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이 그들 스스로 문제 해결 및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벌금과 커뮤니티 봉사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부과하는 처벌을 범죄자들에 

대한 캠프 내 감금의 대안으로 활용하였다. 

▶▶ 유엔난민기구의 『캠프 및 정착촌에서의 운영상 보호(Operational Protection in  

Camps and Settlements)』에서 거버넌스 구조의 다른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캠프 기반시설의 확실한 관리와 유지보수 

캠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도로, 배급소 및 배수로와 같은 캠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캠프 관리 기관의 책

임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예산 및 역량 등의 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이를 조정한다. 임시 비상설비가 현장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 집을 짓고 있는 동안,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의 유지는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이 될 수 있

다.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와 제거를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은 WASH 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공

유하며, 도시 환경에서는 현지 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특별 캠프 위원회가 병원, 학교 및 시장에 위치한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 및 유지보수

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룰 수 있다.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 부지(캠프) 관리 프로젝트의 일부로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과도기적(transitional) 부지(캠프)의 화장실 설비 개선이 포함되었다. 화장실

을 정기적으로 비우는 일은 큰 도전과제 중의 하나였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시

의회의 역량이 부족했다. 해결책은 캠프 관리 기관이 정부 지원을 위해 옹호 활동을 함

과 동시에 단기간에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펌프가 달린 차량인 ‘배수로 흡입기(gully 

sucker)’에 자금을 지원한 합작 사업이었다. 수의계약을 통해 가장 긴급한 필요가 해결

되자, 현지 의회는 점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장기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해결책

을 마련할 수 있었다.



환경 보호

환경 문제는 모든 캠프의 특징이며 부지 선정 시부터 책임감 있는 폐쇄 후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기 준비, 견실한 계획 및 피해 커뮤니티에서부터 국가 당국에 이르는 모든 이해관

계자들 간의 조정은 캠프 운영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토지침식 및 자연 

식생의 소실은 가장 흔하고 가시적인 환경적 영향이다.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과 같은 문제

는 덜 가시적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특징 및 규모는 캠프의 물리적 위치 및 

운영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캠프 조정 기관, 국가 당국 및 수용 커뮤니티는 협력하여 캠프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을 돌

보고 관리해야 한다.

 캠프 주민/위원회(또는, 마을 기반의 환경 집단)와 협력하여 수립한 환경 관리 계획

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환경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정보 관리

등록

대부분 상황에서 정보 관리는 캠프 주민 등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등록은 캠프 관리 기

관이 캠프 인구의 특성에 관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대이며, 이로써 추가 지원 프로

그램과 배급의 효과적인 조정을 공지할 수도 있다. 또한, 등록은:

! 모든 캠프 주민이 이재이주 기간 동안 기본권 및 서비스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프 인구 중 특정한 필요 및 특별한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집단과 개인을 식별하게 

한다. 

! 인도적 지원기관들이 캠프를 떠나거나 새로이 캠프에 도착하는 모든 이재인구의 이동을 모

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여성, 보호자 미동반 아동과 이산자녀를 포함한 사람들의 등록은 그들의 취약성은 감소시키고, 

지원에 대한 접근성은 증대시키며, 착취 건수는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이재민 캠프에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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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캠프 관리 기관이 주로 수행하지만, 난민 캠프에서의 등록은 의심할 여지없이 유엔난민

기구(UNHCR)의 임무에 포함된다.

▶▶ 등록 시스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9장을 참조하시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이재민 파악 

이재 인구가 동질적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별, 민족적 출신, 신체적 능력 및 나이 

등에서의 모든 차이가 이재이주 동안의 취약성과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groups with specific needs)과 취약한 사람들이 당

면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필요와 이들이 직면한 불리한 상황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도전과제다. 

 기존의 생활 방식과 지원 체계가 무너질 때 여성과 아동은 남성보다 성폭력 및 착취

에 더 취약해지며 더 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HIV/AIDS 감염자들

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데, 이는 캠프 환경 

내에서 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개인 및 집단과 취약한 사람들의 목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각각의 정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되는 분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여성 가장 가정

!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중인 여성

! 아동 (5세 미만 아동, 이산자녀,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전(前) 아동 전투원) 

! 노인

! 정신장애인

! 신체장애인

! HIV/AIDS 감염자 또는 기타 만성 질환자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제11장을 참조하시오.

▶▶ 취약 집단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은 제10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인구

대부분의 계획 캠프 상황에서 캠프 인구는 국가 및 현지 정부 당국 그리고 캠프 조정 기관

(Camp Coordination) 또는 부문 주관기관(Sector Lead Agency)이 협력하여 마련한 등록 

및 위탁 시스템을 통해 확정된다. 다중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모든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캠프가 유지되는 동안 전반적인 캠

프 인구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며, 출생, 사망, 도착, 출발 

및 기타 인구 변동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앙 캠프 데이터베이스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과 캠프 인구 통계를 일치시킨다. 

▶▶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9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주민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등록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데이

터를 체계적으로 백업하고 보호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routine)이 반드시 정보 수집 전에 마

련되어야 한다. 경쟁 관계에 있는 민족 집단 또는 정부 당국이 캠프 수용자 목록 취득에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는 데이터 보안이 특히 중요하다. 캠프 주민 데이터에 대한 민

감성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대되며, 이는 등록 정보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성차별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의 생존자 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진 이산 자

녀에 대한 정보 역시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

▶▶ 등록과 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9장과 제5장을 참조하시오.

보호 모니터링과 주요 사고 보고 

정보 관리 업무에는 캠프 환경 내에서의 보호 관련 사고 추적 작업도 수반될 수 있다. 이는 항

시 전문 보호 기관의 대규모 직원 훈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업무이다. 보

호 관련 정보는 인도적 상황 또는 안보 상황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 캠프 내 보호 모니터링의 

영향과 효과는 현지 사회 및 행정 또는 인도적 커뮤니티에 대응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보호 사고에 대한 대응 업무는 의무 보호 기관의 책임이다. 난민 환경에서 이와 같

은 책임은 항상 유엔난민기구가 주도한다. 

캠프 관리 기관이 보호 모니터링을 수행 시에는 해당 업무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위해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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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량 모두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수반되어

야 한다: 

! 기관의 임무

! 구체적 상황, 참여 관계기관, 보호와 관련한 그들의 안건/역량 

!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정보의 잠재적 위해성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정보가 필요하며 왜 필요한가 

! 직원 훈련의 필요성 

! 대응 능력과 관련한 캠프 주민에 대한 책임감: 캠프 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피드백은 무엇

인가?

! 인권 침해 및 기타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

!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결과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캠프 관리 기관은 왜 이와 같은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지, 어

떤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캠프 주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공지되어야 하

는지, 그리고 “Do No Harm”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보안 및 기밀 유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인지하고 보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Do No Harm

캠프 관리 기관과 캠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관계자들은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이나 애드

보커시 활동이 수용 지역 주민(host population) 또는 타인을 안보 위협에 취약하게 하는지, 

기본 서비스를 부족하게 만드는지 또는 이재이주 주민의 존엄성과 고결성을 타협하게 하는지

를 주의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재이주 주민의 안전과 안보, 존엄성과 고결성은 모든 지원 프로

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Do No Harm” 프로젝트는 분쟁 상황에서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지했던 

1990년대 초 다양한 정황에서 인도적 업무를 진행했던 관계자들의 경험에 기인한 공동

의 노력이다. “Do No Harm” 원칙은 인도적 지원기관들이 자신들의 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 그리고 비의도적 결과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Do No Harm” 원칙은 

분쟁 환경에서 국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을 파악하여 분쟁과 분 

 ▶▶



열을 악화시키기보다는 관련자들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분쟁을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체계 개발을 돕는 것을 추구한다. “Do No Harm” 프로젝트는 인도적 업무 종

사자들에게 분쟁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복잡성을 해결하여 지원이 제공되

는 커뮤니티에 대한 위해 위험 요소를 명확히 하고 이를 최소화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Do No Harm” 원칙은 캠프 관리 기관과 캠프에서 근무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분

쟁의 정황, 캠프 환경 그리고 캠프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간의 복잡한 관

계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종종 개인적이고 매우 민감한 사안 또는 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보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

기 위해서는 캠프 관리 기관 직원과 주민 간의 신뢰 구축이 특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을 면담할 때에는 훈련이 잘된 여성 직원과 규모가 작고 기밀 유지가 되는 일관된 

초점 집단(focus group)의 활용을 통해 시간에 따라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이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초점 집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모니터링: 수단 국내이재민 캠프의 사례

정보 수집을 하는 캠프 관리직원은 훈련되었고, 주민에게 잘 알려졌었으며, 캠프에서 정

기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주제는 바뀌었는데, 주로 

계절 변화에 따라 변경되었다. 고장 난 급수 펌프를 수리하거나, 새로 캠프에 도착하는 

난민들을 등록하거나 침수 지역에 모래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의 신속한 

연락이 중요한 우기에는 캠프 관리직원들이 콜레라와 쉘터 침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

다. 캠프 관리직원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거나 캠프 전체의 치

안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겉보기에는 작은 현지 문제들의 해결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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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사용했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캠프 모니터링 양식

정보 취합자:

정보를 수령한 구역(Sector):  

일자:

식량과 식수 

식량 부족/질 낮은 식량 상황을 보고

물 부족/질 나쁜 식수 상황을 보고 

보건

모기 또는 기타 벌레의 출현 증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 

보건 문제의 기타 증거

공중위생

캠프 내 침수 또는 기타 배수 문제 

침수된 화장실 또는 화장실 부족 

무너졌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화장실 

사고(신체적 웰빙)

화장실 관련 사고

기타 사고

쉘터

플라스틱 시트 부족 

(플라스틱 시트 부족 외에) 파손된 쉘터 또는 쉘터 부족

유기된 쉘터

교육

학교 기반시설 및 교육용 도구와 관련한 사건

배급 문제 등 절차상의 실패

등록 실패

배급과 관련한 불평(식량 및 비식량물품)

캠프 신규 도착자

국내이재민들의 신규 도착(신규 도착자 수와 구역(Sector) 수)

캠프 내의 비정상적 사건들

비정상적 상거래

비정상적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NGO 활동 또는 활동 부족

비정상적인 회의



혐의 주장, 불평 및 소문

특정한 대상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혐의 주장 또는 불평

캠프에 떠도는 소문

안보

캠프 내에 무장한 사람 또는 허가받지 않은 비무장한 사람의 출현

캠프 내 총격

캠프 밖 또는 캠프 주변에서의 총격 

실종

국내이재민들 간의 사고 및 사회적 문제

국내 이재민간 폭력

캠프 내 국내이재민 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에 의한 절도 및 절도 시도

국내이재민 여성이 당면한 폭력 외의 문제 (예, 원치 않은 임신의 결과)

기타

사고 정보 또는 설명

▶▶ 보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보급

정보에의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모두가 안보 문제, 가족이나 친구들의 행방, 현

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 및 의견, 선택 또는 의사 결정을 위한 미래 또는 기회에 대한 관점 등 자

신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정보를 잘 전달받기를 원한

다. 위기 상황이 이재민의 삶에 개입한 상황에서는 정보의 진공상태가 자주 발생한다. 안타깝게

도 정보의 부재 상황에서는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의 고의적인 보급이 흔히 발견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보는 힘이다 - 그리고 난민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더 많

은 정보가 공유될수록, 난민들의 참여 및 난민들과의 연계가 늘어나고 난민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난민들로 하여금 정보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난민 커뮤니티와의 정보 공유는 그들에 대한 그리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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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신뢰, 열린 마음 

그리고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UNHCR, 캠프 및 정착촌에서의 운영상의 보호, 구체적인 보호 사안

남녀노소의 정보 수령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에 기술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떻게 주요 메시지를 제시할지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널리 보급하기 전에 정보를 실제로 

현지에서 테스트(field test)한다.

! 서로 다른 대상 집단(target group)에게는 특정 단어의 사용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한다. 

! 주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회의 개최(여기에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주민을 위한 가구 방문을 포함), 라디오 및 신문 공지, 안내판, 커뮤니티 내 주요 인물

의 공식적인 연설, 종교 집단의 수장 또는 교사와 같이 학식 있고 존경받는 인물을 섭외하

여 토론 집단을 조직하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한다. 종종 간과되는 이 단계에서

는 메시지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한 중요한 정

보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 정보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조하시오.



다음에 기술된 표는 정보 보급에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개요이다:

활동 장점 도전과제

게시판(공고판) ! 공지 세부내용들이 열거되고 참조

될 수 있다. 

! 정보가 모든 캠프 주민에게 있어 

표준적이고 균일하다.

! 정보를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 

게시판을 지나가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보드 ! 글을 알지 못하는 주민에게 효과

적이다.

! 정보를 상기시키는 연상법이다.

커뮤니티 회의

(타운홀 미팅)

! 공지를 하고 모두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 캠프 구성원 모두가 회의에 참석

할 수 있거나, 초대를 받거나, 

오기 쉬운 것은 아니다.

가구 방문 ! (병, 노령으로) 바깥출입을 못하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 직원에게는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 직원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극장 ! 창의적이며 많은 사람이 즐긴다.

! 쉽게 기억될 수 있다.

! 극적인 설명은 잘못된 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정정하거나 

명백히 설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핵심 지도자들 !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다. ! 정보를 공유할 때 자신들의 정치적 

사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이야기를  

상황에 맞게 개편

!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널리 사랑 

받을 수 있다.

! 새로운 메시지보다는 이야기의 

원래 결말만이 기억될 수 있다.

노래 ! 기억하기 쉽고 흥겹다. ! 모든 주제(내용)에 다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짧은 방법일 수 있다. 

캠프 거리행진

/집회

! 소도시 주민 회의나 종교 행사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 사실상 축하하거나 기념하는 것이다.

! 질의 응답할 기회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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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리 및 훈련

 캠프 수준에서의 팀 직원은 보호, 지원, 기술 분과, 행정, IT, 정보 관리 및 커뮤니티 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숙련도와 역량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

 캠프 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반영되어 여성이 팀에서 적절히 대변되고 

있다.

 모든 캠프 관리직원은 분명한 ToR, 업무 내용, 역할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직원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다.

 계속되는 훈련과 직원 개발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직원에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전문화된 훈련이 제공된다.

 모든 직원이 캠프 관리 기관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다.

 모든 직원이 적합한 언어로 훈련을 받았으며 행동 강령에 서명했다.

 직원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훈련받았다.

기준, 정책 그리고 운영지침

 캠프 차원의 인도적 개입을 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기준, 지표, 정책 및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보급하였다. 

 캠프 관리 프로젝트의 목표와 역량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전반적인 캠프 대응 전략에 부

합한다.

 기준이 유지되도록 함에 있어 캠프 관리 기관은 클러스터 또는 부문 주관기관(Cluster 

or Sector Lead Agency)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주민이 캠프 관리 기관의 임무와 프로젝트 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캠프 주민이 적용 가능한 행동 강령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캠프 내에 불만(complaint)을 신고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캠프 주민이 어디에 인권 남용 또는 침해 사례를 보고할지 알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과 캠프 전체를 담당하는 지정된 보고 담당관이 있다. 

 기준, 정책 그리고 지침은 직원이 받는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기준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수행한다.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캠프 주민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수행되었다. 

 조정과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합의가 되어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잘 전달되었다.

 캠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모니터링이 전체 캠프 대응 전략에 부합되며, 반영되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뢰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효과적인 조정포럼이 캠프 차원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조정, 모니터링 그리고 피드백을 지지하고 있다. 

 진행 중인 커뮤니티 기반의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 아동 그리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포함한 캠프 주민을 연계시키는 참여 전략

이 모니터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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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주민의 수혜를 위해 지원 가능한 국가 서비스가 동원되고 조정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캠프 주민의 공동 목표와 이익을 위해 조정하고 협력하고 있다. 

 보호 초점(protection focus)이 부문별로 특화된 개입 활동의 모니터링에 포함되어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개인들과 집단들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 

 직원 훈련, 기밀성 그리고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보호 모니터링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부문별 특화 프로그램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모니터링되고 있는 모든 업무의 보고 체계가 존재한다.

 보고서에 캠프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우려 사항들이 들어 있다.

 조정과 모니터링에서의 교훈을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캠프 내 지원과 보호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어 캠프 관리 기관이 효과적

인 조정과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다.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의 참여 메커니즘 수립

 현지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한다.

 캠프 인구의 맥락에서 지도층이 대표하며 정당성을 가진다. 

 캠프 지도자들을 위해 합의된 행동 강령이 마련되어 있다.

 캠프 활동을 이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 전략과 포럼이 활용된다.

 아동과 여성이 자신들의 우려와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할 적절한 기회를 받고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이 캠프 생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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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내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잘 보급되어 

있다.

 커뮤니티 조정 포럼, 메커니즘 그리고 정보 채널이 효과적이다.

 부문별로 특화되거나(Sector specific) 범분야적인(cross-cutting) 캠프위원회들이 설

립되어 있다.

 캠프위원회는 명확하고 협의가 이뤄진 ToR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캠프 커뮤니티가 대표한다.

 효과적인 불만 신고 및 피드백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캠프 주민으로부터의 피드백이 변경사항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캠프 기반시설의 확실한 관리와 유지보수

 캠프 내 기반시설이 합의된 기준과 지표를 충족시킨다.

 현행 기준은 이재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부문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캠프 기반시설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역

량을 지니고 있다. 

 국가 당국은 캠프 기반시설을 적절하게 유지할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필요에 따라 캠프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함에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 이재 인구의 일반적인 생활 조건

과 사회 조직을 참작한다. 

 캠프 기반시설 현황이 클러스터/부문 주관기관과 조정회의에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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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리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를 관리함에 클러스터/부문 주관기관 (CCCM 대응에서의 캠프 

조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국가 당국이 정보의 효과적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 중복과 캠프 커뮤니티의 데이터 피로(data fatigue)를 방지하기 위해) 캠

프 차원에서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합의가 존재

한다. 

 캠프 인구를 등록한다.

 자세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데이터는 안전한 장소에 저장되어 기밀로 다루어지고 있다. 

 향후 비교를 위해 캠프 복지 사안에 관한 기준 데이터베이스(baseline database)가 마

련되었다.

 캠프 관리직원은 자료 수집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자료 수집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자료가 분석·보급되고 있다. 

 정보가 정확한지 대조 검토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집되는 자료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캠프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캠프 주민이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과 캠프 주민은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 구축된 관계를 맺고 있다. 



 캠프 주민과 소통 시 현지 언어가 사용된다. 

 번역사/통역사를 활용하는 경우, 전달되는 통역 내용이 정확한지 재확인한다.

 다양한 정보 보급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캠프 주민의 필요가 현재 충족되고 있다.

 복잡한 메시지는 세심하고 명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캠프 주민은 정보를 주고받는 데 어떤 정보 채널들이 자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지 알

고 있다.

 캠프위원회와 기타 대표 집단들이 정보 보급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된다.

 캠프 지도자들이 캠프 주민과 캠프 관리 기관 사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에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의 요구사항이 고려된다.

 캠프 주민과 캠프 관리 기관 간의 이견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되고 효과적인 방법

이 존재한다.

 캠프 관리직원 중에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이 있다. 

 캠프 주민과 캠프 관리 기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안전하고, 접근이 쉽고, 쌍방향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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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The global Camp Coordination Camp Management (CCCM) cluster is currently 

drafting generic Terms of Reference for a Camp Coordination Agency and 

for a Camp Management Agency. Both documents should be ready and 

accessible in 2008.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humanitarianreform.org

! Checklist for Camp/Cluster Coordinator

!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Code of Conduct 

for Teachers (sample)

! People In Aid, 2007. Information Note. Basic Elements in a Human Resource 

System. www.peopleinaid.org/pool/files/publications/basic-elements-in-an-

hr system-final.pdf

! People In Aid, 2004. Information Note. Developing Managerial Competencies. 

www.managing.peopleinaid.org/files/Developing%20managerial%20

competencies%20%20People%20In%20Aid%20information%20note.pdf

! Performance monitoring form for CM Teams WASH and CCCM Clusters, 2007. 

Roles and Responsibilities Matrix.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Default.aspx?tabid=311

툴



CCCM Framework, 2006. IDP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A 

Framework for UNHCR Offices. 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 

CFA06/(httpKeyDocumentsByCategory)/39961C34119C0349C125723500457F21/$fi

le/Draft%20CCCM%20Framework%2012Dec%20compl.pdf

Global CCCM Cluster, 2006.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Carrying out Camp 

Responses.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 

20approach%20page/clusters%20pages/CCm/CCCM%20Roles%20and%20

Responsibilities_26%20September%202006.do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7. Cross-cluster Coordination. Key 

Things To Know.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Home 

page/Annexe7. Key things to know about GCLs.pd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992.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 

in Disaster Relief. www.ifrc.org/publicat/conduct/code.asp

IOM’s mission statement. http://iom.fi/About/MissionStatement

Rebecca Macnair, 1995. Room for Improvement.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Relief and Development Workers. www.sheltercentre.org/shelterlibrary/items/

pdf/RoomForImprovement_TheManagementandSupportOfRelief.pdf

Barney Mayhew, 2004. Basic Training for NGO Workers, Information Note, 

People In Aid. www.peopleinaid.org/pool/files/publications/basic-training-for-ngo-

workersinote.pdf

Erin Mooney. National Responsibility and Internal Displacement. A Framework 

for Action. www.fmreview.org/text/FMR/IDP%20Supplement/05.doc

OCHA, 2006. Policy Instruction. OCHA’s Role in Supporting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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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기본 인권이며 다수의 다른 권리들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 1항에 “모든 사람은 

커뮤니티의 문화적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예술을 즐기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본 장(chapter)의 목표는 캠프 거주민이 의사결정과 캠프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캠프 관리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있다. 참

여(participation)와 커뮤니티 연계(community involvement)는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

에 본 장은 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할 뿐, 방법론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지 않다. 본 장의 마

지막에 있는 툴과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에 제공된 추가 지침을 참고하길 바란다.

참여와 연계는 모든 사회 집단의 일부이며 제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 개발 및 강화를 위한 핵심

이다. 특정 참여형 구조의 역학은 집단의 문화와 신념, 규범, 가치 및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

다. 캠프 관리 기관의 모범 사례는 기존의 또는 개발 중인 캠프 내 참여형 구조 및 역학을 관찰 

및 이해한다. 또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기술 및 역량을 극대화하는 제 기능을 하는 생

활 및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형 구조 및 역학을 활용, 지원 및 강화한다. 

캠프 환경에서 참여의 목적은 단순히 서로 다른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consultation)와 참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커뮤니티와 

협의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협의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협의하지 않는다면 권고 사항들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냥 무시해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주의자들은 모두가 참여를 “좋은 것”으로 본다고 자동으로 가정하는 실수를 가끔 한다. 인

도적 커뮤니티는 공평하고 모두를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많

은 문화권에서 이것이 표준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캠프 관리 기관들은 자신들과 캠프 거주민들

의 의견이 상충한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캠프 관리 기관들은 정황을 이해하고, 문화적 민감

성과 소외 계층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서 론주요 메시지

 ▶ 캠프 주민이 의사 결정 및 캠프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공평하고 효과적

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참여는 캠프 거주민과 캠프 직원의 건강, 웰빙 그리고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또는 소외 계층과 의사 결정에서 발언권이 부족한 집단을 포

함하여 모든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참여 구조와 절차 개발에는 목표를 설정한 노력과 추가 자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는 자존감 강화, 취약성 감소, 그리고 위기 시에 사람들의 자체적인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 참여는 참여형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존의 구조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

로 해야 한다.

 ▶ 참여형 접근법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되, 착취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는 문화적으로 내재되

어 있는 권력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 참여와 커뮤니티 연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assessment), 계

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프로젝트 사이클의 모든 단계와, 설계 및 설치

에서부터 폐쇄까지 캠프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계획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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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권리 옹호, 목표 달성, 지원 개선 그리고 취약성 감소를 위한 관련 기관들과 이재민 간

의 조정 도구이자 현재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참여는 이재민 커뮤니티 출신의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견해와 필요 사

항을 파악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계획된 과정이며, 이와 같은 견해를 반영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체행동(collective action)을 한다.

참여가 왜 중요한가?

분쟁 기간 중 또는 재해 때문에 캠프 또는 캠프 유사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재민은 결핍, 기본 

인권 침해, 폭력 그리고 학대에 더욱 취약하다. 자신들의 집이 아니며, 평상시에 안정과 독립을 

제공하는 주택, 토지, 직업과 같은 자산의 많은 부분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사는 이

재민은 무력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캠프 환경에서 커뮤니티들은 평상시에는 자신들과 자

신들의 가족을 위해 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타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 참여, 특히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자립심과 성취감, 영향력 그리고 통제력을 형성하

는 일부 능력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빼앗긴 존엄성을 일부 회복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무력

감을 완화한다. 참여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도록 어느 정도의 정상적

인 감각을 회복시키는 선택을 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참여와 연계는 이재민이 자신

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창출하고, 자존감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참여는 존엄성과 자존감을 확립시킨다.

! 참여는 개입활동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도록 도움을 준다.

! 참여는 캠프 내 수준을 높인다.

! 참여는 이재이주 후 삶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  참여는 이재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자립성

은 증대시킨다. 

참여는 캠프 주민뿐 아니라 캠프 직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 관리된 참여는 캠프 

주민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그들의 견해를 소통하고 공헌할 수 있는 신뢰하고 

더 열린 환경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환경은 투명성과 책무성의 증대로 이어지고 분쟁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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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참여와 커뮤니티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목표가 있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의사 결정 또는 업무 완료가 지연될 수 있다. 

가끔 캠프 관리 기관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전 주민의 참여 없이도 결정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특히, 생명이 걸려 있는 결정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

다. 절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캠프 관리 기관들은 항상 가능한 최대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목표하고 있지만, 가끔은 소수 집단으로 신속하고, 위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

릴 필요가 있다.

이재민과 캠프 관리 기관 양측 모두가 참여의 기대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합의해야 한다. 기

대치는 투명하고 잘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주민 또는 캠프 관리 기관은 참여 이니셔티

브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기대치가 높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 성공적

인 참여란 커뮤니티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으로 가늠될 수 있다. 이 경우 커뮤니티 참여 

증대는 매우 강력히 요구되면서도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관련자 모두

를 위해 무엇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고, 투명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참여와 커뮤니티 연계란 무슨 뜻인가?

모든 인도주의자에게 참여의 목표는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 

정황에서 참여란 주민이, 어떤 경우에는 수용 커뮤니티가, 캠프의 일상생활에 관한 협의와 의

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모든 거주민을 위한 최대의 그리고 공평한 보호

와 서비스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참여를 수립, 운영, 관리, 유지 및 조정해야 하는지가 

포함된다.

참여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완전한 프로그램 사이클의 일부로서:

! 조사(assessments) 기간에

!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설계의 일부로서

! 실행기간 내내

! 모니터링 동안에

! 평가 과정에서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참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 의식이다. 캠프 거주민들이 캠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투자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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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전
커뮤니티로부터 정보가 취합되지만, 커뮤니티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수동적 
커뮤니티는 결정과 활동에 대해 통지를 받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는 

발언권이 없다.

참여 유도

캠프 관리 기관이 참여를 장려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대표 집단(representational groups)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황과 기존의 참여 구조

를 조사한 이후에, 캠프 관리는 참여가 가능한 한 대표성을 갖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개발 

및/또는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한다. 캠프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에는 피드

백 및 불만 신고 절차, 훈련 정보 캠페인과 캠프 주민의 고용 등이 있다.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역시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포함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사회 구조 평가

캠프 환경에서 주민은 동질성을 띄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장소 

출신일 수 있고 민족, 언어, 종교 및 직업/생계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고

려하면서 모두가 대변되고 차이점들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참여의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 출신 집단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최소한 약간의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

을 것이다. 그들은 마을 또는 지역의 같은 집단 출신이거나, 같은 민족적 집단에 속해 있거나,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정황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화합된 사회 구조가 (최선일 때 응집력이 부족하고, 

최악일 때 긴장 상태 또는 분쟁 상황인) 다수의 이질적이고 심하게 분열된 사회 구조가 있는 

다른 캠프에 이미 존재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캠프 인구의 주요한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시

기에 떠나거나 도착하기 때문에 캠프 인구는 바뀌고 종종 매우 일시적이다. 이 모든 것은 정황

에 따라 달라진다. 한 마을 전체가 갑자기 단일 캠프로 재배치되거나 변형되는 반면, 다른 캠

프는 폭넓게 산재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질 수 

핵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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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참여는 주인 의식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은 전체 목표를 성취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재이주 커뮤니티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으

로 세면 시설 공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재민이 유지 및 보수에 더 

책임감을 가진다. 

 스리랑카 캠프 청소에 참여형 접근법

쓰나미가 지나간 후 스리랑카 캠프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캠프는 규모가 작았고 일상적으로 쓰레기가 투기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일

부만을 시 의회가 수거 했다. “슈라마다나(Shramadana - ‘노동 기부(donation of 

work)’)”라는 불교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 캠프 내 주민과 캠프 현장 관리팀 모두가 ‘청

소의 날(clean-up-day)’에 캠프 관리 기관이 제공한 청소도구를 들고 함께 모였다. 후

속 조치로서, 쓰레기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민간 및 현지 정부 서비스 제공업체

를 모니터링하고 그들과 협력하기 위해 캠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참여의 다양한 수준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된 대로, 참여의 최종 목표는 주인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

은 재난의 국면 및 특정한 정황에 따라 어떤 ‘수준’의 참여 또는 혼합된 ‘수준’의 참여 그리고 

다양한 연계 전략 및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여 사다리(participation ladder)”

는 커뮤니티 연계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참여의 정도 정의

주인의식 커뮤니티가 의사 결정을 통제한다. 

상호적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기능적

커뮤니티는 제한된 의사 결정력을 가지고 특정한 역할만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급수 위원회(water committee)는 구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NGO 직원이 감독한다.)

물질적 동기 부여 커뮤니티는 서비스나 역할에 대한 대가로 물품이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협의
커뮤니티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요청받지만, 

그들의 의견은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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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직원과 캠프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훈련 제공이 포함될 수 있

다 - 예: 비폭력적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쟁 중재 및 관리 훈련; 행동강령 활용 및 강화; 불만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그룹 멤버쉽을 제거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절차의 활용. 또한, 

상황이 손쓸 수 없게 되는 경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실행될 수 있는 보안 절차도 

포함된다.

 발언 막대기(Talking Stick)

대표 집단들 가운데 사용되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예는 사람들

이 차례로 논쟁에 기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도록 하는 ‘발언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

이다. 발언 막대기는 단순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막대기이

다. 언제든지 발언 막대기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발언 막대기는 일부 지배적인 발언을 예방하고, 열띤 논쟁이 소리 지르

는 싸움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지도자

지도자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결속력이 존재할 때 캠프 관리 기관은 이들이 편

안하게 회합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공책과 

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캠프 관리 기관과 지도자 집단 간에 

자주 회의를 해야 하며, 집단과 대표들은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 및 보호 활동

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각 집단, 특히 더 많은 캠프 인구를 대신하여 의사 결정하는 집단을 위한 ToR과 목표가 개발

되어야 한다. 제거 또는 재선거를 위한 민족적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는 행동강령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커뮤니티 지도자는 전적으로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광범위한 범주이다. 이들은 다음 분류에 

속할 수 있다:

!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

! 자천(self-appointed) 지도자

! 전통적 지도자

! 종교적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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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인 상황은 이와 같은 양극 사이 어디쯤에 있다. 통상 몇 개 커뮤니티 출신의 사람

들이 각각의 지도자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캠프에 다른 시기에 도착한다.

어떤 다른 사회 및 리더쉽 구조가 캠프 안에 존재하는지,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참여 개발을 하

는 데 그것들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이다. 

참여 구조의 예시

대표, 참여 그리고 연계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차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커뮤니티 집단

! 초점 집단

! 기술적 부문에 대한 캠프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 범분야적 사안에 대한 캠프 위원회

! 옹호 집단(advocacy groups)

! 이익 집단

! 고충처리 위원회

! 실무단 또는 프로젝트 그룹 

! 캠프 주민을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으로 고용

어떤 하나의 캠프 환경에 이와 같은 집단 모두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쟁 관리

규모가 작거나, 응집력이 있거나, 또는 잘 조직된 캠프 지도부와 대표 구조라도, 거의 모든 문

화에서 사회적 포럼 참여는 불가피하게 그리고 종종 빈번하게 의견 차이와 의견 불일치의 상

황으로 이어진다. 대개 이와 같은 참여는 긴장 상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쟁을 낳는다. 이

것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이다. 생활이 평상시보다 더욱 스트레스가 많은 캠프에서는 종종 이

와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된다. 사람들로 붐비고, 자원이 부족하고, 낯선 커뮤니티와 함께 주거

하고, 불안감, 지루함,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치솟는 환경일 수도 있다. 캠프 관리 기관들은 참

여 전략의 일부로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직원이 이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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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재민 캠프 관리 역량 도전과제 - 현장의 목소리

“캠프 관리에서 역량을 쌓기 위해 여기에서 사용된 한 핵심 전략은 국내이재민 캠프 

주민이 그들의 부지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비상사태 국

면 이후에는 기관과 당국의 활동이 점점 덜 적극적이게 됨에 따라 이곳의 캠프들은 점

점 더 캠프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이재민은 종종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과 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만한 

이유로는 전화 접근성과 신뢰할만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의 부족과 당국 또는 기관

의 지지 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계를 맺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그들의 필요

를 전달함에 있어 정당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 집단 Community Groups 은 대개 여성, 청소년 또는 노인과 같이 공통된 특성이 있

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규모가 큰 캠프에서는, 각 범주 내에 여러 개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집단들을 거버넌스 문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과 청소년이 

직접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는 것이 저지될 수도 있으나, 캠프 관리 기관은 이와 같은 집단 출

신 대표의 수용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집단들은 더 큰 조정 구조 내에서 또는 직접 

캠프 관리 기관에 그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 옹호 활동을 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은 교육 또는 직업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커뮤니티 집단의 형성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거나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의 문화 

일부로 수용되거나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집단 회의들은 환영을 

받고 캠프 환경에서 긍정적인 세력으로 비춰진다. 이는 특히 다른 사회적 기회가 부족하거나 

저해된 곳에서 더욱 그러하며, 따라서 장려되어야 한다.

초점 집단 Focus Groups은 유엔난민기구의 『구호활동에서 참여형 평가를 위한 UNHCR 툴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에 나와 있는 참여형 평가 

방법의 하나이다. 초점 집단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토론 집단이

다. 초점 집단은 성별, 나이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공통의 특성을 기반으로 선택된다. 

이 집단의 토론은 캠프 직원 중 한 명이 진행하며, 이 캠프 직원의 역할은 특정 서비스 또는 사

안에 대한 구성원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토론은 “정답”이 없는 몇 가지 핵

심 질문으로 구성된다. 다른 연령과 배경을 가진 남녀노소는 이재이주의 영향을 다르게 받고, 

각기 다른 필요와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초점 집단은 특히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초점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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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에 나섰던 힘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캠프 관리 기관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며 단순히 캠프 주민에

게 물어봄으로써 쉽게 파악된다. 지도자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이들 모두가 같은 수

준의 대표성과 권위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이 서로 다른 마을

의 모든 지도자인지 또는 여러 마을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캠프 내 모든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대표되도록 해서 특히 특정한 필요를 가

진 집단의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지원자 또는 지

리학적 지역을 보여주는 공통 맵을 그려보도록 하는 것은 중복이나 격차가 있는 곳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전통적 구조에 따라 그들 스스로 이미 조직하지 않았다면, 지역적 블록(block)이나 구역

(sector) 지도자들을 둠으로써 명확한 중복이나 격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규

모가 매우 큰 캠프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해당 선거구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감당할 수 있

는 수의 개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몇몇 계층적 계급 (예를 들어 커뮤니티, 블록 및 구역 

지도자를 두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외부 기관이 누구를 상대해야 할지 구별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경우 유일한 접근 방법은 새롭게 시작하여 커뮤니티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내세우거나 지

도자들을 선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기반이 약화된다고 느낄 수 있다. 권력 및 대표의 자리에 있는 사

람들을 선출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민감성, 주의 및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이

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나서고 자원하는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권력을 취득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행하는 착취적 또

는 조종 행위를 인지해야 한다. 

 
 모든 리더쉽과 참여 이니셔티브에서 (성별, 민족성, 종교)가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며, 참여자 선택은 전체 캠프 인구 중 그들 집단의 대략적인 비율

을 이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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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며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처벌은 주로 벌금이나 커뮤니티 봉사 활동

(community work)으로 구성된다. 고충처리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명확하게 정의

되어야 하며, 캠프 관리 기관은 이들의 업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충처리 위원회

가 다룰 사안을 정의할 때에는, 캠프 주민 내 다양한 집단 및 현지 법률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

지 인권, 국제법 및 규약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책무성 및 책무성과 참여의 관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인도적 책무성 파

트너쉽(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을 방문하시오: 

www.hapinternational.org

실무단 또는 프로젝트 그룹

실무단과 프로젝트 그룹은 예기치 못한 또는 위급한 특정 업무 및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구

축되는 집단이다. 이와 같은 집단들은 주로 그들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토대로 선택되며, 정보

를 집대성하거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질병 때문에 몇 

개의 각기 다른 우물에서 수질 검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 캠프 학교에 가는 아동 수가 갑작스

럽게 줄어들게 되면, 프로젝트 그룹이나 전담반(task force)이 구축될 수도 있다. 

 우간다 북부에서의 참여 - 현장의 목소리

“2003년 리라(Lira) 지역 북부에서 반정부 집단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불안정한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 국내이재민 캠프가 설치되었다. 계속되는 전쟁과 이재이주를 어떻게 다

루어야 할지에 대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이 없는 상태였다. 캠프 설계와 설치

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캠프를 약 4,200가구의 24,000명 이상의 국내

이재민이 임의로 점유하였다. 수년 동안 캠프에서 지속적인 화재가 발생했고, 매번 화재

가 날 때마다 2~3블록(block)을 전소시켰다. 공중위생은 열악했고 화장실이나 배수로

를 위한 공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캠프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 났다. 

2006년 캠프 관리 기관이 도착했을 때,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설계와 유지보수에 대

한 사안으로 현지 의회와 함께 일했던 직원을 파악하여 훈련했다. 공중위생과 관련한 

워크샵이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되었고, 화재 관리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들에게 호루

라기를 지급하고 화재 발생 시 캠프 주민에게 경고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캠프 노동력

을 활용하여 공중위생 시설들을 개선하였다. 블록 지도자와 캠프 지도자들이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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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질적(qualitative) 정보를 비교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히고 대표적인 평가

(assessment)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캠프 위원회 Camp Committees 는 특정 부문적 또는 범분야적 초점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대표들의 집단이다. WASH, 보건, 여성 및 환경 위원회가 그 예에 포함된다. 캠프 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떤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수 있고, 그들의 특정 부문에서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캠프 조정회의에서 캠프 인구를 대표하도록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 밖

에 이들은 현장 당국, 서비스 제공 기관, 캠프 매니저 및 수용 인구의 대표와 같은 다른 이해관

계자들을 만난다. 이들은 또한 이런 회의 후에 캠프 주민에게 정보를 보급하고, 피드백을 제공

하고, 합의된 활동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익 집단 또는 위원회의 

분열로 분과 위원회(sub-committees)가 설립될 수 있다. 통상, 분과 위원회의 업무와 수명

은 일정 시간 동안만 유지되며, 더 규모가 큰 집단에 비해 분과 위원회의 책임은 더 작거나 좀 

더 구체적이다. 

옹호 집단 Advocacy Groups 은 아동,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 병자, 노인 및 HIV/AIDS 

감염자와 같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제공한다. 옹호 집단은 형

성하기에 가장 어려운 종류의 집단일 수 있고, 민감성이 필요하다. 옹호 집단의 구성원들이 앞

으로 나서기를 원치 않거나, 가족이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거나 긍정적

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는 자신들을 스스로 옹호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옹호해 줄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참여에 포함되는 

가시성이 그들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들의 취약성 또는 소외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 보호 관계자와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이와 같은 집단과 개인들이 적절히 대변되고 지지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이다. 

이익 집단 Interest Groups 은 공통의 이익 또는 위원회의 이익과 비슷한 사안에 중점을 둔다. 

상황에 따라 이익 집단은 위원회보다 모니터링과 대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덜 공식적일 수 

있다. 캠프 치안, 교사-학부모 관계 또는 급수장(water point) 유지보수가 초점이 될 수 있다. 

이 집단들은 주민 중에 관련 구성원 또는 NGO를 관리하는 관련 기술적 부문들과 직접 연락할 

수 있지만, 캠프 관리 기관의 주의를 특정한 사안에 돌릴 수도 있다.

고충처리 위원회 Grievance Committees 는 사소한 분쟁과 내규(by-laws)로 정한 캠프 내 규

칙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다. 고충처리 위원회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캠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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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전문가 - 현장의 목소리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한 국제 캠프 관리 기관이 현지 주민을 채용했다. 이는 외국에

서 온 직원들(expatriates)이 주로 운영하는 최대 20,000명 수용 규모의 캠프를 현

지 캠프 매니저가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의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현지 사

정과 민족 간 긴장 상태에 관한 그들의 완벽한 지식이었다. 현지 직원은 종교적 지도

자들의 중요성과 그들을 의사 결정에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종교적 지도자를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캠프 집행 위원회(camp executive 

committee)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이 되었다.”

캠프 주민 고용

유급이든 무급이든 고용은 직접 참여의 한 예이다. 기회균등을 위해, 그리고 부패와 족벌주의

(nepotism)를 피하기 위해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 지원 및 채용 과정은 공인되어야 한다.

! 직원을 구하는 기관은 공석을 공개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 해당 기관은 반드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고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채용 기회의 일정 부분은 만약 가능하다면 수용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는 

수용 커뮤니티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용 커뮤니티와의 연락망 구축을 돕고, 

현지인과 캠프 거주민 간의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

 만약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기술적 작업이 캠프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캠프 내

에 전문 인력이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캠프 내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고용될 수 있는 수용 커뮤니티 출신의 ‘마스터 트레이너(master trainer)’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캠프 거주민은 훈련생으로서 팀의 자리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조치는 캠프 주민이 프로젝트와 캠프의 생애, 캠프 시설 개선 및 새로운 기술을 배우

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종의 견습생 역할로 ‘마스터 트레이너’와 함께 일하게 한

다. 이는 더 넓은 커뮤니티에서 숙련된 그리고 유리한 채용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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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수행한 각각 50명의 남성으

로 구성된 6개 그룹을 이끌었다. 이들은 일부 쉘터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방화대와 공중

위생 개선을 위한 배수로를 만들었다. 작업 계획의 일부에 특히 취약한 개인들을 포함

하여 더 안전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스토브 설치를 돕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

브의 결과로 캠프 내 화재 위험은 감소했으며 공중위생 시설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역량 평가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구조와 리더쉽 구조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

요한 전문적 그리고 개인적 기량을 갖춘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파악해야 한다. 교육수준 

및 직업에 대한 정보는 종종 등록 중에 수집된다. 

정보를 미리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 정보 캠페인

! 공석(vacancy) 공지에 대한 답변

! 이미 파악된 몇몇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질문

모든 기관은 행정원, 통역사 그리고 회계사들과 같은 지원 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프로

그램을 실행하는 기관들은 주민 중에서 교사, 엔지니어 또는 보건 요원 등의 사람을 찾을 것이

다. 학위와 같은 증명서가 분실됐을 수도 있지만, 테스트만으로도 실력과 자격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증명서 분실이 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더 넓은 커뮤니티와의 관계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기량에 대

해서 상상력을 사용해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예술가나 작가는 정보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고 노인은 매우 필요한 역사적 배경이나 정황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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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주로 신체적 위해 및/또는 착취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이 이들의 적절한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얻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종종 가장 취약한 집

단들은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 가장 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대중이 쉽게 입수할 수 

있고 널리 보급되는 정보가 중년 남성들에게서 나오는 캠프에서는 그들이 환자, 독거 과부 노

인,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성차별 폭력(GBV)에 취약한 여성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해

당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 취약한 집단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때는 세심하게 그

리고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관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다음은 일반적으로 캠프 내에서 참여도가 부족한 취약한 집단들이다: 

! 여성

! 아동과 청소년

! 아동이 가장인 가구

! 여성이 가장인 가구

! 노인

! 신체 또는 정신 장애인

! 환자

! HIV/AIDS 감염자

모든 정황이 각기 다르므로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에서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취약 

집단 또는 소외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적 또는 종교적 소수민, 편부(single 

father) 또는 캠프의 다른 주민들과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권력과 참여 

취약한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만약 권력 있는 사람만 참여하게 된다면, 참여는 착취적이거나 억압적일 수 있

 ▶▶

94  캠프 관리 툴킷 | 제3장 참여와 커뮤니티 연계

자발적 vs. 유급/보상 참여

다른 일에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유형의 일에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

은 상당한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학부모-교사 협의회(Parent-Teacher 

Association) 및 아동복지회와 같은 커뮤니티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원봉사로 일하는 것

이 좀 더 수용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유급 및 무급 활동에 대한 의견은 정황에 따라 매우 달라

지고, 캠프 관리 기관은 이에 대한 전략과 정당화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 여기에는 

직원이 보수나 보상을 받고 고용되거나 자발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다양한 종

류의 업무들이 존재한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유급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자원봉사 업무에서 같은 양의 산

출물(output)을 기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어떤 유형의 고용에 대해 임금/보상을 지급

하고 어떤 유형에는 지급하지 않을지에 대해 캠프 생활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상근으로 근무하는 사

람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다른 유급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정

당화할 수 있다. 시장에 있는 화장실 청소와 같이 더 광범위한 이익을 도모하는 업무에는 타당

하게 보상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주거 블록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고용인이 감수하는 위험 및 급여 제공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 쉬운 성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오해나 혼합된 메시지를 방지하고 소문이 만들어내는 긴장 상태

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급 및 무급 업무 결정에 대해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다양한 집단 간에 적절한 대표성 보장

일부 집단 또는 개인은 문화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 캠프 관리 

기관에 있어 대표성을 띄는 참여 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종종 가장 도전

적인 업무는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적절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



  캠프 관리 툴킷 | 제3장 참여와 커뮤니티 연계  97

 

 여성에게 다가가라(Reach the Women) ! - 현장의 목소리

“부룬디의 난민 캠프에서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남자들만이 자신들의 문제, 희망 사항 

또는 걱정을 가지고 사무실 방문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여성이 (여성 캠프 매니저

인) 나에게 다가오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

하는지 궁금했다. 매일 적어도 2시간 동안 캠프를 돌아보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성

이 매우 바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바빠서 우리를 보러 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끝없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자신들의 오두막 주변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다. 내가 매일 캠프를 돌아보는 일은 바쁜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

이 되었다. 걸으며 돌아다니는 것은 캠프 관리직원이 주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듣고 

배우게 하며, 스스로 시간을 내서 캠프 사무실로 찾아올 엄두도 못 내거나 찾아올 시간

이 없는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가시적인 요소도 있다; 난

민들은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과 알고 지내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아기들이 성장한다는……것을 느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일부 사람들은 커뮤니티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캠프 내 다른 사

람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들은 반드시 모든 전통적 지원 체계를 알고 커

뮤니티 지도자와 협력하여 전통적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원 체계가 없는 곳에서

는 자신들의 쉘터를 스스로 세울 수 없거나, 물을 스스로 길어올 수 없거나, 마을 회관까지 걸

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커뮤니티 지원을 반드시 조직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취약

한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업무의 수준이 보장되게 하려

면, 그 일에 대한 대가로 급료 또는 식량이나 건축 자재과 같은 일종의 보답을 제공해야 할 수

도 있다. 인도적 업무 종사자들은 위기와 궁핍한 상황이 반드시 사람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방법

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이고, 많은 캠프 주민에게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매우 버겁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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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특정 집단의 참여에 대한 잠재

적인 장애물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물은 가시적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

니라도 많은 경우 눈에 띄지 않는다.

캠프 관리 기관은 참여 유형에 대한 문화적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일부 커뮤니티들은 

의견의 표현이나 의사 결정을 통한 참여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 강력한 계급적 구조는 

참여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성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을 계획 수립, 설계 및 의사 결정에 참

여하게 함으로써 많은 보호 관련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다. 가끔 복잡하고 도전적이기

는 하지만, 여성 참여가 전해지는 만큼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심지어 여성이 공적인 무대

(public arena)에 서지 않는 남성 지배적인 커뮤니티에서조차도 여성들은 흔히 가정 내의 핵

심 의사 결정권자이다. 인도적 기관들은 가정의 우려 사항과 가정의 영향력에 관한 문제에 초

점을 맞춤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도울 수 있다. 해당 사안이 캠프 전역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캠프 관리 기관은 해당 사안을 가정 수준으로 끌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

로써 캠프 관리 기관은 분개심을 고취하거나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도 여성의 의견과 권고 사

항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커뮤니티가 작용하는 관계, 행동 그리고 영향력에 의존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필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을 효

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은 전통에 반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참여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여성들의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 기존의 문화적 역할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캠프 관리 기관들은 선택한 전략이 여성 억압을 용납, 지지 또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니저들은 반드시 이재이주, 폭력 그

리고 분쟁이 다른 성별 간의 격차 및/또는 긴장 상태 그리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여성의 참여에 대한 제약은 부분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고 보는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가사업무 때문일 수 있다. 이재민 여성은 종종 가족들을 돌보는 데 매우 고된 책임을 

지며, 다른 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참여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의 

일상 실생활, 그들의 열망과 기타 기대치를 고려하여 반드시 꼼꼼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목표, 

목적, 잠재적 제약, 추가 지원 그리고 후속 조치에 반드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추가

적인 지원의 예는 보육 계획 그리고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다면 가사일 분담 장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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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은 지속적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여야 하며, 이는 캠프 관리 기관의 책

임이다.

다시 한 번, 훈련을 실행 시에는 현지 커뮤니티들과 현지 당국의 필요와 기존의 기량이 고려되

어야 한다. 현지 정부 관리들은 캠프 관리 훈련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현지 커뮤니티들은 

취업 기회가 필요할 수 있다. 

직원 훈련은 예를 들어 등록, 배급 또는 배수(drainage) 프로젝트와 같이 구체적이고 기술적

인 활동을 위해 계획되거나, 행정, 회의록 작성 또는 정보 게시판 업데이트와 같이 다양한 다

른 캠프 관리 업무에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보호 모니터링 담당자와 사회복지사의 훈련은 반드시 정황적 필요와 문화적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또한 다음에 기술된 내용 대한 교육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 보호와 인권 

! 모니터링 방법 

! 인터뷰 기법 

! 기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 

! 문서화

! 취약한 집단 

! 참여형 평가 방법

! 모니터링 피드백과 후속 조치 

캠프위원회는 연계(involvement), 참여(participation) 및 대표성과 자신들의 목적과 관련한 

기술적 주제들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재이주 상황에서의 참여 - 현장의 목소리, 케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재민 상황에서 수년간의 지원은 전적으로 커뮤니티의 대응 기

제(coping mechanisms)를 저해시킬 수 있다. 배급 물품을 받으면서 자급자족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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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 커뮤니티 대표는 관계와 신뢰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정황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의 기회를 제약하거나 국제 보호 기준에 반하는 

전통적 역할을 강화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동시에 전통적 규범, 가치 및 커뮤니티 구조

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도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과정의 단순화된 생각을 

강요하거나 이재민 커뮤니티 형태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우리는 보호 기준에 대한 타협 없이 문화적으로 더 수용 가능하고 효과적이 될 수 있

는 좀 더 중립적인 전략들을 파악해야 한다.

훈련과 지도

참여는 기존의 기량을 파악하고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량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통

해서 촉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식을 높이거나 교육을 제공한다:

! 인권

! 난민의 권리

! 국내이재민에 대한 지도 원칙

!  권리 소유자와 의무 소지자

! 캠프 내 역할과 책임

! (다른 주제들 가운데) 참여의 중요성 

!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고무, 동기 부여 및 지지할 방법 

!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 개발에 공헌할 방법

지도는 초기 훈련 프로그램에 후속조치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캠프 내 집단들을 위

해 진행 중인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거나, 특정 활동을 시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캠프 관리 훈련을 받은 캠프위원회는 캠프 직원들이 특정한 기술 부문을 모니

터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 직원들과 매주 또는 격주로 지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훈련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인력풀을 조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필요한 

곳에 추가 훈련을 제공하고 다른 기관과 훈련자원풀(training resource pool)을 조성하기 위

해 다른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직원 채용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감에 따

라 변하고, 직원은 보직이 순환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신규 구성원들은 선출된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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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오용

자금과 자산의 오용 그리고 원조의 교묘한 조작 또는 유용은 모든 인도적 지원 노력에 실제적

인 위험이 된다. 이재민 커뮤니티에서 채용된 직원은 동료들로부터 매일 압력을 받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등록과 배급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은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뇌물을 거

부하거나 친척, 친구 또는 커뮤니티 지도자의 강압을 거부하기 힘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이 있지는 않지만,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 도움

이 된다:

! 주의를 기울여서 투명하게 직원 채용 

! 훈련 제공

! 행동강령 도입

! 빈번한 직원 교대

! 모든 팀이 현지 고용 직원과 이재민 커뮤니티 출신 직원을 포함하도록 함

! 역할, 책임과 명확히 기술된 고용 조건이 포함된 직무 분석표 개발 

! 모니터링과 평가 절차를 활용 

! 투명성, 정직성, 그리고 개방성을 장려하고 본보기로 삼음

! 비밀을 보장하는 불만 신고 절차를 도입 

! 직권 남용(misconduct) 문제에 대한 일관된 후속 조치

!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인정하고 포상 

 캠프 관리 기관은 참여 기회가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참여가 허용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분노할 수 있다. 만약 참여 방법이 특정 집단

이나 개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긴장 상태가 조성될 수 있다.

분쟁 해결과 참여

특히 분쟁 환경에서 이재민이 된 사람들은 캠프 안에서 생활할 때 쉽게 내부적 마찰을 촉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불안 및 의혹을 느낄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주민들 간의 모든 온전한 

전통적 분쟁 해결 방안 전략과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과 메커니즘은 캠프 분

쟁을 다루기 위해 수립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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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지 않는 것은 결국 취약성만을 증가시키는 의존성 증가로 이어지고, 존엄성과 자

신감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수년간에 걸쳐 수백 개의 기관, 모니터링 담당자, 전문가와 

평가팀들이 수백 개의 초점 집단과의 논의, 인터뷰 및 회의를 위해 방문했다. 삶에서 개

선된 바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상투적인 답변을 제공하게 되었고, 신뢰를 구축하

거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대다수의 커뮤니티 대표는 캠프 내에

서 자신의 삶에 대한 수많은 훈련에 참가했다. 이와 같은 훈련 대부분은 모유 수유, 약

물 남용 그리고 HIV/AIDS에 걸린 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캠프 내 핵심 사안에 대한 의

식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 있으며 이는 매우 필요한 것들이었다. 중요한 점은 캠프 관리 

기관이 훈련을 좀 더 상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은 참여형 접근법을 지지하는 것

이다. 훈련은 좀 더 포용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일부 캠프 지도자들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은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훈련 기회도 가져보지 못했다.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삶을 꾸리고 전문적 기량을 축적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훈

련과 캠프 커뮤니티 내에서 수요가 높은 직업에 대한 기술적인 훈련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 캠페인

정보 캠페인은 특정 주제와 활동에 대하여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 계몽과 참여를 성공하게 하

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치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지 않는 한, 캠프 관리 기관들은 캠프 주

민의 출신 지역의 상황에 대한 공공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는 이재민들이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좌절감을 완화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질적인 기간을 갖고 장기적 해결책에 대한 의논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보에 근

거한 의사결정을 지지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들은 자신들의 책임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적절한 사용과 유지보수와 같은 정보 

캠페인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NGO 역시 홍역 예방 접종이나 개인위생과 같이 구체적인 사

안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할 수 있다.

 정보 캠페인은 캠페인이 창의적이고 사용 기법이 주민에게 친숙할 때 더욱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을 활용하거나 노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다른 집단들이 정보 캠페인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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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준이 낮다는 것일 수 있다. 수용 지역 커뮤니티는 캠프의 출현으로 인해 위협감을 느

낄 수도 있고 캠프의 존재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땔감, 토지, 물 그리고 고용에 대한 그들의 접

근이 저해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수용지역 주민은 캠프를 떠나는 주민이 무장 집단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특히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현지 남성들은 여성과 

아동이 캠프 주민과 섞이게 되는 경우, 이것을 자신들의 문화, 종교, 생활 방식 및/또는 언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다.

현지 커뮤니티와 이재민 커뮤니티 간의 그와 같은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많은 측면

을 다루고 기관 간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주민과 현지 주민 간에 연락

망을 구축하고, 수용지역 커뮤니티 대표들이 협의하고 캠프 조정 회의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

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캠프 내에 현지 사람을 고용 

!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용인구를 지원하도록 옹호 

! 사회적 행사를 진행하고 수용 커뮤니티와 캠프 주민 커뮤니티 모두가 참여하도록 장려 

! 재조림(reforestation) 활동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참여 

! 소득 창출 활동을 지원 

캠프 관리 기관은 커뮤니티 간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빈번하게 현지 지도자 및 당국과 

연계하여 잠재적인 마찰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그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이상(More than People in Need)’ 
 - 현장의 목소리

“캠프 축구팀이 주 대항 축구 대회에 참여해서 가까스로 승리했을 때 캠프 축구팀은 경

찰과 군이 포함된 현지 팀과 경기를 했다. 나는 그때 선수들과 트레이너 그리고 관중들 

모두가 ‘단순한’ 난민이나 ‘캠프 거주민’ 이상인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고, 항상 궁핍하며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이상이었다. 나는 이들이 축구 

경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목격했다; 내가 고향에서의 축구 경기에서 

너무도 분명히 느꼈던 것과 같은 최고의 행복감이었다.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관계 및 

필요와 문제점 그 이상에 대해 공통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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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 위원회

!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연장자 -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경우에만 해당

! 존경받는 커뮤니티와 집단 대표

! 행동 강령 및 캠프 규칙과 위반에 대한 제제를 명확히 하는 것 

 커뮤니티 지도층은 분쟁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지도자들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

패하거나 대표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캠프 관리 기구가 그들

과 공모하여 일하는 것처럼 편향되게 비춰질 수 있다.

사전에 수립한 이재이주 전략은 사라지거나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며, 캠프 주민 간의 분쟁을 

경감시키는 대체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일이다. 특정한 비상사태가 아닌 상

황에서는 캠프 내규(by-law)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캠프 규칙

과 규제 도입의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긴장 상태와 분쟁 완화에는 다음 사항들도 포함된다: 

! 지원과 서비스로의 동등한 접근 보장

! 투명하고, 시기적절하며 접근 가능한 정보 

! 프로그램, 절차 그리고 자격에 대한 정보의 명확성

! 불만 제기 절차와 대응 메커니즘 

! 커뮤니케이션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후속 조치와 피드백

수용 커뮤니티와 참여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자원에 대한 경쟁과 지역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캠프 주민과 현지 주

민 간의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재민과 현지 커뮤니티 간의 중재자 역

할을 하면서 고조된 긴장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솔선해야 하며 캠프 

및 현지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으로 해결안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현지 커뮤니티가 스스로 궁핍하게 되거나 분쟁이나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현지의 

필요를 평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부 경우 그것은 수용지역 커뮤니티가 캠프 주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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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현지 커뮤니티와 이재민 커뮤니티의 여성과 남성을 파악하여 

고용하고 교육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훈련과 교육이 직접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정보 캠페인이 필요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있으며 적절한 공간과 일정한 스케줄이 있다. 

 캠프 직원과 주민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분쟁 관리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캠프 주민의 참여 및 연계 활동은 조사(assessment),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그리

고 평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각각의 단계에서 계획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캠프 내 유급/보상 및 자원 인력 고용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다. 

 불만 신고 및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수용 지역 커뮤니티가 캠프 생활에 연계되어 참여하고 있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커뮤니티 참여와 연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집단의 수 및 대표하는 인구의 비율에 대한 지표를 수립하고, 성별, 나이 및 

취약성별로 구분하여) 참여에서의 권력의 오용 또는 남용이 계속해서 확인 및 모니터링

되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부패, 족벌주의,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통한 참여의 남용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클의 일부로써 참여(participation)와 연계(involve 

-ment)가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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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참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계획하고 예

산 수립하였다.

 캠프 직원은 참여와 연계 메커니즘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다.

 캠프 내에 있는 현재 참여형 구조를 조사했다. 

 캠프 인구 내에 있는 모든 다양한 집단들을 파악했다.

 그들의 차이점과 유사점들을 포용적이고 적절한 참여 구조를 알리는 데 활용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들, 취약 집단 또는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포함하며, 참여시키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참여와 연계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캠프 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참여형 방법을 활용한다.

 파악된 기존의 지도자들이 만남을 가져왔으며, 그 모임에서 추가적인 회의와 매핑

(mapping) 활동을 통해서 참여가 구축된다.

 인구 내의 기존 권력 구조가 가능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곳에 활용되며 직접적인 참여가 이

루어졌다. 

 전통적인 권력 불평등이 파악되었고, 인구의 특정 부분을 소외시키지 않고 균형을 모니

터링하고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도자들은 선출, 임명, 또는 선택되었다. 

 ToR, 직무 기술서 그리고 행동 강령이 개발되었다. 

 이재민과 수용지역 주민 간에 캠프에서의 역량이 조사되었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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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dell, The “Do It Now!” Appreciative Toolkit. http://appreciativeinquiry.

case.edu/uploads/Do%20It%20Now-%20Exercises Photo-031.doc.

처음 모인 자리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아이스 브레이커(ice-breakers)로 

사용하거나 특정 워크샵에서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연습 문제 모음

! Linda Richardson and Gill Price, 2007. All In Diary. A Practical Tool for Field 

Based Humanitarian Workers. www.allindiary.org/uploads/final_All_in_Diary_

cd.pdf

! William M Weis, Paul Bolton and Anita Shankar, 2000. Rapid Assessment 

Procedures (RAP): Addressing the Perceived Needs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through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 www.jhsph.

edu/refugee/publications_tools/publications/rap.html

참여형 지방 평가(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PRA) 기술 사용에 관심이 있는 모든 현

장 실무자에게 유용한 툴과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형 지방 평가(PRA)를 개념적으로 소개함

과 더불어,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PRA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기관 역량이 필요한지 생각하도

록 이끌고, 어떻게 시작할 지에 관한 제안과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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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M.B. Anderson, 1994. People-Oriented Planning At Work: A Practical Planning 

Tool for Refugee Workers. http://sheltercentre.org/sites/default/files/UNHCR_

PeopleOrientedPlanning.pdf

UNHCR 직원과 파트너들을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 툴은 모든 난민/이재민 집단에 대한 

필수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돕는다. (인구 통계, 문화적 가치 및 관습에 관한) 사실들은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해당 툴은 프로그램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정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직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 Checklist for setting up and running a committee

! Checklist running a focus group

! Checklist for setting up a complaints and response mechanism (adapted from 

the Good Enough Guide)

! Checklist for involving beneficiaries

! Minu Hemmati, 2002. Principles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Stakeholder Checklist. www.aiaccproject.org/meetings/Trieste_02/trieste_cd/

Stakeholders/StakeholderChecklists.doc

! Idealist On Campus. Power Mapping: A Tool for Utilizing Networks and 

Relationships. www.idealist.org/ioc/learn/curriculum/pdf/Power-Mapping.pdf

! Les Termes de Référence du Comité Directeur du Camp des Réfugiés Congolais 

de Gihinga (NRC Burundi). 캠프 행정, 캠프 관리 기관, 캠프에 상주하는 기타 기관 및 난민 

대표자들이 협력하며 개발하였으며, 캠프 행정이 최종적으로 공식화하였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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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Thomas, What is Participatory Learning and Action (PLA): An Introduction. 

(삽화로 완성된) 참여형 학습 및 활동(PLA)에 활용된 주요 기술/도구의 정의와 원문 및 인터넷 자료

의 발췌된 문헌 목록

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 www.brookings.edu/

projects/idp/gp_page.aspx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www.un.org/Overview/rights.html

UNHCR 2006, The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20

approach%20page/clusters%20pages/Em%20Shelter/Tollkit%20Field/7.2%20

Assessment/7.2.2%20Guidelines/7.2.2.8%20UNHCR%20Participatory%20

Assessment%20Tool.pdf

USAID/Center for Development Information and Evaluation, 1996. Conducting 

Participatory Evaluation. www.adpc.net/pdr-sea/eval/file30.pdf

WFP, 2001. Participatory Techniques and Tools-A WFP Guide. www.livelihoods.

org/info/pcdl/docs/self/Participation%20tools%20WFP/Participatory%20Tools.pdf

David Wilcox, 1994. Community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www.jrf.org.uk/knowledge/findings/housing/h4.asp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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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AP, 2003/04. ALNAP Global Study 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of 

Disaster-affected Populations. www.odi.org.uk/alnap/publications/participation_

study.htm#

British Overseas NGO for Development (BOND), 2006. A BOND Approach to 

Quality in NGO. Putting Beneficiaries First. www.civicus.org/new/media/putting_

beneficiaries_first.pdf

Centre for African Family Studies, 1998. Empowering Communities: Participatory 

Techniques for Community-Based Programme Development. http://pcs.aed.org/

docments.htm

핸드북은 직원이 참여적 학습과 활동 접근법의 역사 및 개념에 익숙해지게 하고 참여적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툴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이 적극 참여하는 과정의 일부로 활

용되었다. 또한 핸드북은 참여적 과정의 효과적인 촉진과 계획에 관한 팁을 제공한다.

Charlotte Dufour, François Grünewald and Karla Levy. 2003. Participation by 

Crisis-affected Populations in Humanitarian Action. Practitioners’ Handbook 

(Draft). www.odi.org.uk/alnap/publications/gs_handbook/gs_handbook.pdf

ECB Building Trust Working Group, 2007. Building Trust in Diverse Teams: The 

Toolkit for Emergency Response. http://publications.oxfam.org.uk/oxfam/display.

asp?isbn=9780855986155

Karen Freudenberger, 1999. Catholic Relief Services PRA Manual. www.crs.org/

publications/pdf/Gen1199_e.pdf

OXFAM/Emergency Capacity Building Project, 2007. The Good Enough Guide: 

Impact Measurement and Accountability in Emergencies. http://ecbproject.org/

publications_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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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무엇인가?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조정 목적은 인도적 서비스와 지원이 화합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캠

프 주민에게 전달되어 캠프 내 생활 수준이 유지되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이 캠프 주민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수준에서 다음 활동들을 실행한다: 

! 전략적 계획 수립

! 자료 수집과 정보 관리

! 자원 동원과 책무성 보장

! 분명하고 합의된 업무 분담 조장

! 캠프 안팎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쉽 네트워크 개발과 유지 

! 리더쉽 제공 

많은 사람이 캠프 대응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효과적인 조정은 현장에서 성공하

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혼돈과 혼란이 존재하고 이해관계자 간에 경쟁적 의제(competitive 

agenda)가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분쟁 및 재난 상황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효과적인 

코디네이터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일할 때 더 많은 것이 달성되고 전체가 부분을 모은 것보다 

더 크다는 원칙을 믿는다. 코디네이터는 이해관계자 간의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관계를 증진하

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조정의 단계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을 위한 캠프 대응 관리에서 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많

은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캠프 관리의 관점에서 그리고 본 장(chapter)의 목적을 위

하여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및 한 캠프 내부의 이해관계자 간에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하고 캠프 수준 또는 캠프 내부에서 일해야 하는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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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조정은 캠프 관리 기관들의 핵심 업무이다. 조정을 통해서 격차 파악, 중복 방지, 참여 보

장, 수준 향상 및 권리 옹호가 이루어진다. 

 ▶ 캠프 상황에 연관된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쉽 네트워크 개발과 유지는 모

든 캠프 주민을 위한 보호와 지원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을 원활하게 한다.

 ▶ 효과적인 조정은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 범분야적 정보가 뒷받침하며, 이러한 정보는 관

련된 모든 관계자가 캠프 내 모든 집단의 필요(needs)를 조사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입 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 조정에는 파트너들과의 정보 공유, 협력 또는 공동 프로그램 수립이 수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트너들 간의 다양한 임무, 역량 및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호 보완적인 개입을 달성

할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 성공적인 파트너쉽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공적인 조정은 적극적인 청취, 훌륭한 리더쉽, 명

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의견 일치를 성립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태도, 기술 및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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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지속된 이재이주 상황에서의 조정 – 현장의 목소리, 케냐

“케냐의 난민 캠프와 같이 오래 지속된 이재이주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유

된 비전이 부족할 수 있다. 조정 회의는 단순히 서로에게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

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 되고 합동 계획 수립이나 경험 공유가 부재하게 된다.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뿌리 깊거나 오랜 세월에 걸친 분쟁, 정치적 사안, 고질적인 성격 차이

와 이해 상충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기관 직원의 높은 이직률, 특히 외국에

서 온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이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조정 메커니즘

의 개발이나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들은 반드시 취약점을 파악하여 포

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장점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적인 것,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캠프 관리 기관은 사람들을 모으고, 팀워크를 고무하고, 인도적 서비스와 캠프 활동의 계획, 실

행 및 모니터링에 기여하며 전체 조직체로서 행동한다. 조정 포럼은 - 특정한 정황에서 조정을 

이루기 위한 메커니즘과 회의 - 캠프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한다. 

조정 포럼과 메커니즘을 매핑(mapping)하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받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핵심 인물이 조정을 위한 합의된 시스템

에 전념하지 못하고 - 예를 들어, 회의에 나타나지 않음 - 대신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고립되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캠프 관리 기관이 지원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힘

들어진다. 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모든 참여자들의 ‘동의(buy-in)’를 받고, 

캠프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명확성과 포용성 – 현장의 목소리,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CCCM 클러스터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축하고, CCCM 클러스터 전략을 작성하고,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ToR에 관한 합의

를 얻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UNHCR과 긴밀히 공조했다. 그결과로 글로벌 CCCM

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에 따라 파트너 간의 양해각서(MoU)를 반영하여 CCCM 

클러스터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완전하고 포용적인 접근은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캠프 관리의 조정 측면이 다른 조직의 ‘독립성’을 건드림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

이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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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또한 캠프 간에도 이루어진다. CCCM 클러스터가 활성화된 국내이재민 상황에

서는 캠프 조정 기간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상황들에서는 부문 주관기관(UNHCR 

또는 기타 UN이나 국제기구)이 캠프 간에 조정하며 전반적 캠프 대응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현지, 국가 및 국제 관계자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지원과 보호 제공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 캠프 조정 기관 또는 부문 주관기관(Sector Lea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장을 참조

하시오.

조정 -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제1장과 2장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 캠프 주민에게 지원과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자, 

현장 정부 관계자 및 캠프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활동과 개입을 조정하고 용이하

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캠프 수준에서의 코디네이터로서 캠프 관리 기관은 기준의 유지를 

보장하고 현장의 필요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의 조정을 지지하는 초기 협의와 모니터링 

서비스 전달 모두에 책임이 있다. 조정은 현재진행형 과정이다. 조정은 반드시 역동적이고 대

응적이어야 하며, 캠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종종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

에 대응해야 한다. 

이재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합의된 기준 및 국제조약과 일치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공통의 목

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에 일정 수준의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 내

는 일은 언제나 복잡하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캠프 관리는 반드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찾

고, 상충하는 의제의 범위가 어떤 것이든 명확하고 외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립하고, 우선

순위와 적절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자와 대화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개입이 참

여의 원칙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캠프 주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수행되

도록 해야 한다. 캠프 내 기준과 활동이 더욱 광범위한 캠프 대응 전략에 부합되도록 캠프 관

리 기관은 다양한 캠프 간에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클러스터 또는 부문 주관 기관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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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포함된다. 이 자료는 지원과 보호에서의 격차와 중복 그리고 상황과 캠프 주민의 필요 변

화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되고 분석된다. 만약 관련 정보를 발췌할 때에는 자

료가 정확하고, 잘 대조되고,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 - 현장의 목소리

“자료수집문서에 나와 있는 질문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각기 다르게 해석되

기가 정말 쉽다. 그 예가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에서 제 기능을 하는 화장실 숫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프로젝트였다. 질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 캠프 내에 몇 개의 화장실이 있는가?

2. 몇 개의 화장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3. 몇 개의 화장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질문 1은 구획 수를 세어서 정확하게 답변되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캠프 관리 기관에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정보를 말해주고 있었다. 보수(repair)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알려줄 질문 2와 질문 3에 대한 답변은 항상 부정확했다. 질문 2와 3에 대한 답

변을 더했을 때 질문 1번에 대한 답변과 같은 답변이 나와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기 때

문에 부정확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직원과 의논을 해 본 결과 ‘제 기능을 한다(functioning)’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

이 각각 달랐던 것이 문제라는 게 밝혀졌다.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in use)’는 의미였

는가 아니면 ‘기준에 부합한다(up to standard)’라는 의미였는가? 화장실이 분명히 사

용되고 있지 않을 때의 답변은 자명했다 - 그것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기능에 이상이 있음에도 여전히 화장실이 사용되고 있다면 어떠한가? 예를 들어, 문이 

부서졌다면? 아니면 지붕이 없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계산해야 

하는가? 모니터링 직원은 짝을 지어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그들의 토론 내용

과 의견 차이가 자료 수집에 반영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더 명확한 정의와 자료 수집 양식에 나온 용어에 대한 더 

나은 훈련이 사람들이 작성한 답변의 수적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더 증진한다는 것이었다.”

정보 공유와 합동 기획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캠프 내에 효과적인 조정 포럼과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수립

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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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정은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합의한 목표를 위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과정의 성공은 클러스터/부문 주관기관(Cluster/Sector Lead), 현

장(on-site) 당국, 서비스 제공 기관, 캠프 주민과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과 투명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뒷받침이 된다.

파트너쉽을 위한 자세 

성공적인 파트너쉽과 조정을 위한 전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조정에 대한 전념

! 포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 적극적 청취 능력 

! 다양성의 존중과 대인관계 기술 및 스타일

!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전념 

! 신뢰할 수 있는 능력

!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 

! 리더쉽 역량과 리더쉽 수용

! 문화적 민감성 

이와 같은 특성들이 종종 가장되거나 묵살되지만, 이 같은 특성이 없이는 조정은 완전히 효과

적일 수 없다.

 조정에는 캠프 내 삶에 대한 자료 취합 및 정보 보급, 그리고 캠프 인구의 필요를 충

족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합의되고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는 과정이 수반된다. 만약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재민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원

의 전달이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다.

자료 수집과 정보 관리

조정은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능한 가장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의존한다. 이와 같은 정보에

는 캠프 내 상황에 대한 최근의 범분야(cross-sector) 자료와 캠프 주민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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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캠프 관리 기관이 조정에 접근하는 방법과 성취한 결과는 캠프 주민에게 제공되는 보호와 서

비스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조정은 캠프 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제지

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의 실행은 어려울 수 있다. 직면하는 도전과제 중 일부는 다음

과 같다:

조정을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

대다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조정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 가치를 인지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인 조정이 누군가의 성격에 의존되어

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있다. 신뢰를 불어넣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게 만드

는 능력을 갖춘 특별하고 노련하며 카리스마가 있는 개인의 조정 역량만 단순히 고려하는 것

은 충분치 않다. 캠프 관리 기관은 사람들이 협력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

치, 시스템, 메커니즘 그리고 툴을 결합해야 한다.

시간과 자금 투자 

기관들이 인도적 대응 활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당면하는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이들이 

조정할 충분한 시간이나 예산 없이도 생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해 내기를 사람들이 기대한다

는 점이다.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기관 직원에 대한 한정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위기 상황 중에 기관을 운영할 때는 이와 같은 점이 효과적인 조정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정당성과 지지 확립 

성공적인 조정을 이루기 위한 중심 요소는 효과적인 파트너쉽 정신을 조성할 수 있는 캠프 관

리 기관의 능력이다. 조정은 정보 수집 및 배포 또는 합동 기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 일련

의 가치와 포용에 대한 약속인 - 일종의 태도이다. 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 또는 

캠프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캠프 관리 기관의 역량을 방해, 외면, 개입 또는 소멸시

켜 버릴 수 있는 정치적 의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다.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조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은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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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끝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어떤 경우에는, 조정의 목적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과의 정보 공유와 보급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포럼에서 지원 또는 보호에서 격차나 중복되

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은 캠프 내 서

비스 제공자 간에 부문(sector)의 필요를 공동으로 조사하는 협력이나 공동 기획 과정으로 확

대될 수 있고, 기술적 활동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실행 가능하다면, 기관 직원의 합동 

훈련 역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기관들은 자신들의 조정 활동의 일부로서 직원 및 운영 자원

을 공유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언어적 필요

정보 공유와 포럼 기획 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참여 집단의 언어적 필요를 조사

하고 필요할 경우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원어민 화자는 말하는 속도, 억양, 그리고 숙어 

및 속어 사용이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다수의 문화권에서 통역이나 명확한 설명

을 요청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긴다. 회의 참석자들은 어떤 경우 

그들의 언어적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침묵한 채로 있을 수 있다. 부적절한 통

역 제공은 조정 포럼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크게 망칠 수도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 

이행된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격차를 해소하고 적절하고 적시의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에 대한 조사(assessment)는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모범 사례의 중심이 된다. 부문별 특화 개입활동의 평가는 프로젝트를 상황에 맞춰 조정하게 

하고, 교훈을 향후 프로젝트 기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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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식 없는 담소와 의견 교환 (계획되거나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관계 구축) 

! 전담반 (위급하고, 기술적이며 전문가의 관심이 필요한 특정 사안을 목표로 하고, 피드백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데 종종 사용됨) 

! 실무단 (특정 사안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산출물을 만들어내어 피드백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은 하위 집단)

캠프 내부와 외부에서의 조정 

다음에 3개의 도표는 캠프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당국, 

서비스 제공자, 캠프 주민 그리고 캠프 관리 기관의 대표자가 캠프 수준에서 조정에 참여한다. 

본 예시에는 클러스터 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된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현실에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항상 정황에 따라 다르며, 캠프 수준에서의 그리고 외부

에서의 특정한 관계자의 역할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만약 다른 관계자가 캠프에 자

주 상주하지 않거나 캠프 관리 기관이 이동팀을 통해 운영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캠프 내 캠프 

관리 회의에 오로지 캠프 주민들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캠프 차원에서든지 또는 외부 포럼을 통해서든지, 캠프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개입을 합의 및 계획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캠프 관리의 모범 사례에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아래의 예시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관계자 

맵을 보여주는 것은 조정 시스템이 모든 관계자에게 좀 더 접근이 쉽고 알기 쉽게 만드는 간단

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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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관에 주요한 도전과제가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정

을 시행하기 위한 처분에 어떤 제재가 있는 것도 책임을 지길 거부하거나 실행에 실패한 사람

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은 당국 및/또는 더 나은 

조정을 위해 행동을 취하고 옹호할 수 있는 캠프 조정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불만 

제기 절차와 애드보커시 전략은 캠프 관리 기관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로 결정되어야 한다. 

절차 개발과 성과 달성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관리 가능한 조정 시스템과 메커니즘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

구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것은 모범 사례와 성공의 구성 요소이다. 일단 유용하고 지원해주는 

절차가 마련되면 캠프 관리의 기능은 최적으로 신뢰성을 쌓고 가시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시작

한다. 조정은 사람들이 조정의 혜택을 입고 조정 과정 차제가 존중받을 때 효과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 기획을 필요로 하고 관계 구축에 투자할 때 가능하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또는 효과성 측면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

면 캠프 관리 기관이 정말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조정 메커니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우리가 조정을 위해 사용

하는 방법,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 또는 합동 기획을 위한 발판을 의미한다. 조정 메커니즘은 

조정 결과가 성취되는 방법이다. 모든 캠프의 대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을 위해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이 사용되어야 한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 또한, 거의 틀림없이 남용되는 - 방법은 회의이다. 회의는 다양한 결

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회의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도 있다. 다음에 나열된 사항은 통용되고 있는 

몇 가지 조정 메커니즘이다: 

! 회의 (배포된 의제와 회의록 포함)

! 화상 회의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

! 클러스터/부문 집단 (캠프 코디네이터가 진행) 

! 캠프 수준의 대표자 집단 (캠프 수준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

! 캠프 위원회 (캠프 거버넌스에서 캠프 주민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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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계자에게 배포되는 조정 회의의 정확하고 명확하며 시기적절한 회의록은 행

동 방침을 상세히 열거하고 연락망 정보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조정과 책무성에 상당히 

공헌할 수 있다.

캠프 수준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에 상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조직과 

집단의 개발과 조력을 책임진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캠프 주민 그리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 집단의 대표들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 대표와 수용 커뮤니티의 대표들도 포

함될 수 있다. 캠프 관리 사안과 최근 사건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집단은 캠프 관리 

“팀”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집단은 캠프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조정과 참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 

조정 도구

(캠프 모니터링 포럼과 같은) 조정 도구는 특정한 정보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한 정황을 위해 

개발된다. 어떤 수단을 캠프 내부 또는 캠프 간 조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이 특정 수단에 대해 합의하고 개발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정을 이루는 데 있어 주요 도전 과

제 중 하나는 관계자들이 정보에 대한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유된 조정 도구를 개발하

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쉬워 보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당사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신

뢰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

하고, 그것이 공유된 수단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는 자료 수집과 정보 관리에 있어서 격차와 중복이 발생하곤 한다.

▶▶ 정보 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시오.

메커니즘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해도, 효과적인 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포

괄적이며 유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조정 메커니즘과 수단을 구축하는 데 있어 캠프 관리 

기관은:

! 사람들과 장소를 포함해서 캠프와 친숙해져야 한다. 사무실에서 나가 이메일에서 벗어나

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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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이 주도하는
캠프 수준에서의 조정 

캠프 행정

국가/지역 수준의 정부 당국

  캠프 조정 기관이 주도하는

캠프 조정

UNHCR (난민/분쟁 피해를 입은 국내이재민)

IOM (재난 피해를 입은 국내이재민)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

캠프와
캠프 관리

CM

CM

CM

CM

보건 위원회 여성 위원회
WASH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기타 위원회

캠프 관리 기관 캠프 주민 대표
서비스 제공자

(NGOs / 현지 보건, 
교육 서비스)

수용 인구 대표 현지 정부 담당관

캠프 외부에는 대개 부문별로 특화되고, 구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기관 간 그리고/또는 캠프 간 

조정 회의가 있다. 이와 같은 회의들은 대개 당국, 유엔 기관 또는 국제 NGO와 같은 기타 클

러스터/부문 주관기관이 조직하거나 주재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와 같은 회의에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캠프의 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이 보고에는 최근 활동, 환경 변화, 서비스

와 지원의 격차 및/또는 중복, 그리고 당국이나 캠프 조정 기관 또는 클러스터/부문 주관기관

의 지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 논란이 많은 쟁점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당

국이 참석한 잘 주재된 회의는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에 대해 협의 및 결정

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회의록은 누가 어떤 일에 언제까지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으

로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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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것이다. 혼돈과 모순으로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

이 극히 어려울 수 있다.

5개 요소 분석 도구는 왜 특정한 조정 접근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

작점을 제공하고 계획된 개선을 위한 가능성을 연다. 이 도구는 위치, 멤버쉽, 의사결정, 형식 

및 자원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조정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조정을 뒷받침

하는 것은 조정 그 자체의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헌신과 그 혜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인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가지 조정 요소

! 위치

! 멤버쉽

! 의사 결정

! 형식상의 절차

! 자원

책무 Commitment책무 ｝
●  위치

●  멤버쉽

●  의사 결정

●  형식상의 절차

●  자원

조정 메커니즘의 가설적 예를 드는 것은 이 간단한 수단의 잠재적 활용을 보여줄 수 있다:

예시 1: 한 특정 집단의 정기 회의가 좋은 장소에서 열리고,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멤버쉽을 

가지는 반면 책무를 결정하거나 행동방침을 정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 

예시 2: 캠프 수준의 정보 보급을 위한 중심적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이메일 주소 목

록에 정확하거나 제대로 업데이트된 구성원 목록이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연결이란 인

터넷을 항상 이용할 수 있지 않고 너무 많은 기관이 그것을 참고하지 않거나 그 존재를 모른다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간단한 분석은 왜 그 메커니즘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해줄 

수 있다. 가끔은 가장 단순한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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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조정의 필요에 관한 토론에 참여시키고, 사람들이 조정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조

정을 위한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열중하게 해야 한다.

! 캠프 수준에서 조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도식화하고 국제 및 국가 관계자와의 조정에 

포함해야 한다.

! 정보 필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정보 공유와 자료 수집 시스템 및 수

단을 옹호해야 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적절한 조정 포럼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브레인스토밍해야 

한다. 

! 기존의 조정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그것을 향상하기 위해 ‘5개 요소 조정 분석(five factors 

coordination analysis)’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본 장의 ‘툴’ 부분 참조)

! 회의 일정 등과 같은 캠프 내 조정 메커니즘을 목록화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 문맹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 공유된 조정 도구를 지지하고 그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람들을 훈련해야 한다. 

! 캠프 주민이 조정 과정에서 중심이 되게 하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 계획과 조정 목표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합의되고 또한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회의를 주최하고 회의록 작성이 잘 작성되고, 회의록에 후속조치를 

위한 행동 방침(action point)과 최종 기한이 열거되도록 한다. 

! 모든 단계에서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계획과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 만약 일이 잘 안되거나 상황이 변한다면 계획, 절차 그리고 과정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

! 특정 기관의 의제를 넘어서는 존중, 신뢰 그리고 포용의 문화를 장려하고, 공유된 목표를 

우선시하며, 이재민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 신뢰와 전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에 적절한 곳에서는 캠프 및 수용 커뮤니티 거주민을 자

원봉사 또는 유급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5개 요소 조정 분석 도구 A Five-Factor Coordination Analysis Tool

조악한 조정을 비판하기는 쉽고, 조정 메커니즘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일화들은 넘쳐난다. 아마도 더 도전되는 것은 비판을 넘어서고, 조정을 더 효

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따라야 하는 과정과 활용해야 하는 수단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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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가 고수되었다.

! 합의된 행동방침이 기록되었다.

! 참가자들이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회의를 평가하였다: 다음 회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주제의 별개(distinct) 회의를 파악하기에 다음 사항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 이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가?

! 이 회의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 이 회의가 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하는가?

! 이 회의가 정치적 개발 및 관련된 보안 환경을 포함하는가?

! 이 회의가 훈련 필요와 직원의 우려 사항과 연관 있는가? 

이 회의는 더 규모가 크고 더 포용적인 집단을 위해 조직되었는가, 소규모 집단만을 위해 조

직되었는가, 아니면 심지어 양자 간에 조직되었는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누

군가를 지원할 때는 참가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전문지식의 공유를 위한 충분한 여지를 주면서 

목표와 정해진 시간에 충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정해야 하며, 이는 신뢰하는 마음속에 연계와 헌신을 창출한다. 

 효과적인 조정은 많은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양질의 회의

를 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위원회 회의의 개발을 지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캠프 커뮤니티의 참여와 대표는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단순히 

관련 집단만을 참여시키는 것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언제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는 캠프 커뮤니티를 문화적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어떤 위원회는 의사 결정이 가

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규모가 적당히 작아야 하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또한, 어떤 

위원회는 포용성을 띄기 위해 그리고 지도자들의 의견으로만 지배되지 않기 위해 충분히 규모

가 커야 한다. 효과적인 위원회를 조직하는 과정은 동등한 참여, 공평성 및 대표성을 옹호하면

서, 문화적으로 특정한 사회 구조, 현황에 대한 생각과 성별과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참작해

야 한다. 과정은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ToR, 행동강령 및 불만 제기 절차와 같은 기초 조건

들에 대한 합의는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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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메커니즘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캠프 내 정보 게시판의 위치 

! 회의 시간 

! 언어 또는 보고서의 번역 품질

! 캠프위원회에 펜과 종이와 같은 자원 제공 

! 회의록 작성을 해야 하는 위원회 비서를 위해 ToR/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 작성 

! 발행된 상기시키는 메모(reminders)와 함께 초청장을 신속히 전달 

! 회의 장소까지의 운송 수단 

! 합동 모니터링 도구 사용에 관한 기관 간 직원 훈련

! 규모가 작은 현지 NGO들에 데이터베이스 배포

! 단순하고 명료한 회의 의제와 회의록 보존 

! 구체적이고 관리 가능한 활동방침(action points)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 

! 합동 자료 수집 양식 사용에서의 기관들의 협력

! 회의를 주관하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배포할 역량이 없는 정부에게 제공된 지원 

조정 메커니즘과 수단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계획, 선택 및 조정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종종 상반되는 의제들을 다룰 때는 그 결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무

엇이 달성되어야 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회의

너무 많은 회의를 하는 것은 복잡한 구호 활동의 징후일 수 있다. 회의가 잘 계획되고 주재 

되지 않는 한, 최소한 그들이 소비한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의에서 달성하는 것은 거의 

없다. 효과적인 회의를 조직할 때는 다음에 기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 관련 정보가 사전에 송부되었다. 

! 의제는 명확하고 합의되었다.

!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에 대해 합의하고 준수하였다.

! 기본 원칙(ground rule)이 마련되었다 (건설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  

! 집단 내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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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조정 기관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과 당국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캠프 조정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일부

분이다. 운영 활동 시작 시점에 캠프 조정 기관이 당국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캠

프 관리 기관의 신뢰성을 상당히 증대시켜 줄 수 있다. 당국은 캠프 내 치안 활동이 제대

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보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을 참조하시오.

▶▶ 치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인구와의 조정

캠프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효과적인 조정을 개발하는 것은 참여와 책무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인 부분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집단 대표들은 협의뿐만 아니라, 캠프 생활의 모든 면에 대

한 조사,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캠프와 부문 조정 회의에 캠프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정보 수집, 정보 보급, 그리고 보고 

체계 개발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더 나은 지원, 보호 그리고 서

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접근법을 촉진하

고,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도 마찬가지로 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캠프 주민은 자신들의 이재

이주의 효과적인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캠프 관리 기관은 특정한 필요

를 가진 집단과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역량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접근법을 채택

해야 한다. 

▶▶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현장의 목소리

“캠프 주민, 특히 캠프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관에 대해 미심

쩍어 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상대적으로 나중 단계에 방문하므로, 자신이 누구고 

왜 여기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캠프 내 새로운 존재가 항상 

달갑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커뮤니티가 당신의 등장에서 어떠한 즉각적인 가치

나 물질적 혜택을 보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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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들과의 조정

파트너들과의 효과적인 업무 관계 구축에는 상호 역할, 책임 및 기대치에 대한 명확하고 공유

된 이해가 수반된다. 관계가 구축되는 초기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합의는 파트너쉽과 상호 책무성의 기초와 지표를 제공한다. 캠프 관리 기관들과 다

른 조직들은 캠프 주민이나 현지 행정 담당이 반드시 그들이 캠프에서 하는 일을 안다고 가정

해서는 안 된다.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정부 및 현지 당국과의 조정 

국내이재민과 난민 상황 모두에서, 국가와 현지 당국들은 캠프 활동과 개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캠프 상황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들의 초대로 또

는 최소한 그들의 동의로 캠프 관리 기관이 상주한다. 따라서 캠프 관리에서 모범 사례는 이

재민들에게 보호와 지원 제공에서 가능할 때마다 국가 당국을 동원하고 지원하는 작업이 수

반된다. 

정황에 따라 현지 당국은 캠프의 일상생활에 더 많이 관여하거나 덜 관여할 수 있으며, 캠프 

관리 수준에서 대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 또는 현지 당국의 역량은 그들의 인도주의 원칙과 캠프 환경에 대한 지식, 조정하고, 책

임을 지고,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쌓을 의지와 능력이 그러하듯 매우 차이가 난다.

일부 정부 대표들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의지 모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정부 

대표들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캠프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공격, 저지, 지배하거나 캠프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캠프 내 수준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간 수준에서는 캠프 

조정 기관 또는 부문 주관기관이 적절한 애드보커시를 활용하여 정부 당국에 국제법상의 그들

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어디든 가능한 캠프 내 조정 구조는: 

! 정부 또는 현지 당국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또는 현지 당국의 역량을 이용하고 개발하려 해야 한다.

! 정부 또는 현지 당국과 인도적 활동 커뮤니티 및 캠프 주민들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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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당사자의 목표는 긍정적 관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서로에게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

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구두 합의에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전념하기 위한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

는 것은 신뢰를 구축한다. 만약 캠프 관리 기관이 그들의 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이에 대한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제공에서 책무성은 캠프 내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화’ 개념이나 시도를 통해서 보다는 격려를 통해서 달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

! 프로그램이 작업 계획에 조심스럽게 나와 있고, 역할과 책임이 서면 합의서에 공인되어 있

다고 할지라도, 진행과정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조력이 필요하다. 

! 명확하고 성취 가능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합동으로 설정하는 것은 모든 관계자에게 동기

를 부여하고, 개입 활동의 모니터링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합의된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

이다. 

 캠프 관리 기관들은 기관 합의서 사본 및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파트너를 위한 

작업 계획서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캠프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계획을 명료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캠프와의 연락 - 현장의 목소리

“캠프 관리 기관은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분산시키고 가능한 모

든 곳에 상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캠프는 확장되었지만, 사무실들은 그렇지 않은 일

부 상황에서는, 캠프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거리 또는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연락

이 끊기거나 제한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지기 쉽다. 기관들의 사무실이 모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NGO 단지(compounds)는 치안상의 이유로 기관 직원들은 캠프 생활로부

터 매우 고립되고, 캠프 주민들은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 직원들과 거의 접촉이 없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캠프 조정 기관과의 조정

클러스터 조정 시스템이 활성화된 국내이재민 상황에서 활동할 때, 캠프 관리 기관은 관련 현

지 당국과 공조하여 캠프 조정 기관이 주도하는 전체 캠프 대응 전략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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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 툴 부분의 ‘당신은 얼마나 신뢰할만한가(How accountable are you)?’를 참조하

시오.

수용 커뮤니티와의 조정

캠프 수준에서의 그리고 이웃 커뮤니티와의 훌륭한 조정은 분쟁 메시지를 피하고 캠프 인구

와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 간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 캠프 개발에 수용 인구를 참여시키는 

것, 사안들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포럼 제공, 그리고 고충들에 대해 조처를 하는 것은 수용 커뮤

니티와 관계 및 캠프 자체의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캠프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자신들만 살기에도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한 수용 인구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캠프 인구가 수용 

인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나 더 나은 보호를 누릴 것이다. 수용 및 이재민 커뮤니티 간에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공동 자원의 공유를 둘러싸고 종종 긴장 상태가 조성된다. 긴장을 완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장한다: 

! 환경 보호(environmental care)나 대규모 고용 기회와 같은 캠프 사안에 대한 조정을 위

한 포럼에 수용 커뮤니티의 대표들을 초대하고 참여시킨다.

! 직업, 급수장 또는 사회문화적 행사 참여와 같이 제공된 서비스나 캠프 생활로부터 수용 커

뮤니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수용 커뮤니티가 지원

을 받는 캠프 인구보다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

캠프 관리 기관과의 조정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부가가치 제공이 필요하다. 조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수령하며, 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조성하고, 그

들의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캠프 관리 기관 모두가 캠프에 전달

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 전략에 참여함에 따라 투명성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 캠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이 파악되고, 합의되며, 캠프 운영 

초기에 공인되어야 한다. 이것은 격차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오해 방지를 도울 

수 있다. 

! 역할과 책임에 대한 ToR과 같은 서면 합의는 조정을 개선하고 책무성을 보장하는 목표와 

함께 공인되어야 한다.

! 합의는 서비스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애드보커시 도구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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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서의 도전과제와 필요 - 현장의 목소리

“여기 캠프에서 핵심 관계자(key actors)로 기능하는 기관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

다. 캠프 관리 기관들이 있는 곳에서의 문제는 이들이 국내이재민들과 캠프위원회를 포

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환이 진척되면서 기관들은 귀환 지역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캠프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더 적어진다. 다른 도전 과제는 캠프 내 국내이재민 

지도자들이 치안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들은 의견을 말할 때 불법 무장 집

단들에 의해 표적이 된다.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하

여 문제 제기를 받고 책임을 진다. 도전과제는 책임을 지고, 포용적인 결정을 하며, 조정

하고, 캠프 내에서 이니셔티브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 관계자를 찾는 것이다.”

조정 과정

다음에 기술된 제안 사항들은 캠프 관리 기관이 관리를 맡았을 때 훌륭한 조정 시스템을 수립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료 수집에는 캠프에 대한 정기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가 있으며 누가, 왜, 무엇에 

대해, 언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캠프 주민의 

기대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왜 수집되고 어떤 대응 역량이 마련되어 있

는지에 대해 모두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 정보 관리에는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조정 기관 또는 부문 주관기관(Sector Lead), 당국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조정하여 누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책임이 있고, 그 

정보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누구에게 보급될지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밀하고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

받는가? 캠프 커뮤니티들이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과 

후속 조치 메커니즘이 캠프 커뮤니티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가? 

! 캠프 생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누구와 공유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가지는 다수의 그리고 종종 양립할 수 없는 기대치와 요

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캠프 관리기관의 역할은 교섭하고 합

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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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조정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은 다른 국내이재민 상황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과 긴

밀하게 협조하며 캠프 간 조정 역할을 하는 부문 주관기관이 있을 수 있다. 난민 상황에서는 

캠프 조정 역할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임무에 포함된다. 

캠프 관리 기관과 캠프 조정 기관 간의 관계의 질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캠프 대응의 

전체 역량에 있어 중심 요소이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격차와 중복을 추적하는 것은 정보 관리 

시스템과 도구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캠프 관리 기관, 캠프 코디네이터 및/또는 부문 주관

기관에 의존한다. 이들 간의 조정은 이상적으로는 합동 조사와 계획 수립과 함께 시작한다. 그

렇지만 현실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나 캠프 코디네이터 중 먼저 도착하는 관계자가 조정을 

시작하고, 이들 모두가 수립되었을 때는 조정 시스템, 메커니즘 및 도구가 이미 부분적으로 마

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정보 필요

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캠프 조정 기관의 역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장을 참조하시오.

▶▶ 정보 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제5장을 참조하시오.

 

 리더쉽 문제(The Question of Leadership)

효과적인 조정은 리더쉽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캠프 수준에서의 조정에서 지도자 역할

을 하는 것에는 각 기관이 책임을 갖도록 하고, 마련된 조정 시스템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신뢰성은 모든 파트너로부터의 지지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의 가장 어

려운 도전과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조정 아이디어를 지지하지만, 실제

로는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거나 비판받기를 원

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지도자는 반드시 요청/허가 형태로 주도할 권한을 부여받

아야 한다. 여기에는 합의된 조정 의제에 명시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을 조정하

고 참여시키도록 허가하는 모든 파트너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리더쉽이 정당성과 책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드백, 불만 제기 및 변화의 

여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조정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조정을 찾

는 사람들의 필요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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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공유하는 포럼으로 보여질 수 있다. 현지 및 국제 전문지식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활

용되어야 한다. 

! 다양성의 존중은 필수적이다.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항상 모든 집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들의 존중과 이해를 위해 실행하고 지지해야 한다. 

! 모니터링, 조정(adapting) 그리고 평가는 변화와 과정 모니터링, 평가하고 반영된 조정에

서의 성취, 그리고 도전과제 파악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고 향후 필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조정에서 과정은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정 과정은 아래에 정리된 조정 사이클의 유형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조정 사이클은 캠

프 내에서 수집된 어떤 자료가 격차를 파악하고, 개입 활동을 계획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지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도표의 각 화살표에 대한 질문은 자료 수집, 처리 및 분석 사

이클을 거쳐, 정보 공유 및 합동 기획에서 프로젝트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한 가지 활동

에서 다음 활동으로 이어진다. 본 도표는 부문별 특화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캠프 관리 기관의 

접근법을 알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조사와 데이터 수집
1단계

정보와
조정 사이클

합동 기획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정보 공유

평가

실행과 모니터링

현재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격차가 있는가?

누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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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한 정보를 이해시키고 모순되는 메시

지를 전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투명하고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캠프 관리 기

관이 전달한 메시지는 의도하였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의 이해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정보에의 접근권은 불가결한 필요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분쟁, 위기 그리고 혼

돈의 시기에는 선택한 접근법을 뒷받침하는 “Do No Harm 원칙”을 사용하여 정보를 조

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명확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적인 의제들 가운데서 캠프 관리 기관

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캠프 관리의 목표에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캠프 관리 기관의 개입과 목표는 SMART 해야 한다: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고(Achievable), 적절하고(Relevant), 기한이 

정해져야(Time bound) 한다.

! 합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출된 합의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도록 시간을 들여

야 한다. 합의가 이뤄진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과, 책임 그리고 기간에 대해 서로 상기

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회의록, 양해각서, 계획서, 지침 및 보고서와 같은 문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모두에게 합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관리 가능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보급되어

야 한다.

! 진전을 이루는 데는 단계들이 작다고 할지라도 일이 진행되도록 결정을 내리고 합의를 지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필요나 상황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유동성과 열린 반영이 요

구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전에는 시간, 인내심 그리고 독창성이 필요하다. 진척되

지 않을 때는 해결책과 타협안이 필요하다. 

! 항상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문제 해결 및 기술 문제에 봉착

했을 때 캠프 관리 기관은 전체 윤곽과 큰 그림 및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지

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WASH 문제에 대한 해결책 조정에는 

보호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가 있다. 

! 전문지식을 관리 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지만, 전문지식은 없는’ 역할

에 익숙한 캠프 관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캠프 내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들의 활동을 이해하

기 위하여 충분한 부문별 특화 지식을 갖춘 팀을 구축하고, 이상적으로는 범분야적 전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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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조정과 관련한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고 잘 알려져 있다.

 캠프 대응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위해 존경받고 정당한 효과적인 리더쉽이 존재한다.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그 혜택에 대 ‘동의(buy-in)’하고 인지한다.

 캠프 관리 기관이 촉진하고 유지하려는 파트너쉽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해 포용적이

고 투명한 자세가 갖춰져 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명확하다: 역할, 책임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졌다. 

 공통의 합의된 조정 도구(tools)가 존재한다. 

 직원들은 제공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하도록 이와 같은 조정 도구의 사용법에 대

해 훈련받는다.

 조정 메커니즘이 잘 계획되었고, 다양하며, 목적에 부합한다. 

 조정 메커니즘이 잘 홍보되었다.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주

요 이해관계자들이 대변되고 있다.

 중앙/현지 정부 당국이 조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조정 포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피드백과 불만 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외국에서 온 직원들과 내국인들이 혼합된 포럼에서는 언어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캠프 생활에 대한 신뢰할만하고, 관련 있으며, 업데이트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다.

 다양한 임무와 역량에 따라 상호보완성을 추구하는 합동 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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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연구 (가정) - 정보와 조정 사이클 활용 

1단계  Y라는 국가에 있는 캠프들에서, 공중위생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관찰되었

다. 캠프 X에서는 캠프 내에서의 화장실 수와 현황 그리고 화장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2단계  해당 자료는 처리되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

3단계  캠프 코디네이터, 당국, 그리고 캠프 관리 기관에 배포되었다. 캠프 수준에서는 

WASH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이 두 개 있다. 또한, WASH 위원회도 있다. 

4단계  캠프 코디네이터(Camp Coordinator)가 몇몇 캠프의 공중위생 시설을 개선하

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캠프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열리는 조정 포럼에서 정보 공유를 통하여 … (5단계로)

5단계  (UNHCR WASH 기준을 척도로 활용하여 임무와 역량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화장실 수리와 추가 시설의 건설을 위한 합동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당국은 가득 찬 

오수 정화조를 퍼내기 위해 월 1회 시의회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한편 캠프 

X의 캠프 관리 위원회는 WASH 위원회와 2개 WASH NGO의 대표들과 긴밀하게 협

력하여 ‘청결과 개인위생 프로젝트(Cleanliness and Hygiene Project)’를 만들었다. 

본 프로젝트에는 화장실 점검과 청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번제를 만들었고, 

아동에게는 손 씻기 강조와 함께 시설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6단계  이와 같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캠프 코디네이터와 합의하여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고, 2개월간 캠프 관리팀이 진척 상황을 모니

터링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7단계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상황이 평가된다. 성과물은 기록하고, 도전과제는 

처리하고, 어떤 자료를 향후 개입에 전달해야 하는지를 포함한 새로운 실행 계획을 수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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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은 정보 채널을 용이하게 하고, 캠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캠프 거주민과 캠프 밖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필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수용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 보호 기관들, 국가 당국 그리고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이나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과 같은 캠프 간 조정 기구가 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

관은 모든 해당 관계자에 관한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정보의 지휘권과 윤곽을 가져야 하며, 항

시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 유지를 염두에 두면서 정보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조정 포럼을 통

하여 보급한다.

정보 관리는 캠프 관리기관의 핵심 업무이며 등록 및 조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등록을 통

한 캠프 주민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자료 수집은 정보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캠프 내 주민과 그들의 필요에 대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들에 고지된다.

▶▶ 조정 및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4장과 제9장을 참조하시오.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과 캠프 내 생활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은 캠프 관리 기관이 원조 공급에

서의 격차를 파악하고, 지원과 보호 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정된 또는 추가의 적절

한 지원을 옹호하게끔 한다. 캠프 생활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캠프 기준이 유지되며 이재민

들의 권리가 옹호되기 위해 캠프 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조정의 필수 요소가 된다.

 정보 관리와 조정

정보가 공유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회의나 합동 기획 회의와 같은 시

스템과 포럼은, 캠프 관리 기관의 두 가지 핵심 활동인 정보 관리와 효과적인 조정간의 

접점이다.

또한, 정보 관리에는 캠프 주민에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

고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수반된다. 정보로의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캠

프 관리 기관은 캠프 주민에게 책임지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피드백과 후속 조치 체계 등이 포함된다. 정보 관리에는 과정, 활

주요 메시지

 ▶ 국제 기술 기준(Sphere/UNHCR)에 준거하는 정확하고 연관된 최신 정보는 효과적인 

캠프 대응 활동의 기반이 되는 토대이다. 모범 사례는 모든 관계기관이 캠프의 동일한 기

준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실제 의사 결정의 필요와 정보의 공유 및 보급을 토

대로 정보 관리 시스템이 올바르게 기획되도록 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 수집, 분석 및 보급의 책임이 있다. 이 정보는 캠프 내에서는 효

과적인 조정 활동을 위한 근거가 되며, 외부적으로는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그리고 국가 당국이 수행하는 캠프 간 조정 및 모니터링 활동의 일부가 된다.

 ▶ 정보 관리에는 캠프 인구와 캠프 내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료 수집 활동이 수반

된다. 이에는 구분된 인구학적 정보 수집과 조정 및 참여에 대한 범분야적 주제를 포함한 

분야 전반에 걸쳐 기준과 지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포함된다.

 ▶ 캠프 수준의 정보는 국가 차원의 정보 관리 전략에 따라 수집, 분석, 보급되어야 한다. 시

스템과 도구를 공유하는 것은 정보가 연관성이 있고 다양한 관계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적절하게 수집되어 관리된 자료는 캠프 내 및 캠프 간 지원과 보호활동의 더 

높고 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며, 조기 복구 및 개발 계획 수립에도 

공헌할 수 있다.

 ▶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신뢰할 만한 절차에 따라 캠프 거주민을 참여시키고 캠프 주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캠프 수준의 정보 관리 시 모범 사례의 핵심이다. 이에는 민감한 자료

와 정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며 기밀 유지, 사생활 보호 그리고 보안 유지의 원

칙을 토대로 항시 이재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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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기준(Standards)’과 ‘지표(Indicators)’에 관한 유의사항

‘기준’과 ‘지표’라는 용어는 Sphere와 UNHCR에서는 약간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Sphere 핸드북에서 ’기준’은 질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준’은 모든 운영 

환경에서 올바르고 적용 가능한 표현인 성명서이다. “주요 지표”는 정량적이며, “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나 신호로서 기능”을 한다. 각각의 “기준”에는 각기 다른 정황들에서

의 실행을 지지하기 위한 “주요 지표”와 “지침사항”’이 있다. 

UNHCR Operations의 기준의 체계적인 사용을 위한 실무 지침(Practical Guide 

to the Systematic Use of Standards)에서, UNHCR은 기준을 “난민이나 대상자

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칙

(specific fixed point) 또는 다양한 척도(지표)로 정의하고 있다.” 지표는 환경에서 발

생하는 변수에 대응하는 다른 점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척도이

다. 다시 말해 지표는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캠프 관리 기관의 정보 관리에는 무엇이 수반되는가?

정보 관리는 다음의 활동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 서비스 제공자, 캠프 지도층과 위원회를 포함한 캠프 인구, 수용 인구, 현장 당국(on-site 

authorities)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찰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캠프 수준에서의 자료 

수집

! 캠프 주민의 필요와 권리와 관련한 캠프 내 보호와 지원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 

! 관련 기관,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의 격차 등 전반적인 캠프 대응 활동의 집대성과 분석을 

위하여 캠프 거주민, 수용 인구, 서비스 제공자,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국가 당국, 그리

고 CCCM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는 곳에서는 캠프 행정(Camp Administration)에 정보 

보급

동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 수준, 권리 그리고 서비스와 지원 제공에 대해 타인이 내린 결정 대

한 정보를 캠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일부에는 캠프 주민에게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떤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활용되며, 그 결과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활동이 들어있다.

정보 관리 활동의 모범 사례에는 나아가 캠프 주민이 참여하고 정보 교환에 공헌하도록 하는 

포럼과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초점 집단(focus group), 

인터뷰, 미팅 회의 그리고 불만 신고 절차와 같은 참여형 평가 방법을 통해 캠프 주민의 의견

이 반영되어 주민의 필요, 기대하는 바, 피드백 또는 질문들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 관리는 왜 중요한가

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확실한 정보 관리는 관련된 관계자들이 동일하거

나 보충적인 성격의 관련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와 기준 자료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비상사태 동안에 적절하게 수집되고 관리된 자료는 조기 복구, 복구 및 

후속 개발 그리고 재난 대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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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 관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정보 관리에서의 모범 사

례에 포함된 원칙과 절차를 알고, 캠프 수준 및 외부에서 수반된 사안,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정보 관리 전문가가 개발했을 수

도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 가능성, 상호 운영성, 관련성, 

시기 적절성 및 기밀 유지가 보장되도록 다양한 관계 기관들로부터 이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료와 정보 수집

캠프에 대한 어떤 자료와 정보가 필요한가? 

새로운 정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정보에 대한 목록작성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

다.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정보 수집 시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캠프 주민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캠프 대응 활동에서 기관들과 부문/클러스터 파트너들 간에 이와 같

은 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다음 정보가 캠프 수준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캠프 관리 기관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효과

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해야 한다.

! 가족과 개인에 관한 등록 자료: 이 자료에는 나이, 성별 및 보호 필요와 더불어 총 캠프 주

민 수와 그들의 지위(난민/국내이재민/무국적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이 모

든 상황에서 등록과 프로파일링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자료의 업데이트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 가장 취약한 집단과 개인, 그리고 아동, 여성, 연장자, 병자, 장애인, 전 전투원, HIV/AIDS 

감염자 등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에 대한 정보 

! 서비스, 기준 그리고 캠프 내 활동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물과 공중위생, 쉘터, 식량, 비식량

물품, 보건, 교육, 생계 및 여성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보호 활

동, 그리고 배급 및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와 같은 주요 부문이 포함될 수 있다.

! 법과 질서 위반, 캠프 무장화, 이동의 자유 제한, 성차별 폭력 또는 안보 지표의 변동 등의 

캠프 안보 위반 사건과 직원 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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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최소화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의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캠프 주민에게 돌아가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담당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기술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리스크 분석을 수행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에 수반된 리스크 수준이 다르므로 

캠프 관리 기관들은 다른 운영 기관들과 협력하여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따

라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2. 절차에 대한 의견 일치: 해당 기관들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수집, 데이터 입력, 
저장, 접근, 검색 및 보급에 대한 프로토콜(protocol)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어떤 정

보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정보 관리 - 현장의 목소리

“CCCM과 보호 클러스터가 모두 활성화된 우간다 국내이재민 캠프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보호 사안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호 관련 우려 사항 중 하나는 강

간, 성적 모욕 및 학대와 같은 성차별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이다. 국

내이재민 커뮤니티와 보호 위원회 및 여성 단체 출신의 캠프 기반 프로젝트 자원 봉사

자들이 생존자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는 클러스터 주관기관이 개발한 사

건 양식을 활용하여 수집된다. 완성된 양식은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취합하는 

캠프 관리 기관의 본부(main office)로 보낸다.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들에 후속조치

가 요구되는 개별 사건의 참조용으로 복사본을 보낸다.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암호를 

사용하여 생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이 클러

스터 월간 통계 및 기술 보고서(monthly statistical and narrative report)를 클러스

터 주관기관에 보내면, 그 보고서는 클러스터 내부 및 클러스터 간에 공유된다. 또한, 캠

프 관리 기관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보고서를 공유한

다. 파악된 인도적 격차와 관련된 자료는 당국, 모든 관련 기관 및 클러스터, 그리고 해

당 지구(district)와 공유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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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경험 사례(Lessons Learned from the Field)

정보 사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료 수집은 인도적 개입활동이 아니다. 자료가 인

도적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수집하는 각각의 자료에는 목적과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자료에 대한 목적이나 사용처가 없다면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된 자료 취합 양식을 사용하라.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어

떤 양식으로 수집되어야 하는지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자료는 관리할 수 없도록 

길어지지 말아야 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한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질

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정보 관리에 대해 훈련을 해라.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정보 관리와 자료 수집에 대한 

훈련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훈련에 투자하지 못하면 이는 자료의 질 및 인도적 

대응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없는 오류를 낳는다.

자료 수집에서의 도전과제

다음은 캠프 수준에서 자료 수집을 계획 시 유의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 반드시 기준과 지표가 명확해야 한다. 정량적이고 질적 지표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 

Sphere 및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 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기준을 모니터링하

는 데 일괄적으로 사용되도록 캠프 간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숫자로 나타낸 데이터를 해석해주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숫자만 제공하는 것보다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포괄적이며 유용하다.

! 자료 수집 양식은 반드시 잘 설계되어 현장에서 시험 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 양식은 구체

적이고, 명확하며, 관련 정보를 획득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양식의 현

장 시험(field testing)은 관찰지, 질문지, 인터뷰 또는 토론을 위한 주요 질문들에 대해 수

행되며, 반드시 정확하고 관련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설계된 자료 수집 양식이 조정

되거나 미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 수집자들이 정보 수집 양식을 사용 시 용이

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 문제와 통역/번역에 대해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료 수집 양식이 캠프에서 사용되도록 통역/번역될 때 주요 메시지가 누락되거나 주요 메시

지의 초점이 변경되기 쉽기 때문이다.

148  캠프 관리 툴킷 | 제5장 정보 관리

! 캠프 관리의 절차와 체계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리더쉽, 대표성 및 참여의 수준; 

조정 포럼 및 메커니즘; 의뢰 체계와 절차 그리고 책무성의 수준과 환경적 우려 사항이다. 

젠더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와 같은 범분야적 사안도 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캠프 기반시설 상태 - 도로, 인도, 공동 건물, 보건소, 학교, 배급 장소, 화장실, 배수관, 상

수관, 전기선, 회의 장소 및 매장지를 포함한다.

!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누가 무엇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어떤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

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연락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위원회와 그룹에 속해 있고 이들의 회의

는 언제 주최되는가? 어떤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수

용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있는가? 어떠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가? 

▶▶ 조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4장을 참조하시오.

▶▶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9장을 참조하시오.

▶▶ 성차별 폭력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0장과 11장을 

참조하시오.

 현장의 목소리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캠프 라이프 사이클의 시점에 달려있다. 북부 우

간다의 일부 국내이재민들은 최대 20년 동안 캠프와 이재이주 상황에서 살아야 했으며, 

접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캠프별 등록 활동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유

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만이 국내이재민 등록이 가능했으

나 식량 배급만을 위한 목적이었다. 캠프 관리 기관들과 캠프 조정 기관은 2006년에서

야 활동을 시작했고 그때는 귀환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었다. 현재 캠프들이 아직 존재

하지만, 국내이재민들은 고향의 행정구 내에 위치한 귀환지로 이동하거나 심지어 자신

들의 출신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캠프에서의 적절한 등록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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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를 분석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

게 있다. 분석 부족의 이유는 종합적인 개요나 경향 분석에 적합하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은 질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인도적 활동의 공통 현상인 정보 수집의 의도된 

목적과 원하는 결과를 둘러싼 명확성이 부족한 결과이다. 심지어 정량적인 정보가 수집

될 때에도 임시 계획 수립과 정보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실질적인 연관성과 수집되

는 자료의 신뢰성을 제한할 수 있다.

! 자료 수집 피로(data collection fatigue)는 매우 위험하다. 커뮤니티나 커뮤니티 내 집단

은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각기 다른 기관들과 직원들의 질문 세례, 인터뷰 및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는 종종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

들의 생활을 귀찮게 침범하고, 사생활을 무례하게 침해함에도 이에 대한 피드백, 후속 조치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피로와 분노는 종종 부정확한 정보, 거짓

말, 과장 또는 협조 거부로 이어진다. 이는 분명히 수집되는 자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특히 캠프 주민이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자신들의 응답에 따라 달라진

다고 믿는 경우라면 부정확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전과제 중 일부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자료 수집량과 대상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관

련 기관들이 이를 의무화하도록 공조하여 커뮤니티에 항상 왜 자료가 수집되고, 수집된 자

료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커뮤니티 주민이 후속 조치로써 무엇을 기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주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캠프 주민들의 개별 사례가 후속 조치를 위해 위탁될지 아니면 수집된 자료

가 옹호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상적인 접

근법을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대응 역량을 인지하고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

 기대치 관리 - 현장의 목소리

“캠프 관리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이지 않

은 기대치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에게 분

명하게 이야기를 해두었다. 우리는 사례를 추천하지만 모든 추천된 사례에 대한 조

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프로젝

트는 단순히 다른 기관들에게 사례를 위탁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다른 기관들에

게 피드백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후속조치를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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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의 역량과 청렴성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

에 정보수집자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

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직원은 어떻게 하는가? 정보 제공자가 정

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은 어떻게 하는가? 직원은 검

증과 교차 확인을 할 수 있는가? 직원은 정보를 읽을 수 있게/분명히 그리고 완전하게 기

록하는가? 직원은 재차 확인하고 재차 수를 세기 위해 동료를 활용하는가? 직원이 확실하

지 않다고 느낄 때 조언을 구하는가? 자료 수집 직원 교육, 이들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

터링 그리고 수집한 결과를 임의 추출하여 일관성 있고 타당한지를 시험하는 것은 가치 있

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이다. 

!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같은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각

자의 프로젝트를 위한 각기 다르고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담당 

기관들이 바뀌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다

음에 기술된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1. 데이터 수집 피로(하부에서 논의)로부터 캠프 커뮤니티를 보호한다.

2. 유사한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 과부하를 감소시킨다.

3. 모든 중요한 자료가 격차 없이 취합되도록 한다. 

4. 상충하거나 모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5. 조정 포럼이 더욱 효과적이고 쉽게 관리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같은 목표를 향해 정

진할 수 있도록 한다.

6. 일부 담당 기관들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지 않는 경우 모든 사람의 

시간, 자산 그리고 직원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잘 일치된 자료 수집 체계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신뢰, 포괄성, 파트너

쉽 상호 지지 및 효율성의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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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주관기관은 부문/클러스터 전체의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생성하게 되는 데, 

이 정보에는 연락처 목록, 회의록, 데이터셋(dataset)과 캠프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필요/격차 분석이 포함된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역할: UNOCHA는 조정과 정보 관리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국내이재민 상황에서 그러하다. UNOCHA는 데

이터 처리의 상호 운용성(용이한 공유) 지원 활동을 하며 어떤 데이터셋(dataset)과 데

이터베이스가 호환성이 있는지를 통해 기준을 제안한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어디에

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지도 등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UNOCHA는 전반적 인도주의 상황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문서 목록과 나이와 성별에 따

라 구별된 인구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셋(dataset)의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OCHA의 

역할은 부문/클러스터를 가로질러 활동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수가 사용하는 공통의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OCHA의 목표는 부문/클러스터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부

문/클러스터 전체의 표준화된 필요/격차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많

은 부분은 캠프 수준에서 수집된 주요한 1차 자료로부터 나온다.

보안은 자료의 보관 및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암호 사용, 제한된 접근 

수준, 그리고 자료철 캐비닛이나 상자 파일과 같은 안전한 공간으로의 접근 관리를 통해 접근

하는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 기밀 서류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인 정보

를 제거하거나 익명성 보호를 위한 코드로 대체 한다. 정보의 보호 또는 대피나 철수 시 파기

에 관한 분명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 보급

생성된 통계와 보고서를 캠프 대응 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 캠프 관리 기관이 자

료를 캠프 주민, 수용 커뮤니티 주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국가 당국 및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에 보급해야 할 수도 있다.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조치도 취해질 수 없다

는 의미가 된다. 포괄적인 정보 공유는 캠프에서의 서비스와 지원 활동의 격차를 메우는 기초

가 된다. 그렇지만 정보의 포괄성은 반드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와 균형을 이루어 고려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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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캠프 주민에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소식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소식’이란 그들의 사례에 대한 후속 조

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이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를 생성하고,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캠프 주민 전체에 대한 수치 비교

를 하여, 도표와 그래프를 생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캠프에서 수집되는 주요 자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활용되어 서로 다른 서비스와 지원 제공 또는 다

른 수준의 옹호 활동에 그 자료가 제공된다. 각각의 정황은 특정하며 역할과 책임은 국내이재

민과 난민 운영 상황과 클러스터 접근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분석은 캠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캠프 관리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자료 수집과 저

장은 모든 다른 양식으로 수집된 자료가 취합되어 분석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와 같은 단계

가 수행되는 동안 자료는 표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도 있다. 또한, 자료가 유효하도록 이 

단계에서 교차 점검될 수도 있다.

자료의 입력과 분석은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자료 입력 및 보고 책임자/사원 또는 정보 관리 

책임자와 같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담당할 수 있

다. 분석에는 서비스나 지원 제공 활동에서 파악되는 차이에 대한 격차 분석이 포함된다. 그런 

후, 이와 같은 정보는 캠프 수준에서 그리고 옹호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더 광범위한 네트워

크와 공유된다. 

 부문/클러스터에 의한 분석: 상황에 따라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들은 정보의 

분석과 보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합의된 기준과 캠프 간 제공 활동이 일관성 있

게 이루어지고 체계와 과정이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되어 있도록 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클러스터 접근이 활성화되는 곳에서 세계 클러스터는 정보 관리 

전문가 지원을 요청받아 정보 관리의 운영지원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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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도적 관계 기관과 미디어는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목표

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캠프 관리 기관이나 캠프 내 다른 관계 기관들은 인도적 대응 

활동이나 캠프 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오히려 오해를 바로잡고 다양한 관계 기관들이 캠프 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리고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커뮤니티에 정보를 보급할 때는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지도자 수준에서 정보가 머물지 

않고 캠프 안의 모든 관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는 지도자들에 의해 권

력 또는 통제력을 보유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거나 특정한 정보의 조작이나 악용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적절한 포럼과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로의 정

보 흐름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캠프 주민에게 효과적인 정보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메커니즘이 사용되어야 한

다. 선택은 소통되는 메시지의 유형, 전달해야 하는 주민의 규모 및 프로필, 보호 시 고려사항 

그리고 캠프 내 존재하는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언어와 문맹률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한다. 보급 메커니즘에는 정보 게시판, 위원회 회의, 전단, 포스터, 인식 제고 워크샵, 라

디오 방송, 확성 장치(public address system), 가구 방문, 회의록 배포와 연극 행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 보호 고려사항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개선된 목표 보호와 지원 대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의 무책임한 처리는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고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

도록 만들 수 있다. 캠프 내 난민들 및 이재민들의 이익과 정보의 악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

기 위해 정보의 수집과 공유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고려되

어야 한다: 

! 어떤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정보가 필요한지를 유의해서 평

가한다: 특정한 보호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만이 수집되어야 한다. 

! 수집과 공유 활동이 특정한 보호 조치 대상이 되도록 특별히 민감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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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란 민감한 자료와 정보가 기밀로 다루어지고 공적 포럼(public forum)에서 공유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가 공유될 때에는 개인의 존엄성, 보호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인물의 신원이 전달되도록 선택적이며 익명으로 다루어져

야 한다. 개인 식별 가능한 자료의 보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을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정보는 캠프 관리 기관이 개별 사례와 우려 사례를 위탁하는 조정 포럼, 회의 그리고 위탁 메

커니즘을 통해서 후속 조치에 책임이 있는 적절한 기관에 보급된다. 예를 들어, 아동 보호는 

UNICEF가 후속 조치 담당 기관이다.

보고서를 특화 부문에서 활동과 기준에 관한 통계와 설명을 제공하는 부문/클러스터 주관기

관에 보급한다. 격차, 중복, 우려 사항 및 권고 사항이 강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다

양한 관계 기관들의 임무와 역량을 고려하여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세우는 부문/클러스터 

조정 포럼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보 관리와 미디어

미디어는 위기 상황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도록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재이

주의 인도적 관점이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와 인도적 관계 기관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협력자로 봐야 한다. 그러나 캠프 관

리 기관의 의무는 캠프 내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캠프로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하며 

캠프 주민과 직원의 인터뷰는 고지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미디어의 캠프 출입은 모든 미디어가 캠프 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규제를 

통해 미디어의 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위해 캠프 관리 기관 

또는 적절한 보호 또는 성차별 문제 해결 담당 기관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난 다음, 그 사람들을 저널리스트에게 소개하도록 한

다. 특히, 강간 등 정신적으로 쇼크가 심한 경험을 한 사람들 또는 영어, 불어와 같은 공

통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미디어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인터뷰 대

상자들이 혹사당하거나 여러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상

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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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 국가 당국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화살표는 어

떻게 정보가 캠프 관리 기관을 통해 캠프 주민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주민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취득하거나 캠프를 직접 관찰하는 것(예. 보어 홀(borehole) 검사 

또는 초점 집단 토론 준비)을 “1차 자료 수집(primary data collection)”이라고 한다. 1차 자

료 수집은 캠프 서비스 제공자와 캠프 관리 기관이 수행한다. 

이미 자료를 수집한 서로 다른 인도적 관계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것과 그런 후 수집

한 자료를 새로운 분석 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대조하거나 결합하는 것은 “2차 자료 수집”

이다. 캠프 조정 기관 또는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은 캠프 관리 기관들이 앞서 취합한 자료를 

수집한다. 

만약 국가 당국, OCHA 또는 기부자들이 자료가 더 필요할 경우, 자료는 반드시 출처(캠프)에

서 수집되어야 한다. 처음 자료 수집 시 캠프 관계자들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무엇을 수집해야 하고, 누가 그 자료를 수집하며, 얼마나 자주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데이터 체인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체인

캠프
커뮤니티

캠프
관리 기관

부문 / 클러스터
 

주관 기관
UNOCHA

기부자

국가
당국

캠프에 피드
백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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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개인의 안위와 사생활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보호 우려에 

민감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인도적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정보가 왜 공유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의한다: 결정된 보호 목적을 위해서 관련 정보만 공유되어야 한다. 

! 체계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자료 공유 합의가 기관 간에 마무리되도록 권장한다. 

!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공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는 자료 수집 시기에 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 

!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데이터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잠긴 방, 파일 백업, 암호 및 민감한 자료로의 접근 제한 등과 같은 방법이 포함된다. 

 Do No Harm 원칙과 기밀 유지 - 현장의 목소리

우간다의 캠프 관리 기관이 자신들의 보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개요를 기술한 문서에

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별 인터뷰와 초점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s)에서는 가장 취약한 개인

들, 협의에서 자주 제외되는 개인과 집단들 그리고 여성, 아동, 빈곤 가정, 소수민 집단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정보가 기록될 때 각각의 단

계에서 정보의 기밀 유지가 보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생존자와 증인들의 신분에 대한 기

밀 유지가 포함된다. 암호화된 언어와 비밀번호의 사용 그리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

는 문서를 이 사람들에 대한 사실과 분리하여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은 수집된 정

보의 기밀이 유지되도록 채택된 조치의 일부이다. 문서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유엔난민

기구로 옮겨져 안전한 기록보관이 이루어진다. 캠프 관리 기관은 그 파일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팀은 2주간의 훈련을 미리 받았으며, 훈련 내용에는 인터

뷰 기법과 ‘Do No Harm’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모니터링 팀은 빈번하게 열리는 재교

육 워크샵에 참가하여 생존자와 커뮤니티의 안전과 존엄성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캠

프 관리 기관과 캠프 조정 기관의 임무는 현지 당국과의 정기적인 의식 고취 세미나에

서 유포된다.”

데이터 체인

오른쪽의 이미지는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보급되는지를 표현한 것이다. 캠프 환경에서의 서

비스와 지원 수준을 모니터하고 증진하기 위한 자료의 활용은 해당 주민으로부터 캠프 관리 기

관을 통해 연결하여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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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자료 취합의 예시

이해관계자 프로그래밍 결정사항 필요한 자료

교육 서비스 제공자

& 캠프 관리 기관

캠프의 각 구역에서의 물 배급 격차

분석; 새로운 보어 홀(borehole)이나 

우물을 팔 장소 결정 

캠프 내 각 보어 홀과 우물의 위치,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상태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캠프 조정 기관 또는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 

각 캠프를 위한 물 예산 할당; 

캠프 간 물 배급 격차 분석 

각 캠프에 대한 종합 급수 자료

OCHA/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기타 

부문/클러스터

물의 이용 가능성 기타 부문별 

지표의 관계 (예. 보호 및 보건 자료)

특정 지구(district) 내 모든

캠프의 급수 (예)

참조: 상기 기술된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급수 자료 공유와 의사결정은 업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들기

자료 수집이 충분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캠프의 현재 정황에 의미 있고 연관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물자가 사용 가능한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비스

를 받았는지 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수치들은 전체 캠프 주민의 광범위

한 정황에서 준비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계산에는 “분자(numerator)”와 “분모(denominator)”라는 두 가지 수학 용

어가 사용된다. 많은 경우에, 캠프 전체 주민과 관련된 수치들은 “분모”로 사용된다. 캠

프 내 화장실 한 개 당 사람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캠프 주민이 “분모”로 사용

되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수(“분자”)로 나눈다. 캠프 학교의 순 취학률(net enrolment 

rate)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캠프 학교에 등록한 취학 연령 아동 수(“분자”)를 캠프 내 

취학 연령의 전체 아동 수(“분모”)와 비교한다. 캠프 학교에 등록한 아동 수와 성인을 포

함한 전체 인구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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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체인 안의 링크는 특정한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 당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다

른 경우에는 캠프 커뮤니티가 국가 당국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다양한 자료 수집 목표를 위한 자료 취합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각기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대

체로 해당 주민과 가장 가까운 담당자들인 서비스 제공자와 캠프 관리 기관들은 가장 자세한 정

보가 필요하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통합 자료와 자

료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아래의 표는 CCCM 클러스터 접근 활동의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할 

수 있는 대조되는 정보의 두 가지 예시이다. 열을 따라 내려갈수록 개별 캠프로부터 요구되는 

자료의 양이 감소하고 자료가 커버하는 범위의 지리적 범위는 증가한다. 

아래 표 정보 박스에는 분모의 의미, 분류된 기준 자료(baseline data)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

는 중요성과 연관성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 자료 취합의 예시

이해관계자 프로그래밍 결정사항 필요한 정보

교육 서비스 제공자

& 캠프 관리 기관

학교의 각 학년을 위한 교사 채용;

책상과 책 구매를 위한 예산 할당;

특정 캠프에 대한 학교 출석 

격차 분석

캠프 내 각 학교의 학년별 

소년과 소녀의 학교 출석 자료 

캠프 조정 기관 또는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 

각 캠프에 대한 교육 예산 할당;

캠프 간 학교 출석 격차 분석

각 캠프의 학교 출석 자료 

OCHA/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기타 

부문/클러스터

학교 출석과 기타 부문별 지표의 

관계 (예. 아동 보호 및 보건 자료) 

특정 지구(district) 내 모든 캠프의 

학교 출석 자료 

참조: 상기 기술된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교육 자료 공유와 의사결정은 업무마다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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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주민은 자신들의 기밀이 유지될 권리와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

되며, 어떤 피드백과 후속 조치를 기대해야 할지에 대해 알 권리를 고지받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에 대한 격차 분석을 작성하기 위해 취합된 1차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자료의 추가 분석을 위해 보안과 기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 부문/

클러스터 주관기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그리고 국가 당국을 포함하는 기타 이해관

계자들에게도 보급한다.

  개별 사례의 위탁을 목적으로, 적절한 보호 대응 활동을 지지하고, 서비스와 지원 제공

에서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보를 조정 포럼에서 사용한다. 

 자료의 보안과 기밀을 보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문서와 사건 보

고서는 필요시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쳐 쓴다. 

 캠프 커뮤니티가 정보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있다. 캠프 커뮤니티는 캠프 내 생

활 수준, 서비스와 지원을 적절하게 받을 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령한다.

 캠프 내 정보 보급 메커니즘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며,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문맹

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캠프 인구에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캠프 주민에 대한 정보를 신중하게 수집, 분석, 저장, 보급한다. 정보가 이재민들의 권리

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분별력 있게 정보를 공유한다. 항시 이재민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시한다. 

 캠프 내 정보 관리 시스템이 모니터 및 평가되고 있으며, 캠프 관리 기관이 피드백을 기

반으로 개선을 위한 변화에 개방적이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보 관리 전문지식이 활용되었다.

 정확한 기준 자료와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 캠프 인구수

가 존재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캠프 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

 정보 관리 시스템은 잘 기획되었고 분명한 의사 결정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확하고 관련 있는 최신 정보가 캠프 대응 활동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의 기반이 된다.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정보 목록이 취합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 서비스와 지원의 수준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서식은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테스트 

되었다. 

 프로파일링 양식에는 부문별로 특화된 개입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확하고 합의된 

기준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직원은 캠프 내 효과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자료 수집 양식의 사용에 대

해 훈련을 받았다.

 캠프 거버넌스, 참여 수준, 조정, 안전 및 보안 사안 그리고 정기 회의와 캠프 내 새로운 

계획(initiative)에 관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캠프에서 활동 중인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들의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중복, 정보 과부하 그리고 자료 수집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누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지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조정 활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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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management capacity inventory form from Sri Lanka

! ‘‘Standards vs. Actual assistance’’ matrix from Jembe camp

! Transitional Settlement Monitoring Mechanism form from Indonesia

! Terms of Reference for focus group discussion (sample)

! UNHCR, 2006. The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www.reliefweb.int/rw/lib.nsf/db900SID/LGEL-5G8F5Q/$FILE/ifrc-Toolboxoct 

96.pdf?Open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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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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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 map (sample in Excel) from Darfur, Su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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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환경에 대한 우려는 모든 캠프의 특징이며, 부지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책임감 있게 캠프를 폐

쇄한 이후까지 고려해야 한다. 토양 침식과 자연 식생 피복의 손실은 가장 흔하고 가시적인 환

경적 영향 중 일부이다.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과 같은 다른 문제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과 규모는 물리적 위치와 운영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캠프 운영의 다양한 단계에서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캠프 

관리 기간이 활동하는 특정 정황에 맞게 기존의 도구와 모범 사례를 응용하기 위한 조심스러

운 분석이 필요하다.

한 부지를 캠프의 임시 배치 장소로 고려하는 즉시, 그리고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확실히 전에 환경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부지 옵션을 볼 때 선택하는 부지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캠프는 캠프 기반시설과 자원의 잠재

적인 현지 채취 때문에 집중적인 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캠프

는 덜 집중적인 손상을 초래하지만, 더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2007년 

판 긴급상황에 관한 UNHCR 편람(UNHCR Handbook for Emergencies 2007)』에서는 

부분적으로 환경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캠프 간의 간격을 도보로 1시간 거리로 떨어뜨리고, 

한 부지의 최대 크기를 최대 2만 명 규모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완전한 환경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또는 시간이 귀할 때의 초기의 신속한 환경 평가에 

대한 지침이 UNHCR과 Care International이 2005에 편찬한 『FRAME Toolkit』의

TOOLKIT CD에 포함되어 있다.

항상 실용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치료 전 예방(prevention before cure)’ 원칙은 지도법으로

서 캠프 내 모든 환경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대안 없이 쉘터를 짓기 위한 어

린나무를 벌채하거나,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 풀이나 나뭇잎을 모으고, 또는 난방과 취사를 위

해 나뭇가지를 모으기 때문에 비상사태 동안 물리적 환경에 대해 발생하는 수요는 특히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조기 복구 또는 환경 복구를 위한 방법을 시작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여 

고려하고 계획 수립해야 한다.

주요 메시지

 ▶ 기존의 천연자원은 캠프 내와 주변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야 한다. 캠프 수명이 유지되는 내내 캠프 관리 기관은 취약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생태계

와 천연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캠프 안과 그 주변에서 자연 식생(natural vegetation)을 

가능한 최대로 보호하는 것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더

욱 효과적이다.

 ▶ 자연환경은 경제적 지원의 공통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수용 커뮤니티와 

캠프 커뮤니티 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수용 커뮤니티는 환경과 연관된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수용 커뮤니티는 식목, 인식 제고, 연료 효율성이 높은 스토

브 및 개선된 가축 사육과 같은 일부 환경 지원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최종 선택 전에 각각의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환경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환경 평가는 인도적 우선순위가 해결된 나중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 캠프 환경과 주변 경관은 중요한 환경적 그리고 관련된 생계 및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환경 행동 계획(Community-based Environmental Action Plan, 

CEAP)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CEAP는 또한 환경을 파괴하거나 수용 커뮤니티의 웰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떤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 역시 캠프 경관의 독특한 필요에 최대한 환경적 대응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CEAP는 또한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 식생 피복(vegetation cover)의 회복과 같이 환경에 미치는 가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해결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안의 예로는 지하수 자원의 과도

한 사용이나 현지 환경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이 있다.

 ▶ 캠프 관리 기관은 환경 지침을 각각의 상황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수용 커뮤니티와 캠

프 커뮤니티의 대표들로 구성된) 환경 위원회의 설립은 이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러한 위원회들에 이재민 캠프 인구 및 환경과 관련한 다른 상황

에서 배우고 기록한 경험들을 잘 요약해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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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부 당국과 함께 최대한 조속히 캠프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 많은 정부 기관들은 이전에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 문제를 다뤄본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들을 환경 관리에 대한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캠프 폐쇄와 재건을 계획하기 훨씬 전에 당국과 잘 협의한다.

▶▶ 캠프 기획과 폐쇄 그리고 재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책임감 있는 실무? - 현장의 목소리

“이동팀을 가지고 운영하며 최대 50개의 작은 부지를 모니터링하는 캠프 관리 기관

이 공중위생 시설 유지보수와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화장실을 퍼

내는 펌프가 달린 ‘배수로 흡입기(gully sucker)’라는 청소 트럭의 수의 계약(private 

contracting)이 포함되었다. 트럭의 오물은 농부의 허락을 받아 캠프에서 멀리 떨어진 사

용하지 않는 토지에 책임감 있게 폐기하도록 시간이 투자되었다. 계획한 대로 몇 주 후에 

시 의회가 운영을 맡아 정부 자원을 활용하여 부지 내 화장실들을 퍼냈다. 그런데 이 ‘배수

로 흡입기(gully sucker)’가 캠프에서 가까운 해변이 보이는 절벽 끝에서 바다로 트럭에 

실은 내용물들을 쏟아 붓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문제는 현지 당국과 논의되었다.”

환경 담당 직원

캠프 관리 기관이 기관 소속의 상근 환경 전문가를 두는 것이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임이 최소한 한 명의 책임자(focal person)에게 위임되어 담당자가 환경 관리에 대한 훈련

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담당자는 UNHCR의 『환경 지침』과 본 장의 툴 부분에 기술되어 있

는 것과 같은 기타 모범 사례 등 권장되는 핵심 환경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환경 업무 책임자(environmental focal person)는 또한: 

! 환경 위원회의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캠프 주민과 수용 커뮤니티의 대표

가 환경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환경 위원회에는 (보고 체계를 포함해) 구체적인 

ToR이 있어야 하며, 운영 시에는 천연자원의 사용과 관리를 관장하는 구체적인 캠프 또는 

마을 기반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

! 파트너와 동료들이 모든 기타 부문과 관련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책임자(focal 

point)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파악해야 한다.

역할과 책임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운영의 모든 단계 동안 환경적 문제들이 고려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환경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특별하게 지정된 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 관리와 

복구는 현지 당국, 인도적 이해관계자 또는 기부자의 최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특히 확실한 애드보커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 캠프 부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현지의 또는 전

통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 신성한 숲 또는 야생 동물 사냥과 같이 - 캠프 주변의 특정한 장

소에의 접근권을 모든 캠프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 존중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부

지별로 특정한 관심사가 포함된다. 

! 문제에 개입하여 현지 커뮤니티 출신의 대표들과 함께 적절한 분쟁 해결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천연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나무와 물 같은) 천연자원의 사용은 종종 

캠프 주민과 수용 커뮤니티 간의 분쟁 대상이 된다. 천연자원의 사용을 두고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다. 

! 자연과 캠프 주민 보호 사이의 연결성을 인지하도록 직원과 커뮤니티 지도자 또는 캠프위

원회를 훈련해야 한다. 취약한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땔감으

로 사용하는 나무를 모으거나 다른 가사 기능을 수행할 때 여성과 아동과 같은 집단을 파악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캠프 주민에게 캠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는 환경 및 자연보호활동

이 의미 있고 실용적이며 교육적인 방식으로 강조될 수 있는 인식 제고와 커뮤니티 전체에 

걸친 행사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기타 환경 기관 

현지 또는 국가 환경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은 나라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다. 어떤 국가에

는 별도의 환경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는 농업, 물 및/또는 천연자원과 같은 관련 주

제들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을 수 있다.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일하거나 직접 환경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캠프 관리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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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커뮤니티와 특별한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교 환

경 동아리에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환경 인식을 촉진하는 다른 방법이다. 

▶▶ 참여와 커뮤니티 연계에 대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경쟁은 캠프 내 아동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성공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아동들로 이루어진 팀(teams of litter 

monitors)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누가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집하는지를 겨루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 승자에게는 상이 돌아간다! 하지만 경쟁이 상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남

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쓰레기 더미가 의도적으로 캠프 전체에 흩뿌려지

지 않고, 다시 수거되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쉘터

목재, 풀 그리고 나뭇잎과 같은 천연자원이 가족의 쉘터 건설에 사용되는 곳에서 자재는 자주 

캠프 주변에서 수집된다. 현지의 자재를 사용하여 쉘터가 건축될 때 기본 쉘터 건축에 필요한 

나무의 평균 수량은 통상 평균 지름 5cm, 길이 80m의 곧은 목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목

재 대부분은 흰개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시트(plastic sheeting)와 같은 쉘터 자재 배포 전에 캠프 관리 기관은 자재 배포가 

지지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통나무들의 벌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결

국, 기관들은 피복재(covering materials)와 더불어 구조재(structural materials)도 함께 

배포하도록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지붕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풀과 나뭇잎은 특정한 채

취 철이 있다. 파종 시기 동안 나뭇잎을 따는 것은 향후 채취량을 감소시키지만, 다른 계절에 

나뭇잎을 채취하면 곤충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되어 자재의 수명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정황에 따라 목재 또한 썩거나 곤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자재가 유지 되게 하려

면 목재나 대나무는 보존(건조)하고 이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www.humanitariantimber.org에서 개발한 지침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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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원회를 위한 ToR의 예를 참조하시오.

모니터링

식목,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연료 효율성이 높은 스토브의 사용 촉진 및/또는 농촌지도

(agricultural extension)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는 자체적으로 

갖춘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 추출(water extraction), 폐기물 처리 또는 질병 매개체 통제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

결하는 활동들에도 주기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구 방문과 직접 관찰 역시 가정에서 스

토브와 같은 시설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니터링 보조 활동이다. 

환경 영향과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해 특히 조심

해야 한다: 

! 환경 계획이 국가 정책과 상충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효과적인 환경 관

리의 성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로 개입할 수 없거나, 인도적 

그리고 환경 기관들의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환경 보호 활동을 캠프 내 부문별 특화 개입 활동의 주류로 만드는 데에는 재정 자원 

및 인적 자원 그리고 참여형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계획된 기회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동원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주민이 환경 관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문

제에 대한 메시지와 지침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캠프 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같은 특별한 행사를 조직

! 캠프의 환경 관리 계획을 설계 시 캠프 전체의 커뮤니티 동원 활동을 포함 

! 캠프 부지 청소 또는 식목 캠페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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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판 Sphere Project는 “화장실 구덩이의 바닥은 최대한 지하수면 위로, 최

소한 지상으로부터 1.5m 거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거리는 균열 암

반 지역이나 석회암 지역에서는 늘어나야 하고 미세토 지역에서는 줄어들어야 한다. 배

변 시설(defecation system)의 오수 또는 유출이 반드시 지표수나 얕은 지하 수원 쪽

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 화장실 배치와 개인위생 촉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보건 교육, 환경 교육 그리고 개인위생 홍보 활동에는 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침식

특히 구릉 지역에 캠프촌이 설립된 곳에서는 식생 및 나무의 제거가 심각한 침식과 경사에 깊

은 틈이 발생하는 결과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캠프가 존재한 후, 주변 지역의 수용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더는 자신의 땅에서 경작할 수가 없어서 이주해야만 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안과 주변에서의 과도한 식생 피복 제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서 빗

물이 땅으로 신속하게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 저수지

(underground water reservoirs)가 보충되며 어떤 경우에는 물 부족과 주기적인 가뭄을 방

지할 수 있다. 

 침식은 특히 부지 공사에서 문제가 된다. 부지 정리, 중장비(불도저)를 사용한 터 고

르기를 피한다. 수작업 정리도 캠프 주민에게 소득을 제공하여 캠프 설치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캠프 설치와 폐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빗물 채취 

건조하거나 계절적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빗물 채취 방법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

다. 빗물 채취는 자주 간과되는 관행이면서 캠프 주민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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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나 아치형 천장에 사용하는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은 일부 환경에서, 특히 콘크리트나 철

재가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목재 대용품이 될 수 있다. 벽돌로 지은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더 강하며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 건축에 필요한 목

재의 양을 약 80% 감소시킨다. 그렇지만 올바른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진흙을 파내고 만들어진 구덩이는 되메우지 않는다면 물이 차서 말라리아를 전염시

키는 모기가 번식하는 연못이 될 수 있다. 

 벽돌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물구덩이 중 일부는 퇴비 구덩이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시 메워지지 않은 구덩이는 아동과 동물에게 위험하고 일부 습한 기후에서는 구덩이가 

모기와 같은 질병 매개체가 번식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캠프 관리 기관은 최대

한 빨리 구덩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현지 기후 조건이 바뀌기 전에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쉘터 자재가 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정되어 통제되는 채취 장소에서 엄선된 나무들만 자

르도록 조직해야 한다. 자재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채취하거나 

수집한 장소에서 조달된 자재여야 한다. 

▶▶ 쉘터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5장을 참조하시오.

물과 공중위생

물

물은 음용, 취사 그리고 개인위생에 안전해야 한다. 철저한 환경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샘

(springs)과 같은 기존의 수원이 다음에 기술된 사항들로부터 반드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 가축

! 화장실, 이상적으로 수원으로부터 30m 거리에 그리고 하류에 위치해야 함

! 세탁 및 목욕 구역 

! 매장지

! 폐기물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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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에너지

캠프 상황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영향은 주로 취사를 위한 땔감 수집이 주변 지

역에 미치는 피해이다. 동물의 배설물과 수확물 찌꺼기 같은 다른 천연자원들은 이재민들이 

흔히 취사, 난방 그리고 조명원으로 사용한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 환경은 서로 다를 수 있겠

지만, 평균 가정에서는 1~2kg에서 최대 4~5kg의 장작이 매일 취사용으로 필요하다. 다음

을 통해 음식 준비에 사용하는 천연자원의 양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연료 효율성이 좋은 스토브의 일상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그 스토브가 적절히 사용되었을 

때 요구되는 연료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연료 효율성이 좋은 스토

브가 캠프 환경에서 잘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현지에 장작 저장고가 필요하

다. 자유로운 나무 채취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연료 효율성 좋은 스토브 사용을 ‘인

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스토브 디자인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것을 유

지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 불에 태우기 전에 나무를 건조하고 쪼개는 습관과 취사가 끝난 후에는 불을 끄는 습관을 장

려한다.

! 식량 보급 기관(Food Pipeline Agency)과 전체 보다는 쪼갠 콩류를 배급하는 것에 대해 논

의하고, 캠프 커뮤니티가 콩이나 밀 시리얼 같은 단단한 식량을 물에 불리도록 권장한다. 

! 가정 집단 간에 취사를 공동으로 하도록 홍보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공

동 취사가 용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식량 배급이 식량의 제1의 원천이 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배제된다. 

고효율 취사시설의 활용은 일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술

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일부 관계있다. 일부 식량은 효율성이 좋은 스토브로 조리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 바구니를 약간 정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가정 또는 

커뮤니티와 식량 보급 기관(Food Pipeline Agency)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보강 혼합 식품 요리책(Fortified Blended Food Recipe 

Book)』을 참조하시오.

▶▶ 식량과 비식량물품 배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3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관리 기관은 장작과 같은 천연자원의 필요성과 가용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고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보급품을 보충하는 요

건과 방법을 아는 것은 더 나은 관리 체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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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의 수집과 보관은 호우가 내리는 시기에 캠프 주민의 물 공급을 상당히 보충해 줄 수 있으

며 오염된 물을 마시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형 저수지가 조성되지 않는 한, 수집한 물

의 양은 건기가 끝날 때까지 충분하지 않다. 비가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내리는 지역에서는 지

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으는 방법이 가장 성공적인 빗물 채취 방법이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음에 기술된 옵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깨끗한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은 단단한 표면으로 된 지붕으로부터 빗물을 채취하면 나뭇

잎, 풀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지상에 흐르고 있는 물을 가두어서 탱크나 컨테이너 같은 저장 시설 쪽으로 점차 흐르도록 

한다. 

! 적절한 빗물 채취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현지 혁신 활동을 장려한다.

공중위생

물의 가용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는 환경적 공중위생 문제이다.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고

려해야 한다:

! 화장실의 위치 및 유지보수 

! 사람들의 배설물 처리 

! 개인위생 촉진

! 배수관에서 나온 것을 포함하여 폐수 제거

! 고형 및 액체 폐기물 제거 - 의료 폐기물에서 포장재까지 다양

! 먼지 및 곤충, 설치류, 질병 매개체 및 기타 해충 통제

▶▶ 공중위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재활용 계획과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는 원예와 농사 이니셔티브와 관련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 유형을 썩는 쓰레기와 썩지 않는 쓰레기로 나누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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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관리 기관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통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할 방법을 협의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된 CEAP는 모든 캠프 부문에서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침식 지역

의 재건 그리고 재조림과 같은 개입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갖

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본 장의 툴(Tools)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UNHCR과 CARE international의 사례를 참

조하시오.

!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캠프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환경을 돌보고 보호하도록 준비시킨다. 

!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주요 문제를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 사람들이 과정과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주요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 핵심 사안과 파악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그리고/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구체

적으로 밝힌다. 

커뮤니티가 스스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계획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끼는 

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에 계획을 수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환경 재건

환경 재건은 반드시 해당 부지를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 재

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다. 좀 더 적절

한 방법은 캠프가 폐쇄되고 부지가 안전해지면 수용 커뮤니티가 해당 부지에 어떤 일이 발생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수용 커뮤니티는 부지가 과거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수용 커뮤니티에 더욱 유용한 다양한 옵션들을 알

려줌으로써, 캠프 관리 기관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제시할 일부 옵션은 다음

과 같다: 

! 시장 판매용 원예(market gardening)로부터 얻는 단기 수익에서 단단한 목재(hardwood) 

생산과 같은 장기 투자까지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

! 이전에 캠프였던 비어있는 부지를 그들의 합의된 규칙에 따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재화(goods)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종묘장(community plant nursery)

과 조림지(tree plantation)로 완전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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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캠프에서 가장 널리 에너지원으로써 사용하는 장작은 주로 주변 환경에서 

구한다. 어떤 환경에서는 장작의 높은 수요가 수용 커뮤니티와의 경쟁을 일으키기도 하

고, 이와 같은 상황은 분쟁 및 심각한 토지 황폐화(land degradation)를 낳는다.

에너지 절약은 환경 관리 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과 그와 관련된 인식제고 

캠페인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연료를 모으거나 구매할 수 없는 취약한 집단을 위해

서는 특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취사를 위한 다른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 

▶▶ UNHCR의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연료에서의 경험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f 

Experiences in Energy Conservation and Alternative Fuels)』을 참조하시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인도적 기관이나 현지 행정 기관이 조직한 무료의 장작 수집, 운송, 보관 및 배급 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는 캠프 인구에 기본적인 필요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캠프 주민이 캠프 주변에서 나무를 추가로 수집해 시장에 내다 팔거나 수집

한 나무로 숯을 만들도록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캠프 관리기관이 캠프 주민의 장작 사

용과 근처 시장에서의 장작과 숯의 입수 가능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환경 관리 계획

장기 및 단기 캠프 운영 모두에서, 환경은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정한 또는 희귀한 

천연자원에 대한 증가한 수요나 경쟁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수용 커뮤니티에 전가되는 추가 영

향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 중 일부는 꾸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캠프 관리 기관이 다음

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 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시행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 대체 기술과 더욱 효율적인 연료의 사용과 향상된 취사 기량 등을 도입한다.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한 가지 도구는 커뮤니티 기반의 환경 행동 계획(Community-

based Environmental Action Plan, CEAP)이다. 캠프는 물론 수용 커뮤니티, 현지 당국,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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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많은 캠프 주민은 이재민 생활을 하는 동안 소규모의 농사 프로젝트를 수립한다. 현지 규칙, 

이전의 경험 그리고 사용 가능한 공간의 크기가 농경 활동의 범위를 좌우한다. 가정에서 버려

지는 물을 사용하여 과실수나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은 좋은 자연보호 기법이 될 수 있다. 특

히 정원이 가족 주거 단지에 있거나 물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 좋은 방법이다.

삼림과 초원(ground vegetation)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려면 캠프 관리 기관은 현지 

토지 소유자와 캠프 주민 간의 농업 협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캠프 주민의 공헌이나 노

동은 대개 성과보수나 수확물 일부로 받는다. 어떤 토지가 농사에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구역은 

반드시 손대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간과 

접근을 관리하는 현지 규칙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에 기술된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한다:

! 토양 구조와 양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로 캠프 내와 캠프 주변의 식생 피복

(vegetation cover)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 퇴비와 작물 순환을 포함하여 유기 농법을 장려한다: 화학물질 및/또는 농약의 사용은 반

드시 피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인 영농 방법에 좀 더 익숙하지 않다면, 실질

적으로 영농법 시연은 제한된 땅과 얼마 안 되는 자원을 가지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강력한 수단이다. 

! 물의 흐름을 갈라지게 하고 캠프의 특정 부분에서 물의 방향을 돌리거나 물이 유용하게 모

일 수 있는 장소로 향하도록 하는 계단이나 등고두렁(돌 또는 토양을 다져서 쌓은 작은 둔

덕)을 만들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 올바른 도로 정렬 및 기반시설의 위치 역시 토양 부

식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  규모가 큰 농사가 시행되는 곳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계

많은 천연자원은 판매를 통해 즉각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제공

한다. 야생 과일, 허브, 식물 그리고 심지어 야생 동물들이 채집되고 소비되거나 판매가 된다. 

캠프 주민은 주로 장작을 모으거나 그것을 바로 현금을 얻기 위해 숯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 개발을 피하고 캠프 주민의 치안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은 다

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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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가 사유지에 위치한 상황에서는 캠프 부지의 재건은 토지 소유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림 Planting Trees

조림 계획(tree-planting schemes)은 종종 캠프 내에서 엇갈린 성공을 이룬다. 조림은 환

경을 보호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가 

되지만, 다음에 기술된 몇 가지 간단한 교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캠프 및 마을 기반의 종묘장에서 자란 식물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필요

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이재민들은 대부분 가능한 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림이나 나무를 

돌보는 것으로부터 항상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나무를 심거나 돌보는 일이 특정 문화

의 일부가 아니기도 하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과실이나 그늘을 제공하는 몇몇 나

무를 자신들의 쉘터 주변에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감사해 한다.

! 종묘장에서 기른 묘목 수는 종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부적절한 지표이지만 모니터링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조림 후 2년이 지난 후 생존해 있는 나무의 수가 성공 여부

를 판단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하다. 

! 이상적으로 토착종이고 빨리 성장하는 종류의 조림지를 조성하는 것은 장작 및/또는 건축 

자재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농원(plantation)과 마찬가지로 ‘누가 

나무를 소유하는가’하는 문제는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 도입된 외래 수종들보다는 토착 수종을 심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 일부 상

황에서는 현지 필요에 따라 그 균형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

 조림은 장기 프로젝트이다! 조림 프로젝트는 반드시 수년간에 걸쳐 자금이 지원되어

야 하고 현지 커뮤니티가 이를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프로젝트는 틀림없

이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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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

 부지 선택 전에 초기의 신속한 환경 평가(Rapid Environment Assessment, REA)를 

수행한다.

 더 철저한 환경 평가(Environment Assessment, EA)를 위한 향후 설문 조사 또는 계

획을 고려하고 기획한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 또는 팀을 선정한다.

 캠프 주변에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호되는 지역을 파악하여 도식화한다.

 캠프 내와 캠프 주변의 주요 환경 관리 문제와 우선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파악

한다.

 현지 당국과 주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캠프와 환경적 우선순위가 담당 부처/기관으로부터 

승인/지지받았다는 것을 검증한다.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과 자원을 이웃 커뮤니티 또는 수용 커뮤니티와 확인한다.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알린다.

 중요한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이주 계획을 마련한다.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프 배치에 토지 등고선을 참작한다.

 침식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기존 식생 피복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도록 캠프 배치에 참작

한다.

 CEAP를 개발하고 시행한다.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지표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마련한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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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형태의 활동이 허락되는지 또는 엄격하게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캠프 당국 

및 수용 커뮤니티와의 서면 합의서를 취득한다.

! 천연자원 사용과 관련된 소득 창출 활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다. 풀로 만든 바구니, 매트 

그리고 칸막이와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작은 가구와 같은 소규모 수공예 물품 제작은 생계

를 향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환경적 관심사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생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8장을 참조하시오.

가축

가축을 기르는 일이 모든 캠프에서 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는 

다음을 위해 특별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람들이 사는 쉘터와 떨어져 있고 지하수나 지표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별도의 급수장

(watering points)을 보유한다. 

! 모든 축사와 급수장 주변에 적절한 공중위생이 보장되도록 한다.

! 수의사와 협력하여 모범적인 축산 활동과 예방 접종 캠페인을 펼침으로써 질병과 기생충 

전염을 방지한다.

! 계속적인 사료원을 제공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가축을 개방 사육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목

초지나 우리에 있는 가축을 위해 사료를 잘라서 공급해야 할 수도 있다. 크기가 큰 동물의 

목축에 대한 방목권에 대해서는 현지 커뮤니티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www.livestock-emergency.net에서 가축 긴급 지침 및 기준(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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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화장실 오물과 폐수가 캠프 부지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장소에 

폐기되도록 한다.

 화장실과 폐기물 시설물이 가득 차면 오·폐물이 안전하게 처분되도록 한다.

 탄탄한 폐기물 관리 체계와 전략이 마련되어 있고 재활용과 퇴비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

된다.

 퇴비화가 정원/농경지의 비옥함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촉진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을 포함한) 고형 폐기물이 해당 구역에서 수거될 때 부지 및 부지 밖에서 적

절히 처리된다.

 지하수나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고형 폐기물 구덩이가 적절한 곳에 잘 만들어

졌다.

 지하수나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계표시가 된 매장지가 설치되었다.

 지표수 유출과 침식을 감소하기 위해 적절한 배수로/제방을 건축한다.

 질병 매개체 통제에 ‘비화학적’이지만 물리적인 방법이 고려된다.

생계

 가축이 있는 경우 현지에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방목지와 사료가 있다.

 주변 지역이 접근하기 쉽고 방목지로 적절하다. 

 방목권에 대해 수용 커뮤니티와 협의한다.

 가축을 위해 분리된 급수장이 갖추어져 있다.

 캠프 내와 캠프 주변에서의 경작을 위해 유기농 영농법을 권장한다. 

 현지에 적합한 작물 종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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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에 시행되는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환경 의식 제고 내용을 포함한다.

 캠프 직원, 수용 커뮤니티, 커뮤니티 지도자들 그리고 위원회를 훈련하고 환경 보호와 관

련한 문제와 잘못된 환경 계획 수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 위원회를 구성한다.

쉘터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쉘터 자재는 (특히 목재는) 지속 가능한 공급원

에서 가져온다.

 쉘터 건축에 필요한 자재 수집을 관리하여 현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쉘터 자재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다 (예. 진흙 벽돌/콘크리트에 필요한 물).

 천연 자재를 연간 적시에 채취하도록 해서 향후 채취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물과 공중위생

 기존의 수원과 지하수가 가축, 화장실, 세탁 및 목욕 구역, 쓰레기 구덩이 그리고 매장지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R” 지침서 『“물 소비를 감소하라! 빗물을 채취하라! 물을 재활용하라! 천연수 사이

클을 복구하라!(Reduce water consumption! Rainwater harvesting! Recycling 

water! Restore the natural water cycle!)』를 활용하고 실행에 옮긴다.

 대수(aquifer)의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원을 적절하게/지속 가능하게 사

용한다.

 지하수나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화장실을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고 건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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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와 작물 순환(crop rotation)을 장려하여 토양의 비옥함을 유지한다. 

장작/연료

 필요하고 채취되어야 하는 장작 (또는 다른 에너지원)의 양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

한다.

 가정용 에너지의 대체원을 파악하여 홍보한다.

 장작 수집과 관련한 보호문제를 파악하여 대처한다. 

 대체 전략을 개발하여 캠프 주민과 천연자원 모두가 보호되도록 한다.

 환경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 예. 향후 장작 조달을 위한 조림지 

 연료 사용이 효율적인 취사 방법을 촉진한다. 

환경 재건

 사람들이 귀향하면 캠프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실행 기관과 현지 당국에서 캠프 정리/해체를 위한 자금 조성이 되도록 한다. 

 캠프 부지와 기존 기반시설의 향후 사용 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마련하고 협의한다. 

 부지를 재건하고 잠재적인 오염 물질과 물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명망 있는 기구와 

기관을 파악한다.

 캠프 구역과 부지의 재건에 대해 수용 커뮤니티와 협의한다.

 적절한 기간 동안에 조림 계획에 적절히 자금 지원을 한다. 토종 수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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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장의 목표는 캠프 관리 기관들에게 캠프 설치와 폐쇄의 모범사례를 통해 통찰력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장은 부지 선택과 부지 계획 수립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캠프가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캠프 폐쇄 과정이 조기에 개발되어서 주민 보호와 현장과 현장의 자산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본 장은 캠프 

설치와 폐쇄의 모든 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캠프 관리 기관들이 다양

한 캠프관리 과정에서 적절한 질문을 받고,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돕기 위한 

비망록 역할을 한다. 

캠프 부지와 캠프가 계획되는 방식은 이재민들의 건강, 웰빙, 보호 그리고 일상 활동을 영위하

고, 캠프 활동에 참여하고 수용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개발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캠프의 물리적 위치와 배치는 캠프가 설립되어 성장하고 변화하며 궁극적으로 폐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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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캠프가 이재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과도기적 주거 옵션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캠프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다른 해결 방안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권장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워져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나 분쟁과 같

이 위해가 되는 상황 때문에 생계로 삼고 있던 수단이나 살던 집을 억지로 떠나게 된 사

람들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때 캠프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선

택인지를 숙고해봐야 한다. 이재민 내 집단들이 수용 커뮤니티 가정들과 함께 머물거나 

시골이나 도시 지역에 스스로 정착한 경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

지 그리고 캠프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와 같은 대안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들은 정부 당국 및 이재민들과 더불어 물품과 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

는 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보호와 보건 위험에 우려되는 사항 또한 환경 퇴화 문제와 캠

프 내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취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고려

한다고 가정한다.

▶▶ T-쉘터(Transitional Shelter) 옵션에 대한 도표는 본 장 끝에 있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주요 메시지

 ▶ 캠프는 이재민 커뮤니티에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단순히 캠프 설치와 

캠프 폐쇄 동안만이 아닌 캠프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업무이다. 캠프 관리 기관의 우선순위는 관리하기 효율적이고, 

참여를 지지하며, 기본 인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환

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 캠프는 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설치될 수 있고, 계획 또는 자생 형태일 것이다. 캠프의 

위치, 크기, 디자인 그리고 존속 기간은 정황에 따라 다르다. 캠프의 위치는 주민의 보호

와 지원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캠프의 폐쇄와 단계적 철수에 대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으로는,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위치 선정에 참여해야 하

지만, 수많은 캠프가 자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 캠프 설치 및 폐쇄 시에는 전문가와 다른 참여자들의 상당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

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

된다. 캠프 계획 설계자, 기술직원, 정부 및 당국 그리고 수용 커뮤니티의 전문지식이 모

두 활용되어야 한다. 

 ▶ 캠프 폐쇄는 항구적 해결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캠프 운영이 맨 처음 될 때부터 계획되어

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캠프 부지 및 캠프의 환경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분쟁과 자연재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캠프의 필요성은 원래 계

획보다 더 지속되곤 한다. 인구증가를 위한 물자 공급, 수리 및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원의 공급 등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와 다른 시나리오는 캠프 설치 단계에

서 예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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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설치

이상적으로는 이재민들의 통제된 도착 전에 부지 선택과 캠프 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 하지

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부분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캠프 관리 기관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재민들이 이미 정착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생 캠프는 주로 빈곤하고 위험할 수 있는 부지에 위치하거나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 너무 

가까이 위치하며, 선택된 부지 사용 허가가 대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자생 

캠프들은 통상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어떤 때는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화대, 지

표수 배수 시설, 그리고 학교, 배급소, 상수도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제 기준, 현지 및 국제 모범 사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생 캠프의 재조직 

정황에 따라, 자생 캠프를 재조직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전달

하는 것만큼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부지 계획이 이재민들이 부지에 정착한 후에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일부 이재민들은 신규 부지 또는 심지어 캠프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

기를 꺼릴 수도 있다. 자생 캠프가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집단들이 특정 장소에 정착하

는 데에는 즉각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질서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 어쩌면 출신 지역이

나 민족 노선에 따라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에 따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정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당 개인

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높은 인구 밀도는 일부 주민은 이주시키고 나머지 사

람들은 그 자리에 남겨 두는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근본적 문화 방식과 

구조에 따라 집단을 재조직할 수 있다.

자생 캠프의 재배치, 재조직 또는 단계적 개선 작업을 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작업 수행에는 반드시 물품과 서비스 전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재조직은 관리가 더 쉽고, 효율적이며 참여적이고 안전하게 만든다. 만약 주민이 정착한 장소 

때문에 주민이 임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나 캠프 지역이 구성된 방식으로 인해서 집단 또는 개

인이 보호 위험에 직면한 경우는 특히 재배치나 재조직을 시급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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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중요하다. 상당한 정보와 기술 역량이 필요하며 이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들의 지식과 기량을 취하여 결과물로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캠프는 단기로만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로 설치가 되지만 계획에서는 항상 장기적

인 필요성과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를 목표해야 한다. 항구적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이지만 단기적인 계획 수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재민들과 수용 커뮤니티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캠프 부지 선택과 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수용 커뮤니티와 이재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원, 토지 출

입, 노동 시장과 천연자원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용 커뮤니티

의 필요는 캠프를 위해 설립된 서비스, 기반시설 그리고 자산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학

교 건물, 커뮤니티 회관, 도로, 전선 또는 우물물과 같은 서비스와 콘크리트 기반시설은 캠프에 

거주하던 이재민들이 귀향하고 난 후에는 현지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캠프 폐쇄 동안

의 그와 같은 자산의 최종 이전은 착수 시부터 정의되어야 하며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캠프 관리에 있어서 성공은 캠프 설치와 캠프 폐쇄가 처음부터 서로 밀접

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설치 및 폐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용 정부 당국과 부문/클러스

터 주관기관은 궁극적으로 고위급 협상 책임이 있지만, 캠프 관리기관은 전체 노력이 포괄적

이고, 포용적이며 잘 조정되도록 긴밀하게 관여하여 이재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다. 부지 선택과 캠프 계획 수립은 이재이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 간의 대

화의 시작이 되도록 하여 미래에 기회가 실현되고 분쟁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티 지

도자들의 의견이 항상 커뮤니티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가능한 SDC에서 여성, 소수민 그리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들이 대표되어야 

한다. 만약 SDC가 하나의 단위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분과 위원회(sub-committee)를 구

성하여 더 광범위한 토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식과 활동, 현재 진행 중인 캠

프 관리 요건에 대한 지식을 공헌할 책임이 있다. 물품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배급 계획 수립에

는 생계, 취사, 그리고 개인위생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단

계에 배급소, 현지 커뮤니티 건물 및 도로, 배수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서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계획 캠프를 위한 부지 선택

캠프 부지 선정은 수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부지의 규모나 조건과 자원의 

이용 가능성, 캠프가 제공하는 안전, 안보, 그리고 보호,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부지 선정 고려사항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부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지의 

위치는 출입과 관련한 우려 사항, 지질학과 지형학,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과 환경적 질

병 원인이나 기타 공중 보건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과 연관이 있다. 

 부지 선택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성이다. 캠

프가 분쟁이나 자연재해의 결과로 설립되었던지 아니던지와는 상관 없이 “통합 위험 

요소 도식화(Integrated hazard mapping)”가 필요하다. 그 부지가 단지 인간의 주

거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재이주 커뮤니티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위치

안보

캠프의 위치 자체가 이재민 보호를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보호 요인에는 이재민들과 단단한 유대관계가 있는 수용 커뮤니티, 책임감 있는 보안대

의 근접성,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포함된다. 부정적인 요소에는 국경 안에 있는지 국경 건너편

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대적인 커뮤니티의 근접성, 군이나 반군 기지의 근접성, 그리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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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예를 들어 커뮤니티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collective 

centres)에서 쫓겨나거나 기존 캠프들이 단계적인 철수 동안에 통합되면서 하게 된 재배치의 

결과로 기존 캠프의 재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캠프 관리 설치의 책임

캠프 관리 기관 책임에는 아래에 기술된 부지 선정과 부지 계획 활동이 있다. 

캠프가 위치해야 하는 부지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당국은 또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주도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물과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요건 또는 안전 사항, 구조적 적합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부지선택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일부 공무원들은 이재민을 

위해 특정한 장소를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들은 대개 기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조언하며, 캠프 주민의 필요와 권리를 

옹호하는 캠프 관리 기관 등의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당국과 협상한다. 

캠프 구역이 이미 정해졌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은 모든 관련 이해관

계자들이 참여하는 부지 개발 위원회(Site Development Committee, SDC)를 구성할 것

이다. SDC의 구성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대표되어야 한다. 캠

프 관리 기관, 계획 수립 및 설문 조사 당국, 서비스 제공 기관, 유엔 기관, 보안대(security 

forces), 수용 커뮤니티 지도자들, 그리고 이재민 대표들이 SDC에 참여하여 구성원들을 대표

해야 한다. 다른 일 중에서도 이 일은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주인 의식을 가장 높이 고취하는 

일이 된다. 

SDC 내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기관의 계획 수립과 설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으로 공헌하고 부

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 

일단 캠프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 SDC는 해체되거나 캠프의 점차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초

점을 다시 맞출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의무는 캠프 설치가 주민, 직원 그리고 현지 커뮤니

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일을 조율하고 조정하

는 것이다.

이재민과 수용 커뮤니티에 캠프 설치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집단

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관계, 사회적 불안 그리고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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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가끔 이재민과 함께 그들의 중요한 생계가 되는 가축들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대형 가축 떼에게 필요한 목초지나 물과 같은 공간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지 커뮤니티와의 잠재적인 분쟁과 질병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 간의 조심스러운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많은 통제되지 않은 가축들 때문에 귀한 

자원에 대한 경쟁과 토양 다지기와 침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적 이재이주로 인해 가장 흔하게 재발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는 긴장 상태를 완

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전반적인 환경 관리에 이바지한다. 캠프 

관리 기관에서부터 이재민들까지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현지 규칙과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 환경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조건

자원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Resources) - 물, 장작 및 건축 자재 

물의 이용 가능성은 아마도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물의 공급이 부족하면 질병과 사망의 발생뿐 아니라 분쟁도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을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하수와 지표

수 수위는 우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 있고 건기에는 매우 낮을 수 있다. 워터 탱커

(water tanker)나 펌프를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 물을 운반해 오는 방법은 가능한 피해야 한

다. 왜냐하면, 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장과 치안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침전과 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택

할 때 일반적으로 수질은 물의 양보다 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중금속과 같이 드문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지를 선택하기 전에 캠프의 1일 물 필요량을 최대한 근사하게 계산해 내어 1년 365일 이

와 같은 양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테이블과 예시는 『Sphere 핸드북

(2004)』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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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제약적인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캠프는 모든 전선, 국경, 지뢰 지역 또는 기

타 위험 요소로부터 최소한 50km가 떨어지거나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야 한다. 보안 위협이나 자연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캠프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히 캠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전 지역을 불

안정하게 만들거나 모든 이어지는 인도적 대응 활동을 저해시킬 수 있다.

접근성

어떤 부지든지 모든 계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은 구호 물자의 정기적인 제공

이 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하고 보건 서비스 같은 필수

적인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위탁 병원과 같은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시내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근접성은 반드시 수용 커뮤니티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마찰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캠프가 마을 안에 위치하는 경우, 캠프 

주민에게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허용되도록 현지 커뮤니티 정부와 커뮤니티와

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환경적 영향

일반적으로 부지는 근처 국립 공원, 야생 동물보호지, 자연보호지역, 호수, 숲 또는 수자원 경

계구역과 같이 잠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생태계 근처를 찾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상적으로

는 각 캠프 간의 간격거리는 최소한 15km나 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 만

약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라면, 보호지역 침입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예방책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종교적 또는 전통적 페스티벌, 기념비, 역사적 건물, 추모 지

와 국립묘지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심을 거리를 두도록 고려해야 한다.

부지의 모든 측면이 가시적이거나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땅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지

가 지뢰나 오염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버려지거나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계획 수립 사무소, 현지 개발 기관과 농업부처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

많은 고형 폐기물이 실제로 캠프 내에서 재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형이나 액상 폐기물 처

분은 또 다른 주요한 문제이다.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형쓰레기가 

캠프 내 지정 구덩이든지 필요하다면 캠프 밖으로든지 적절히 폐기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병원이나 소규모 산업체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과 같이 특별한 처리가 필요

할 수 있다.



  캠프 관리 툴킷 | 제7장 캠프 설치와 폐쇄  201

▶▶ 급수 기준과 지표에 대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부지 선택 기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자원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연료이다. 만약 나무

가 캠프 주민에게 익숙한 주요 연료원이라면 캠프 주민의 예상 필요량,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현지 환경의 수용 능력, 그리고 어떤 나무 채취가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지(자유롭게 나무를 채취하는지 아니면 감독하에 나무를 채취해야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연료 절약형 스토브와 에너지 절약 실행 방법이 도입

되고 나무 절약을 위한 다른 대안을 탐구한다.

캠프에서 왕복으로 하루에 도보로 15km에 이르는 더 광범위한 환경을 장작 조달 가능성 여

부를 두고 조사해야 한다.

 1인 당 1일 장작 사용량: 기후, 식량원, 그리고 문화에 따라 0.6~2.8kg  

 장작과 성폭력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작을 구하는 것은 여성과 소녀들에게는 위험한 일과가 된

다. 캠프 부지 주변의 충분한 장작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으로 여성이 학대, 성폭력 또는 

희롱의 위험을 무릅쓰며 더 먼 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

키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제6장에 기술되어 있는 연료 절약 취사기구의 도입이 대안

에 포함된다.

건축 자재의 가용성은 부지를 선정할 때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잠재적인 도전과제다. 어떤 

전통적인 자재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신규 부지에 그와 같은 자재들이 있는지 또는 만약 그와 

같은 자재들이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전형적인 건축 자재들은 나무 막대기 그리고 짚이나 나뭇잎이지만, 

특히 필요한 물의 양을 고려할 때 심지어 적당한 진흙마저 충분한 양을 찾기 힘들 수 있다.

근접 환경이 건축 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해

야 한다. 만약 조사에서 환경 파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캠프 관리 기관은 이재민

들이 자재들을 직접 모으기보다는 더 조직적인 수용 커뮤니티에서 건축 자재를 조달받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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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당 1일 물 사용 예시

가정용 1인 당 1일 15~20ℓ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 7ℓ)

보건 시설 외래환자당 1일 5ℓ, 입원환자당 1일 40~60ℓ

영양공급센터 

(Feeding Centre)
입원환자당 1일 30ℓ, 간병인 당 1일 15ℓ 

학교 학생 1인 당 1일 3ℓ

계획된 캠프의 예상 인구는 20,000명이다. 취학 연령의 아동은 전체 인구의 35%를 구성하

고 있으며 운영 초기에 급성 영양실조율은 3%이다. 보건센터는 매일 전체 인구의 1%를 외

래 환자로 수용해야 하고 0.05%를 입원환자로 수용해야 한다. 매일 얼마만큼의 물이 있어야 

하고 배급되어야 하는가?

20,000명 × 15ℓ/명/일 = 300,000ℓ/일

20,000명 × 외래환자의 1%/일 =

외래환자 200명/일 × 5ℓ/외래환자/일 =
1,000ℓ/일

20,000명 × 입원환자의 0.05%/일

= 입원환자 10명/일 × 60ℓ/입원환자/일 =
600ℓ/일

20,000명 × 5세 미만 아동의 20% × 급성 영양실조율 3%

= 영양공급센터 입원 환자 120명/일 × 30ℓ/입원환자/일 =
3,600ℓ/일

간병인 120명 × 15ℓ/간병인/일 = 1,800ℓ/일

20,000명 × 학생의 35% = 학생 7,000명 × 3ℓ/학생/일 = 21,000ℓ/일

총계 = 328,000ℓ/일

이것은 이와 같은 계산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오. 콜레라 센터, 모스크 그리고 가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Sphere 핸드북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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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를 쉽게 흡수하는 토양이 좋다. 특히 건설과 적절한 화장실의 기능을 위해서 지표면의 

물을 쉽게 흡수하는 토양이 선호된다. 만약 토양이 너무 사질이면 화장실과 기타 구조물이 무

너질 수 있다. 과도하게 돌이 많은 땅은 쉘터와 화장실 건축을 방해하고 정원을 가꾸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캠프의 주요 구조물들은 우기 물 테이블보다 최소한 3m 위에 위치해야 한다.

초목

부지에 있는 나무, 식물 그리고 표토는 그늘을 제공하고, 토양 침식을 감소시키고, 먼지를 줄

이고 궁극적인 부지의 재건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환경 위험과 질병 위험 

홍수, 강풍, 강설 및 기타 환경 위험에 취약한 부지는 피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위험 요소들은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 부처들과의 

상의는 환경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어떤 부지들에는 말라리아나 사상충증과 같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SDC에 참여하는 보건 기관들은 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그 지역 일반적인 보건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 보건 관련 문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6장을 참조하시오.

문화 및 사회적 문제

이재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황이 부지 선택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 정부가 제공한 적합한 부지를 찾아내는 필요성에 밀려 부차적이 되

고 있다. 캠프 내에 있는 직원들은 커뮤니티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재배치되면서 

느낄 수 있는 생소함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사례로는 통상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몇 km 떨어진 거리

에 살다가 이제는 공동생활을 하는 환경에서 강제로 사는 유목민 집단(pastoral group)이 있

다; 다소 시골풍인 캠프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 인구들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는 절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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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계획은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수용 커뮤니

티와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 커뮤니티에서 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재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 건설 자재들은 지속 가능한 공급책 또는 공급업자로부터 

취득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 목재는 믿을 만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예시는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를 참조하시오. FSC는 세

계 삼림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촉진한다 - www.fscus.org

규모

권장되는 인 당 최소 표면 지역은 30㎡이며 여기에는 도로와 보도, 시장 지역, 보건 시설, 학

교와 행정 건물과 같은 공공장소가 포함된다. 만약 조건과 문화가 밭을 가꾸거나 작은 동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농경 활동을 허락한다면 45㎡가 인 당 최소 표면적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캠프 주민 수는 20,0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대규모 이재이주 및 

적당한 땅의 결핍 현상은 그것이 임시라 할지라도 캠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도록 요

구한다. 따라서 SDC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웃” 또는 “단계”를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적당한 토지 구역에 절대적인 최대 인구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초기에 당국

에 결정된 숫자가 최대 수용 인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수용 가능 인원의 75%와 

같이 특정 유발점에 이르면 새로운 위치를 찾아서 새로운 인구에 대비하도록 대책을 강화해

야 한다. 

통상 연간 3~4% 늘어나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 역시 고려해야 한다.

지리와 지형

2~6%의 완만한 경사는 자연 배수와 농경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평평한 부지는 물이 많은 

곳에서는 배수 문제에 당면할 수 있고 우기에는 습지가 될 수 있다. 평평한 부지는 또한 고여 

있는 물의 축적되어서 결과적으로 모기 같은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의 산지가 될 수 있다. 약 

6% 이상의 경사도가 있는 언덕이 많은 지역 또한 적당한 건설 표면의 부족, 산사태의 위험 및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흐르는 유수 문제 등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매개체 전염 질병과 매개체 통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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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하기 위한 필요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가지 필수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토지가 정착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왜 안 되는가? 

2. 만약 토지가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캠프가 설치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예를 들어 그 토지를 목초지로 잃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정부가 캠프 설립에 대하여 모든 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을 기술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서 관계자들

에는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정부 당국, 토지 소유주, 캠프 관리 기관, 캠프 인구 및 수용 인

구가 포함된다. 캠프 설립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현지 커뮤니티와 완전히 협의하여 어떤 캠프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이것이 수용 커뮤니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

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해 각서의 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모든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준수하는 규범과 가치를 포함한 지역 의례 역시 필요

한 경우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캠프 관리 기관은 양해 각서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여 모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양해 각서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기관의 직원과 캠프 주민

이 양해 각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

부지 계획 수립

다른 부지들이 고려되고 있고 법적 문제가 해결 중인 상황일지라도 SDC는 반드시 실제 캠프 

부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시간, 노력 

자금 등의 투입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가족으로부터 시작

직관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적인 부지 계획 수립의 열쇠는 캠프의 가장 작은 단

위의 구성요소인 개인과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단위로 구성요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캠프 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큰 단위에서 시작하여 작은 단위로 내려가며 부지를 계획

한다면 쉘터와 서비스를 배치하고 공간 간격을 잡는 일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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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곁에서 가까이 살지 않지만 이제 공간과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

로 다른 집단들도 있다. 문화적 사회적 고려 사항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민 커뮤니티

가 부지 배치가 가능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하도록 의견을 내야 한다; 이는 익숙한 

규범, 행동 및 종교의식이 캠프 내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 또는 적절한 곳에서는 심리적 

지원이나 캠프 직원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재민 커뮤니티와 수용 커뮤니티 간의 관계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생산적인 관계일 수 

있다.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할 수 있지만, 종종 커뮤니티들은 사업, 노동력 교환 그리고 교역

을 통해 서로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다. 소규모 수용 커뮤니티 옆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캠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든 캠프가 “신흥도시(boom town)” 상황을 

조성하면 수용 커뮤니티의 규모와 경제 활동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커뮤니티

의 대처 능력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차이가 이

재민이 수용되는 방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족 간 분쟁이 촉발된 곳은 각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지를 선택할 때 캠프 주민의 생계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채소밭을 가꾸거나, 

작은 규모의 농경 또는 축산 활동을 하거나, 수공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역이 이루어

지거나 현지 커뮤니티에서 가까이 있는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시장을 형성하는 기회들이 생

계 활동이 될 수 있다. 많은 캠프가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에서

의 생계 활동의 현실은 토지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

해야 한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제18장을 참조하시오.

토지의 이용 가능성

국가와 현지 당국들은 각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특정 부지들만 찾고 어떤 지역들은 피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재민들은 실제로 부족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 자원을 두고 분

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 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안보상의 이유로 고립되고, 외지고 또는 바위투성이거나 습한 지역에 정착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캠프 주민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몇몇 옵션은 수용 가능할 

수도 있다. 최종 부지 선정은 대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권과 이용 가능한 땅 사이의 타협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토지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일부 분쟁들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조사시기에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시기적 유목 가축 이동이나 방목지를 



  캠프 관리 툴킷 | 제7장 캠프 설치와 폐쇄  207

 주소체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역(sector) - 숫자(1 ,2, 3…)

블록(block) - 대문자(A, B, C…)

가족 쉘터 - 숫자(12, 13, 14…)

주소가 너무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 “커뮤니티”는 통상 주소체계에서 

제외되어 표기된다. 따라서 한 가족의 개별 쉘터 주소는 “3-C-54 (3구역, C블록, 54

호)”로 표기될 수 있다.

로마 숫자(I, II, III, IV)가 가끔 사용되는데, 로마 숫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때에

는 반드시 숫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 취약한 집단과 관련한 부지 계획 수립 

모든 커뮤니티에는 연장자, 영아와 유아와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이동이 불편한 사

람들 그리고 여성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이와 같

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캠프 관리 기관이 할 일이다. 

마찬가지로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소외 계층을 위한 공급활동에 격차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격차를 메워야 한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 활동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상황에서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와 같은 취약한 개인들은 수용 가정이 돌보는데 이 같

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취약 집단들을 특별 쉘터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더 적절하

다 (예를 들어, 한 클러스터에 여성이 가장인 가구들이 함께 주거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일반

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만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집단들을 고립시켜 전체적으

로 커뮤니티의 보호 없이 남겨두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 기관들과 캠

프위원회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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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산화된 커뮤니티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SDC는 먼저 커뮤니티와 그들의 가장 작

은 단위인 가족이나 가정에 대해 논의하고 나서, 논의 범위를 그들이 통상 누구와 공감하고 누

구와 가까이 사는지로 확대해나가 분명한 패턴이 전개되게 한다. 이는 경직된 그리드 패턴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직된 패턴이 사용되면 고립과 과밀거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U자형 클러스터 패턴이나 H 형태의 클러스터 패턴이 선호

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패턴은 다른 커뮤니티들과의 선린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공동 시설물과 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며, 시설물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과밀 거주에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가 가운데 위

치하고 화장실, 세면/세탁 구역 또는 레크리에이션과 회의 공간들과 같은 공동 시설물에 의해 

둘러싸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가족 단위가 모여서 커뮤니티, 블록(block), 그리고 더 큰 단위가 되어 캠프 수준

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본 예시는 최대 20,000명 규모의 캠프에 대한 

것이지만 캠프와 캠프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집단들과 같은 다른 관계 기관들의 예상 규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커뮤니티 빌딩 블록 (UNHCR 2007을 수정):

소형 단위 대형 단위       단위당 대략의 인원

1가족 또는 가구 = 4~6명

16가족 또는 가구 ➔ 1커뮤니티 = 80명

16커뮤니티 ➔ 1블록(block) = 1,250명

4블록(block) ➔ 1구역(sector) = 5,000명

4구역(sector) ➔ 1캠프 = 20,000명

 주소체계

캠프 배치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이 분명해지면, 주소체계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 구역

(sector)과 블록(block)부터 가족 쉘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대규모와 소규모 모

두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용이해 질 것이다. 결국, 주소체계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과 커뮤니티 지도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입된 이름이나 숫자

와 함께 기호, 그림 또는 색깔을 활용한다면 아동과 문맹인 사람들이 캠프에서 길을 찾

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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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표 안의 내용은 단순히 참조용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 기준

이 사용되지만, 본 내용은 『Sphere, UNHCR, UNESCO 및 USAID 현장 활동 지침(Field 

Operations Guide, FOG) 매뉴얼』에서 발췌한 것이다.

부지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시설 유형 인원 비고

캠프 

구역

전체 공지

(Total Open Space)
1인 당 30~45㎡

주거 

구역

가려진 공간

(Covered Space)
1인 당 3.5㎡

방화대
건물 밀집 지역의 매 300m 당 

50m의 빈 공간

급수장
80~500명 당 1곳, 

유형과 유속에 따라 다름 

모든 주거지로부터 100~500m 

떨어짐, 고지대에 설치된 중력 이

용 공급 장치

화장실
1가정당 1개에서 

20~50명 당 1개 

집에서 6~50m 떨어진 거리에 설

치. 만약 너무 멀면 사람들이 사용

하지 않는다. 수원으로부터 30m 

거리

세면/세탁 시설 100~250명 당 1개

쓰레기장 커뮤니티 당 2개

매립지가 아닌 곳에 10가구당 

1,100ℓ, 공공구역으로부터 100m 

거리

보건 

시설

위탁 병원
10개의 캠프 당 1곳 

(200,000명)

보건소 캠프당 1곳 (20,000명)

화장실
10~20개 병상 당 1개, 

20~50명의 외래환자 당 1개

중앙에 위치하지만, 구급차 및 기타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적절함 

의료 폐기물 시설

영양

공급

센터

영양공급센터

(Feeding Centre)
캠프 당 1곳 (20,000명)

화장실
20~50명의 성인 당 1개, 

10~20명의 아동 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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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내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술의 사용

주요 기반시설과 캠프 주민 자료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캠프 부지의 지리를 도식화하기 

위해 GIS 기술이 캠프 관리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GIS는 캠프 계획 설계자가 급수장

과 급수장으로부터 500m 내에 있는 쉘터들과의 관계를 도식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러고 나면 이 도식화된 지도에는 캠프의 어떤 구획이 물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지가 표시된다 (Sphere 주요 지표 - “어떤 가정에서든지 가장 가까운 급수장

까지 최대 거리는 500m이다”). 

GIS는 캠프 내 집단 또는 개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인구학적인 정보를 

도식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매우 가시적이며 강력한 도구이다. 따라서 인구 자료를 

사용할 때 보호 문제를 고려하고 자료가 충분하게 모여서 취약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남

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차별 폭력의 생존자들을 쉘터 수준에서 도식화하면 그들의 이름은 알 수 

없더라도 생존자들이 거주하는 쉘터의 정확한 위치가 나타난다. 따라서 GIS로 도식화된 

정보의 유용성을 프로그램의 필요성, 자료 기밀 유지의 원칙 그리고 해당 인물의 사생활

과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 지세의 구분 Demarcation of Larger Features  

가족 단위와 커뮤니티가 대략적으로 계획이 되고 기존 쉘터가 시급히 재조직된 후에, 강, 험

난한 지역 또는 기존 도로와 같은 기존 지세와 대비되게 가족 쉘터와 커뮤니티 지세를 도식화

한다. 가능하면 이해관계자들은 기반시설 필요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 사항을 긍정적인 관점으

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무독성의 오염되지 않은 폐수는 지하 “배수 구멍

(soakaways)”을 이용하여 채소밭에 사용할 수 있다. 

부지 조사는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서 잠재적인 향후 문제들을 파악하여 보건, 교육, 급수 그리

고 공중위생 시설물들과 같은 주요한 서비스가 부적절한 위치에 마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

다. 조사를 통하여 배수 시설 또는 방화대의 필요성과 가능한 확장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나 잠재적인 남용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공동 캠프 전체의 지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다른 장에서 실

제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시설물들을 건설 시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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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보도

주요 출입 도로 외에도 캠프에는 다양한 내부 도로, 건널목, 그리고 보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로들은 다양한 구역(sector), 블록(block), 그리고 커뮤니티들을 연결해 준

다. 보도와 도로는 대다수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곳이며 비공식적인 시장이 열리는 장소가 되

기도 하지만 범죄나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출구와 탈출 경로로써도 역할을 한다. 사

생활 및 보호를 보장하는 것과 긴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 및 치안순찰대를 위한 적당한 

가시선 확보 사이에서 도로 연결망에 의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s)가 일어난다. 모든 도로

와 보도 주변의 수풀이 제거되어야 하며 가능한 곳에서는 밤에는 치안을 고려해 약간의 조명

이 제공되어야 한다. 

중앙에 위치한 시설물 또는 대형 기반시설 근처에 위치한 캠프 커뮤니티는 그들의 쉘터를 지

나가는 캠프 인구에 비례하는 상당한 통행량을 가질 것이다. 중앙에 위치한 시설물로부터 멀

리 위치한 커뮤니티들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인구 이동률이 더 높거나 방치된 쉘터

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커뮤니티 배치 또는 도로 배치를 통해 치안 위험

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동, 상업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구역 

착수 시기부터, 공터와 레크리에이션장, 일반 회의 구역 그리고 종교 집회에 사용되는 공간과 

같은 공동 지역으로 사용되는 여분의 표면 지역이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 추후 확장을 위한 

여분 공간을 포함하여 시장에 사용되는 충분한 공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충분한 운동장 또는 아동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간들은 반드시 장애가 있는 아

동을 포함하여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축구장이나 사교클럽과 같이 청소년

들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운동장은 쉘터보다 낮은 곳

에 위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목 제거 때문에 지표수 유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치안 이유

로 레크리에이션 구역은 비교적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의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고 많은 

교통량 소통에 사용되는 도로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농사 및 가축 사육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농업전문가 또는 가축을 기르는 강한 전통이 있는 곳에는 목축 또는 대

형 경작을 위한 추가 토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축을 캠프 내에서 사육하는 것은 인구

가 밀집된 캠프에 심각한 보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축들은 대개 캠프 바깥에 둔다. 별

도의 급수장을 제공하고, 급수장에서의 위생이 잘 지켜지도록 하며, 가축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가축으로 그리고 현지 커뮤니티 가축으로부터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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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인원 비고

학교

학교 단지 구역(sector) 당 1단지 (5,000명)

교실 크기 지침

일반적으로 학생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교실 크기는

6.20 × 5.75m에서 

6.20 × 6.50m

유치원
최대 40명의 학생 = 1㎥/학생; 

최대 48명의 학생 = 0.74㎥/학생

1~3 학년
최대 40명의 학생 = 1㎥/학생; 

최대 48명의 학생 = 0.83㎥/학생

4~6학년 최대 40명의 학생 = 1㎥/학생

텐트 교실 지침
55㎡의 텐트는 40~45명의 

아동을 수용 가능

화장실
30명의 여학생 당 1개,

60명의 남학생 당 1개

시장
시장 캠프 당 1곳 (20,000명)

화장실 20~50개의 가판대 당 1개

배급소 배급소 캠프 당 4곳 (20,000명)

무거운 물품을 들고 

걷는 것이 수월하도록 

높은 지대에 설치

묘지 묘지

지하수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거리, 수용 

커뮤니티 내에 공간이 

있는지를 결정

수용/

트랜짓 

구역

화장실 50명 당 1개 (3:1 여성 대 남성 비율)

행정 

구역

정부 당국/보안, UN 기관, NGO, 회의 공간 및 창고, 추적 서비스 사무실 포함

트럭이 캠프 내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창고 보안을 위하여 

통상 캠프 인구 근처에 위치

화장실 직원 20명 당 1개 

이와 같은 특성에 추가로, 다음에 기술된 내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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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이 부분에서는 실제 캠프의 폐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가 간 활동이나 재통합과 

재건 지원은 취약한 집단과 관련해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캠프 폐쇄는 특히 캠프 관리 기관에 매우 힘든 단계가 될 수 있다. 캠프 폐쇄는 장기

적이고 복잡한 과정 끝에 이루어진다. 이때는 통상 사람들은 지치고, 캠프 주민과 직원

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다른 기관들과 지원은 퇴거 단계에 있거나 이미 다 빠져나갔

을 시기이다. 또한, 이때는 예산과 자원이 부족하고 모두의 초점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에 맞춰진 시기일 수도 있다. 일단 캠프 및/또는 캠프 관리 운영의 폐쇄와 단계적 철수

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표되면, 즉각적으로 에너지와 집중이 떨어질 수 있다. 캠

프 폐쇄가 책임감 있게 수행되도록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는, 캠프 관리 기관은 커뮤니티

의 지원과 보호활동을 돌보고 이와 같은 최종 단계에 관리 활동을 하는 데 특별히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항구적 해결책

캠프 관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캠프 대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

과 협력하여 캠프 주민을 위한 항구적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항구적 해결책(durable 

solution)’이라는 용어는 이재이주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의 과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아

래 기술된 바와 같이 난민들과 국내이재민들을 위한 각기 다른 해결 방안들이 존재한다: 

가능할 때마다 포괄적인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써 난민들을 위

해 다음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이 

추구되어야 한다:

국내 이재이주를 위한 항구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국내이

재민들이 전 영역의 인권을 누리고 그 결과로써 자신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결책은 다음 세 가지 선

택 사항 중 한 가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 출신지로의 자발적 송환

! 망명국에서의 현지 통합

! 제3국으로의 재정착 

! 출신지로 귀환

! 이재민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지역에 현지 정착

! 국가 내 다른 곳에 정착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조정하여 항구적 해결책,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 및 정부 

당국의 대응 의무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훈련을 시행하거나 정보를 보급하는 것은 캠프 관

리 기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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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만약 지역 및 정부 규정이 허가한다면 사람들이 농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이는 더 활발한 교역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

급 가능한 식량 배급을 다양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농부들이 다양한 작물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농부들이 완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 조건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약간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재민과 수용 커뮤니티간의 비공식적 협의 역

시 흔하게 발견된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협의에는 캠프 관리 측에서의 어떠한 개입도 필요

하지 않을 수 있다. 

캠프 폐쇄

캠프 설치와 마찬가지로 캠프 폐쇄는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

한 방법이나 단계를 통해 캠프가 폐쇄될 수 있다. 조직된 귀환 이동 또는 줄어드는 기부자의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계획되고 질서 정연한 폐쇄에서부터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강요로 인한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폐쇄까지 다양하다. (아래에 기술된 것 같은) 어떠한 이유로 캠프가 폐

쇄되더라도 항구적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은 모범적인 캠프 관리를 위한 필수 목표이다: 

! 출신 지역으로 귀환 

! 이재이주 지역으로 통합

! 제3의 장소에 재정착(출신 지역도 이재이주 지역도 아닌 곳)

외부 지원과 서비스 제공은 점점 없어지더라도,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없애거나 캠프의 기반

시설을 철거한다는 의미로는 캠프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캠프 자체가 생존 가능한 

영구 정착촌, 도시 또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철수나 캠프 폐쇄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심스러운 계획 수립과 광범

위한 조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캠프 관리 기관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정부 당국, 지역 

및 국제 서비스 제공자, 캠프 주민 그리고 수용 커뮤니티와 공조하여 캠프 폐쇄를 수행해야 한

다. 주요 당사자는 이재민들이므로, 이재민들을 폐쇄 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도

급업자(contractors) 및 기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질서 정연한 폐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폐쇄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과 도전과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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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Push)”과 “흡인(Pull)” 요인들은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자주 

사용된다. 캠프 정황에서:

‘배출(Push)’ 요인은 사람들이 캠프 환경을 떠나도록 밀어내거나 장려하는 주안점이나 

사건이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커뮤니티 간의 분쟁, 적합하지 않은 환경, 억압, 인권 

무시 또는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 

‘흡인(Pull)’ 요인은 사람을 캠프로 끌어 모으는 주안점이나 사건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더 나은 생활 조건과 서비스 제공, 보호 문제, 그리고 가족 또는 커뮤니티 재결합 

때문일 수 있다.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turn

귀환 결정이 자발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환 결정이 자유로워야 하고 정보에 대

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민들이 자신들의 출신지 또는 재정착 지의 상황에 대해 정확

하고 객관적이며 최신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발적 귀환은 즉

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며, 일단 캠프를 떠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많은 수의 사

람들의 이동이 일제히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적은 수의 사람의 이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발적 귀환은 또한 귀환 조건이 캠프 주민을 위해 유도적으로 고려될 때 

당국과 인도적 지원기관들에 의해 계획된 조직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

국내이재민과 난민의 귀환 또는 송환은 출신 국가 또는 출신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국

내이재민과 난민 집단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자발성, 안전성, 보안성 및 존엄성)은 동일하다. 

안전하고, 무사하며 존엄 있는 자발적 귀환 또는 송환에는 충족되어야 하는 많은 조건이 있다. 

안전과 안보 조건은 반드시 귀환하는 동안 그리고 귀환 후에 모두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에 기

술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무장 공격이나 어떤 신체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신체적 안전 

! 토지, 소유물 그리고 생계 수단으로의 접근과 같은 물질적 안전 

! 법 앞의 평등, 이재이주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자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가

지는 것과 같은 법적 안전, 그리고 이전에 소유했던 권리 회복 

존엄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없지만 실제로 존엄성이란 이재

민 커뮤니티의 생각과 소망이 존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성이란 이재민들이 유해하고 모멸

적인 처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제 기준과 법에 따라 처우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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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재민들이 항구적 해결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주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결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안전히 무사하게 존

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사 Assessment

귀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그 귀환이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될 것

이다. 캠프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귀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

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이다. 

귀환 결정은 자유롭고 이재이주 국가 또는 지역 내 상황에 대해 그리고 출신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대해 고지된 선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 난민의 비자발적 귀환을 방지하는 국제 난민법 조항)에서 유래한 자발

적 선택은 물리적 강제 행위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어떤 압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압력으로는 귀환 즉시 토지를 준다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애매

한 약속이 있다. 심리적 압력으로는 반복적인 경고나 위협 또는 증오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 

등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당국과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들과 같은 관련된 인도적 이해관계

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커뮤니

티 동원자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개인과 가정을 인터뷰해서 캠프 주민의 관심사와 귀환을 위한 

주요 동기 부여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 청소년 위원회, 여성 위원회, 연장자 위

원회와 같은 모든 포럼을 사용하여 귀환을 위한 동기 부여 요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초점 

집단 회의는 동기 부여요소와 잠재적인 인구 “배출(Push)” 및 인구 “흡인(Pull)” 요인들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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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교통편 필요나 귀환의 첫 번째 단계 동안 남겨질 수 있는 특정한 필

요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민들은 여정 중이나 선택된 목적지의 조건이 불안정할 때조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거

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귀환이나 출발을 유도하는 동기부

여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또는 군사적 동기 요인이나 

긴장 증대와 같은 다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한 집단들은 차별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캠

프 내 다른 집단의 존재로 인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충분한 식량과 물 또는 

다른 서비스의 부족이 또한 사람들을 억지로 떠나야만 하게 만들 수 있다. 

당국과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으로, 고난, 안보 그리고 증가하는 긴장을 둘러싼 문제들은 반드

시 캠프 관리 기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귀환을 반대하는 조언을 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국가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즉흥적 귀환”이라는 용어는 기관이 조직한 귀환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즉

흥적으로 귀환을 선택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우간다 북부의 이동과 자발적 귀환: Human Rights Focus의 보고서

“아촐리족(Acholi)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은 물, 도로, 건축 자재, 공구

와 정보가 부족한데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 국내이재민 정책(National IDP 

Policy)은 ‘정부는 국내이재민이 안전하고 존엄 있게 자신들의 고향이나 늘 살던 곳으

로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증진하는데 헌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

적 귀환은 그들의 권리이다. 따라서 과정을 통제하지 않는 귀환을 보장하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정부와 정부 간 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그리고 

NGOs의 책임이다. 이동과 자발적인 귀환을 위한 권장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된다: 

1. 정부는 강제 이재이주는 영구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2. 정부는 자발적 귀환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같은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

지를 제공해야 한다. 

3. 정부와 IGO/NGO들은 반드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

지도록 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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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과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긴밀히 조정하는 것, 적절한 자발적 귀환 과정을 옹호

하는 것,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캠프 커뮤니티에 알리는 것이 캠프 관리 기

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자발적 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내 이동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이재민들

이 귀환하거나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에 자발적으로 재정착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재민들은 반드시 조건 없이 귀환하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

다. 항상 가족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 집단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재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이 가능한) 소지품들을 가지

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 귀환 계획 수립은 또한 학교 교육과 농사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귀환 이후를 보고 하다 - 현장의 목소리, 스리랑카

“귀환 과정이 우리 일의 맥락을 좌우하고, 귀환은 많은 이재민에게 있어 주요한 관심

사이기 때문에, 캠프 관리직원이 귀환에 대한 일회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은 커뮤니티를 공개 초대해서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주민과 함께 캠프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팀 역시 보호 모니터링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귀환과 관련된 권리, 이전에 

이루어진 귀환 중에 알아야 하는 현지 절차와 관행, 그리고 귀환으로 인한 캠프 부지 

통합 과정 등 귀환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는 것을 지원했다. 일부 국내이재민들에게 

덜 적합한 캠프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기에 더 적합한 장소로 조사된 캠프로 이전하라

는 요청이 있었다. 국내이재민들은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지원이 끊기지 않은 상태로 

국내이재민 캠프에 남아 있을 권리가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항상 귀환 송환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야 하지만 지

도자들과 상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도자들의 의견이 모두의 열망을 대표하지는 

않을 수 있고 안보 또는 생계 문제에 대한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의 필요를 무시할 수 있는 위

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취약 집단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필요가 

무시될 수 있다. 

즉흥적 귀환 Spontaneous Return

이재민의 즉흥적 귀환은 아주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흥적 귀환은 고향 지역의 갑

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촉발될 수도 있고 이재이주 지역의 안보 변화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귀환 조건이 유도적인 경우라면 필요한 곳에 교통 지원 수단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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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임시수용시설에서 이주해 나갔고, 마련된 더 공정한 체계 없이는 이재민들은 수

년간 이주 거부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국내이재민들이 민영 숙소로 이주하도록 돕기 위해 약간의 금전적인 성과보수와 수

당을 제공

!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공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국내이재민들에게 건

축 자재를 제공

! 취약 집단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주거 계획에 국내이재민들을 포함

! 취약한 국내이재민을 양로원을 포함한 전문 기관에 재정착

! 국내이재민들과 관련하여 위탁 가정(foster family) 주선을 지원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을 전문 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전환”

캠프 관리 기관의 단계적 철수와 퇴거

어떤 상황에서는, 항구적 해결책이 파악이 안 되는 곳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과 다른 서비스 제

공자가 철수하지만, 캠프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도 있다. 개선되거나 악화된 상황 때문이 그렇

게 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단계적 철수와 퇴거의 시기는 반드시 포괄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모든 지표가 퇴거를 가리키고 있을 때 캠프 주민의 복지는 반드시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캠

프 관리 기관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철저

한 계획 수립과 퇴거 단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 퇴거의 실현 가능성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실행될 수 있는 항구적 해결책 파악

! 캠프 관리 기관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캠프 주민

! 귀환이 가능한 정도까지 출신 지역/국가 상황 개선

! 캠프 주민의 항구적 해결책 제안 거부하고 재정적 및 윤리적 이유로 캠프 관리 기관들의 캠

프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음

! 캠프 관리 기관과 상관없이 캠프 운영을 위한 기부자 지원의 고갈 

! 캠프에서 일하는 인도적 활동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과 같은 안전 및 안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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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규 직업 경찰을 아촐리랜드(Acholiland) 전체에 배치해서 범죄와 다른 위협에 

대처하도록 한다. 

5. 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으로의 접근, 특히 물과 도로로의 접근은 재건 활동 중 하

나가 되어야 하며 이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국내이재민이 귀환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치안, 기반시설, 서비

스제공 및 식량 지원 배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지원 수령자에 대한 지원 제공자의 신뢰성은 캠프 관리 패러다임을 신뢰성 패러다

임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공청회에서의 국내이재민/IGO/NGO와 

정부 간의 공개 토론이 인도적 관계 기관들 및 커뮤니티와의 참여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강제 귀환 또는 재정착

사람들을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귀환 또는 재정착시키기 위해 당국이 압력을 행사할 때는 

캠프 관리 기관은 그 애드보커시 역할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애드보커시는 항상 기관 

간의 이니셔티브가 되어야 하며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제 귀환 또는 재정착은 또한 강력한 국제적 대응과 고위급 UN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

문에 본 장의 범위를 초월한다. 이재민의 재정착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단, 재

정착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안전과 안보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민들의 어떠한 재정착 

과정이든지 반드시 항상 자발성, 안전성, 안보와 존엄성의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폐쇄 - 현장의 목소리 

“세르비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남아 있는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폐

쇄이다. 이 과정은 국내이재민을 위한 항구적 해결책으로써 지역적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부족했고 또한 정부의 귀환 촉진에 대한 정부의 선호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연되

고 있었다. 과거 국영 기업의 민영화는 새로운 소유주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사용되

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걸 의미했다. 

이제 국내이재민들이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에서 이주해서 현지 주민으로 통합되도록 도

우려고 정부가 채택한 수많은 전략들이 있다. 이와 같은 전략들 중 많은 전략이 수년간 

난민들에게는 열려 있었지만, 국내이재민에게까지 확대된 것은 겨우 최근에서이다. 특

히, 사회적 주택 공급에 대한 전략이 그러하다. 전반적으로 국내이재민 중 적은 수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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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적 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캠프 내 훈련과 지도 프로그램을 완

료한다. 정부 부처와 시의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름과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이 배포되었다.

3. 캠프 내 비상사태 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국가 NGO에게 양도한다.”

캠프 관리의 책임

캠프의 단계적 철수 및 캠프 폐쇄 동안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은 아래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

술된 업무가 포함된다: 

! 처음부터 퇴거와 캠프 폐쇄계획 수립

! 귀환 및 재정착의 자발성 조사 

!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조정하고 보장

! 정부 당국과 그리고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의 연락과 대화 

! 캠프 폐쇄와 항구적 해결책에 대한 정보 캠페인 시행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취약 집단들의 특별한 보호 증진 

! 계약과 합의의 행정 처리와 파기 

! 기밀 개인 기록 등의 문서화와 정보 관리 

! 캠프 자산의 배급 관리 또는 해체 

! 캠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보호 증진과 그 사람들을 위해 향후 생활물자 

! 캠프 부지가 캠프 설치 전에 사용되었던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복귀

! 환경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들의 해결

처음부터 퇴거 계획 수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거와 캠프의 궁극적 폐쇄 계획 수립은 설치 과정의 통합적 일부분으

로 보아야 한다. 모든 관련 법적 문서를 포함한 캠프 설치 단계 중에 이루어진 문서화와 협의

는 폐쇄 중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정부 파트너들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의 양도 계획들은 

처음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캠프 기반시설과 자산에 관한 현지 커뮤니티와 캠프 주민과의 합

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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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보장과 비례해 구호 활동 종사자 또는 구호 활동 종사자 중 특정 집단의 존재가 캠프 

주민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것

! 이재민으로의 접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거나 극도로 어려운 경우

! 또 다른 과도기적 정착문제 해결책이 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 장에서 언급된 캠프 폐쇄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대책 중 몇 가지 역시 

연관 있을 것이다. 이는 남아 있는 캠프 주민을 위한 보호와 생활물자의 제공을 위한 당국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락이 포함된다. 

 단계적 철수 및 퇴거 전략 - 현장의 목소리

“영구 주택의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쓰나미 피해를 당한 많은 가정의 귀환 또는 재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닥친 후 18개월 후 스리랑카 남부 캠프 

내에는 이재민 커뮤니티 주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정부, 국제기관 그리고 현지 커뮤니티 기반의 종교 조직들이 짓고 있는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간과 인내심의 문제였을 뿐이다. 

‘임차인’, ‘서브 패밀리(sub-family)’ 또는 ‘불법 거주자’인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

구적 해결책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쓰나미가 전에 주택을 임차 했거나 

무단 거주했던 사람들 - 해당 주택들은 쓰나미로 파괴되어서, 현재 이들은 노숙자가 되

었다 - 또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영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거나 함께 

거주할 의사가 없는 대가족 구성원들이었다. 그들의 주택에 대한 자격은 여전히 불분명

했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의 인구나 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는 캠프에 남아있었다. 스

리랑카 남부에 남아있는 몇몇 캠프는 통합되었고 나머지는 폐쇄되었다. 토지 소유주들

은 자신들의 토지 반환을 요구했고 정부는 해안지대의 캠프들을 모두 폐쇄하기를 원했

다. 아직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모두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한편, 스리랑카 동쪽에는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이재민을 만들어낸 안보 상

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북쪽의 새로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캠프 관리 기

관의 자원이 또한 필요했다. 캠프 관리 기간은 여러 옵션을 고려한 후 다음과 같은 3가

지 목표를 가지고 2달간의 단계적 철수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1. 범 부문 캠프 데이터베이스의 한 번의 최종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남아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당국에 캠프 현장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요

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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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다. 가능한 경우, 이재민의 출신지에서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그램은 부

문/클러스터 주관기관들에 의해 착수되어 커뮤니티의 필요 그리고 구호, 조기 복구와 장기 개

발 사이의 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캠프 관리 기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항구적 해결책이 지속 가능한 경우 매우 중요하다. 

정보 캠페인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가능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최신의 정보를 캠프 주민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신지 상황, 어떤 건축 자재, 문서화와 주민이 떠날 때 가지

고 가야 하는 기타 자산들에 이르기까지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주민은 지뢰, 쉘터로의 접근성, 토지, 생계, 의료서비스 그리고 학교 교육과 같은 관심사를 포

함하여 치안과 안전 상황에 관해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때는 

‘조사 목적의 방문(Go and See visits)’이라고 불리는 정찰 임무를 당국 및/또는 이재민들이 

수행할 수 있다. 정보는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전에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개인들에게서 입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많은 이재민은 다양한 인구 배출 및 흡인 요인(push and pull factors)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귀환 결정을 내린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안보 또는 정치적 동기, 물질적 필요성 또는 이와 같

은 요인들의 결합물에 근거할 수 있다. 

 조사 목적의 방문(Go and See Visits) - 현장의 목소리

“캠프 매니저가 ‘조사 목적의 방문(Go and See visits)’의 모범사례를 보고하다: 조사 

목적의 방문을 기획하는 것은 캠프 주민이 자산들의 귀환 과정에 참여하고 귀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방문은 자신감을 증진하는 활동이

어야 하며 잘 계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방문 자체는 ‘조사 목적의 방문(Go and See 

Visits)’의 일부일 뿐이다. ‘캠프로 귀환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역시 임무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조사 목적의 방문(Go and See Visits)’의 피드백 단계 기획에 있어 

기존의 캠프위원회는 회의를 주재하고 커뮤니티 전체에게 방문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잘 자리를 잡고 있다. ‘조사 목적의 방문(Go and See 

Visit)’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기관 간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이 직접 본 것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방문 후 정보 보급은 방문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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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처음부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캠프 주민과의 관계를 개발해

야 한다. 캠프 주민은 안전하고 무사하며 캠프 생활에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느끼지만, 캠프가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알고 미래를 위한 기회에 초점이 맞추어 항구적 

해결책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주민과의 관계를 개발해야 한다. 처음부터 항구적 해결책에 대한 사

안에 대해 캠프 주민과 협력하는 것은 캠프 폐쇄의 충격을 감소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의 소망과 기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이재민 커뮤니티 내에서 참여, 기량 그

리고 자주적 관리 전략의 적극적인 개발은 이재민들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캠프 

주민이 독립성과 자립심을 획득하고 개발하도록 힘을 실어준다. 

조정과 참여

캠프 폐쇄 중에 캠프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와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

관의 책임이다. 이와 같은 책임에는 또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교섭 및 캠프 현장으로부터 이

재민들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주민의 이재이주 문

제에 대한 항구적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지속적인 초점을 포함하여 캠프 설립 후 가능한 한 빨리 

퇴거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많은 관계 기관들이 귀환 전략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축할 것

을 권장한다. 역할은 명확해야 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공식화되어야 한다. 특히 캠프 관리 기관

과 현지 당국 사이와 같은 관계에서 특정 분야의 책임을 맡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조정 

회의는 캠프 주민으로부터 수집한 기관들의 정보에 따라 귀환의 자발적 본질에 관한 계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귀환 문제에 대한 당국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빨리 착수되어야 한다. 당국은 정부가 이재민들

의 이익에 반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한 항상 귀환 문제에 대한 실무단과 같은 캠프 내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해야 한다. 

요구되는 곳에서는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캠프 관리기관은 캠프 수준의 

훈련/워크샵을 착수하거나 특히 자발적 귀환과 관련한 보호 문제에 관심이 있는 NGO와 정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실행한다. 워크샵은 특정한 성별 문제, 자발적 귀환의 컨셉트 

그리고 귀환, 재정착과 재통합과 관련된 국내이재민(IDP) 지침 원칙들의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캠프 관리 기관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그들의 기부자와 함께 적절하게 재통합, 재활 그리고 재건 지원을 옹호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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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캠프 내의 계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항상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정부 당국이 대규모 귀환이 완료된 후 캠프를 해체하도록 결정한 데 반하여, 캠프관리기

관들은 관리와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다. 

이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같은 개인들이 전적으로 자신들만 이동하는 경우, 전체 여정 동안

에 개인을 도와줄 간병인이 파악되어야 한다. 간병인은 가능하다면 기존의 훈련된 사회복지

사/보호 담당자 중에서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훈련된 사회복지

사/보호 담당자들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귀환 중

에 이들이 필요한 특별한 보살핌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출발 구역은 취약 집단들과 그 가족 구

성원들을 위해 지정된 분리 지역이어야 한다. 취약한 사람들을 파악에 이어 이동 등록팀은 귀

환 등록과 캠프 등록 말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등록해야 한다. 

취약성과 분리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가족 구성원 집단, 여성 집단 또는 함께 사는 게 

익숙한 가족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귀환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집단으로 여행하는 것을 위

한 특별한 대책이 보장되어 귀환과 등록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출발과 모든 출발 구역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훈련된 모니터링 담당자

들로 구성된 팀들은 특히 독신 여성, 소녀 그리고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출발 동안의 

치안은 현지 당국과 현지 사법당국의 책임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특별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

한 사람들을 위하여 귀환 준비에 관해 보건 기관들과 조정해야 한다. 

아동 보호 주관기관은 보호자 미동반 아동들을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진다. 아

동 보호 주관기관은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처음부터 귀환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아동

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동에게 항상 자신의 의견이나 염려하는 바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아동 보호 주관기관은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도착 시 보살핌을 받도록 할 책임이 똑같이 

있다. 도착에 대한 추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각 주관기관과 함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보호기관들 그리고 캠프 관리 기관 간의 서로 다른 역할이 공

식화되어서 모두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아동들에게 귀환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고지되고 아동의 귀

환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체계를 설립해서 귀환 패키지 또

는 기타 귀환 이익이 모든 보호자 미동반 아동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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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전체의 귀환에 관한 정보 캠페인을 현지 당국과 공조하여 착수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

의 책임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 캠페인이 반드시 아웃리치 계획을 통해서 조직되어 모든 

가정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에는 라디오, 극장, 학교 및 교육 시설, 종교 

기관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고향 지역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각기 다

른 집단들, 기존의 캠프 내 위원회들 그리고 여성 단체들에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캠페인이 이

루어져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교사 협의회(Parent-Teacher Association)는 아동에게 정

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 아동에게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자신의 귀환에 대한 열

망과 불안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귀환 절차와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역할이 있다. 현지 교통 회사 또

는 국제 인도적 기구들이 교통을 책임지는 곳에서는 책임이 정의되어 문서로 명기되어야 한

다. 귀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모두가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하면 질문이 가능한 방식으

로 보급되어야 한다. 정보는 반드시 최소한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귀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등록 과정 

!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사람,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절

차와 마련 대책 

! 귀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절차와 선택 사항 

! 귀환에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

! 시간, 교통수단 그리고 출발 절차

! 소유물 운반 절차 

! 고향 지역에 도착 시 절차 

! 모든 귀환 또는 제공되는 보상 패키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 정기적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등록 말소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취약집단

연장자,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장애인,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집단들을 위한 특별 의뢰체계가 귀환 과정 내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때

때로 이재민과 인도적 지원기관들은 취약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남겨두고 떠난 후, 재통합 지

원이 마련되면 그들의 귀환을 계획하기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되도록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

람들의 귀환은 동료 캠프 주민이 귀환한 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 텅 빈 캠프에 사

람들을 일시적으로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심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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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밀 기록

일부 경우에 이재민들은 이재민이라는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엄청난 위협과 임박한 위험을 경

험한다. 이와 같은 위협들은 또한 출신지/국에 남겨진 직계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캠프 내에 국제 기관의 주둔을 항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재

민의 신분은 반드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동 중, 일정과 이동 계획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

되고 가능한 적은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 기록

이러한 문서들은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여 단계적 철수 단계에 전달해

야 한다.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또는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와 같은 다양한 부처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귀환하는 이재민들이 

적절한 신분 증명서, 교육 접근권, 의료서비스 및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도착 즉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 평가와 숙련도가 이들의 재통합의 일환으로 적절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되도록, 캠프에서의 학교 기록은 정확해야 한다. 병원과 의료 기록, 무엇보다도 예

방 접종과 면역 기록은 주의해서 관리되어 이전되어 의료 개입을 통해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 기록은 이전 중에 이재민들에게 있어야 한다. 

행정 문서

운영 기록, 회계 장부 그리고 재무 기록들은 건전한 회계 관행을 기반으로 최소 5년간 보관되

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 기록들이다. 

또한, 캠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경험 사례 문서(lessons-learned document)가 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공 사례와 그 성공 사례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도전과

제와 어떻게 그 도전과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정보 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시오.

등록 말소 Deregistration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등록 말소는 간단할 수 있다. 등록 말소는 모든 

귀환하는 개인들을 기록하는 운송 목록과 연계될 수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환 패키지나 

교통 지원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등록 말소를 해야 한다. 등록 말소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자

신들의 힘으로 귀환하기로 할 때 더욱 어려워진다.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캠프로 돌아

갈 수 있게 배급 카드를 보관하기로 하거나 자신들의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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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피는 사람들이 임명되어 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여정 내내 지원해주도록 해야 한다. 보살

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지시를 받도록 하고 주의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아동의 

모든 관련 문서 사본(추적 문서와 보건 그리고 교육 증서)은 아동들과 함께 이동하고 필요한 

경우 돌보는 사람들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 보호 주관기관은 위탁 가족(foster family)이 귀환 도중 그리고 귀환 시 아동들을 계속

해서 돌볼 의사가 있고 돌볼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동 역시, 아동이 위탁 가족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호/커뮤니티 활동 근무

자들은 관계가 안정적인지 그리고 아동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을지를 조사해야 한다. 위탁 보

호에 대한 대가인 가족 지원이 중단될 때 위탁 가족이 귀환 시 또는 귀환 후 아동을 버릴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가족과 아동은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일 수 있다. 항상 자기가 위탁 가족의 출신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동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 프로그램

캠프 주민이 지뢰설치 지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뢰 위험에 대한 교육이 모두를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전략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훈련 워크샵, 포스터, 전단 그

리고 아동극장이 포함된다. 

▶▶ 지뢰 위험과 지뢰 위험 교육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참고문헌 자료 부분

의 『국제 지뢰 제거 활동 모범 사례 지침(International Mine Action Best Practice 

Guidebook)』을 참조하시오.

문서화와 자료 기록

인구 자료

정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그리고 캠프 관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캠프 주민의 데이터베이

스를 유지한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는 물류 이동 계획 수

립, 치안, 식량 배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캠프가 폐쇄되면서 이와 같은 기

록들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록들에는 캠프 주민에 대한 개인 정보

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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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환경 문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자산 관리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모든 물질적 자산이 포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 조정하여 배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정확히 어떻게 이것이 달성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쉘터를 해체하여 취사냄비 또는 담요와 같은 배급 받은 비식

량물품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간다. 물탱크는 해당 서비스 제

공자가 거두고 캠프 현장 내 전기선 연결은 정부 당국이 안전하게 해체해야 할 수 있다. 전선

과 부속품은 시의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다. 학교, 마을 회관, 놀이터나 운동장과 같은 캠프 건

물은 수용 커뮤니티 및/또는 정부 당국에 양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책상, 벤치 또는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과 같은 모든 공동 가구는 반드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

은 생수 배달 업체와의 계약과 같은 모든 서비스 계약을 파기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울타

리, 보도, 도로 또는 배수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향후 유지보수를 적절한 국가 당국에 양도한다. 

무엇보다도 공중위생 시설물은 해체되어 안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화장실과 정화조 구덩이

는 반드시 안전하게 메우고 화장실 변기는 제거하며, 세면/세탁 시설 주변과 쉘터 밑의 콘크리

트는 부수고 제거해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향후의 비상사태에 대비

하여 남겨질 수도 있다. 

잔류 인구

캠프 관리 기관은 어떤 경우에는 ‘잔류’ 인구라고도 불리는 캠프 내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보

호되고 생활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잔류 인구는 안전 또는 심리적 건강의 

이유로 캠프 부지 내의 이웃하는 쉘터로 재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약은 이에 따라 수정되거나 연장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복지사들은 잔류 주민 가정의 

필요와 열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필요하면 귀환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분쟁 중 귀환이나 분쟁 후 귀환 또는 자연재해 후 귀환 은 매우 민감한 일이 될 수 있다. 여기

에는 높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특히 안전 및 치안에 대한 의심 그리고 쉘터

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 또한 식량, 생계, 보건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

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캠프 내에는 원조가 예상되었고 대부분의 가정은 최소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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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고려사항

캠프 폐쇄는 서로 다른 유형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건

축 자재, 남겨진 소지품과 다양한 종류의 파손 물품들이 쓰레기가 된다. 또한, 화학물질, 배터

리, 유효기간이 만료된 약품 그리고 기타 보건 부문 관련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캠

프 폐쇄 준비에는 청소, 모든 종류의 쓰레기에 대한 제거, 현장 매립 또는 소각과 같은 적절한 

폐기가 포함된다. 토양과 수원오염의 위험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캠프 현장은 안전한 상

태로 남겨지도록 해서 구덩이 화장실 또는 쓰레기 구덩이가 개방된 채 놔두거나 위해 폐기물

을 제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향후 영향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자재 재활용이 가능한 장려 되어야 한다. 일부 폐기물 자재는 현지 주민에게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건물과 진료소와 같은 많은 기존의 구조물 역시 수용 커뮤니티에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구성원과 현지 당국과 함께 기반시설과 기존 서비스 (물 펌프 및 처리시

설)의 범위와 상태에 대한 조사가 캠프 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수리는 캠프 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상되어야 할 수 있다. 

캠프의 존재가 많은 환경적 변화를 초래했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산림 파괴나 토지 정리와 

같은 일부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환경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재건 프로그램은 수용 커뮤니티와 현지 당국과 공조하여 수행되어야 하

며 단순히 외부 기관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생계 확보 선택사항이 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써 장려되어야 한다. 모든 재건 이니셔티브에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이 항상 비용

이 많이 들어가는 수행 활동일 필요는 없다. 이것이 계획 수립과 비용 예측 그리고 자금 모금 

활동이 모든 캠프 폐쇄 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변화는 실제로 이익이 될 수도 있으며, 이전의 우수성

을 복구하기 위한 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캠프 부지가 현재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현지 커뮤

니티에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는 특히 비생산적인 토지가 경작지나 목초지로 변환

되거나 생산적인 과실 또는 목재용 나무가 심어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긍정적

인 변화를 파악하여 현지 당국과 커뮤니티들과 협력하여 그곳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야 한다. 

이재이주 기간 동안 캠프 주민이 사용한 매장지는 반드시 분명하게 표시되어 캠프 주민의 최종 

귀환/재정착 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한 곳의 공공장소에 매장하기보다는 고인

들을 여기저기 흩어진 장소에 매장한 경우에 매장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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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캠프 관리 기관은 부지 개발/캠프 계획 수립 위원회(Site Development/Camp 

Planning Committee)를 수립하는 데 있어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협력한다. 

 SDC의 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용 정부/당국 대표

!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 캠프 관리기관

! 이재민 출신 남성과 여성들 

! 수용 주민 출신 남성과 여성들 

! 프로그램 및 운영 부문 대표들 (예. 보건, WASH, 쉘터, 치안, 물류, 교육과 생계), 적

절한 정부 부처 및/또는 UN 기관 및/또는 NGOs

! 생존자, GIS 전문가, 수리학자, 공공보건 엔지니어 및 기타 기술 전문가들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캠프 현장의 장, 단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 안전, 보호 그리고 치안

!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고려 사항

! 크기, 접근, 국경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원 등의 토지의 조건과 위치 

 신규 도착자들과 캠프 확장과 같은 향후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캠프를 계획하고 설치한다.

 향후 계획은 긍정적인 점을 최대화하며 선호되지 않는 점은 중재하여 결정한다. 

 선택된 부지의 장단점과 최종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문서로 만든다.

 캠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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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극복하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캠프를 떠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

일 수 있다. 모든 캠프 직원의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커뮤니티 복지사들을 고용하여 

적절한 보장, 보안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대일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를 구하는 개인들과 가족들

을 위하여 귀환 문제에 대한 상담 시간을 가지는 방법이 권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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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물류 그리고 기타 절차 등에 대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캠페인이 개발되어 실행된다.

 가장 위험에 처한 집단과 취약한 개인들은 과정 내내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특별한 정보 

또는 의식 고취 프로그램과 장기 개발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개발하여 캠프 주민이 통합

적으로 귀향하도록 도움을 준다. 

 행정 절차는 모든 문서를 문서 소유자들이 떠나기 전에 소유주에게 주거나, 주관기관(부

문/클러스터/보호기관) 또는 NGO가 보관하게 하거나, 파기하도록 한다.

 등록 말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귀환 과정 모니터링이 마련되어 안전, 안보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한다. 

 뒤에 남아 있는 어떤 캠프 주민이든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지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캠프 자산과 기반시설을 분배한다.

 기반시설의 향후 유지보수/관리를 당국이나 적절한 사람들에게 양도한다. 

 화장실, 쓰레기 구덩이, 그리고 세면/세탁 시설들을 안전하게 해체한다. 

 서비스 계약과 합의는 적절하게 변경하거나 파기한다. 

 환경 우려 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우려 사항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개발한다. 

 캠프 주민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도록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캠프 주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미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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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계획 수립은 개별 가정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접근하며, 취약집단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계층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장작을 구하기 위해 캠프를 떠나는 여성들의 취약성을 포함하여) 보호에 대한 우려 사항

들을 조사한다.

 지침, 기준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게 효율적

이고 안전한 캠프를 만든다.

 자생 캠프 상황에서는, 커뮤니티나 커뮤니티 일부를 적절하게 재조직 또는 재정착 시켜

야 할 필요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SDC는 캠프의 단계적 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함께 머문다.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의 일환으로써 주요 관계 기관(다수가 SDC 출신)이 함께 모여 캠

프 위치와 배치도가 캠프 거주민, 직원 그리고 및 수용 커뮤니티에 어떤 수용지역 커뮤니

티가 캠프 위치와 배치에 대해 불편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받는다. 

 만약 캠프 주민과 수용 인구의 생활 조건 사이에 증가하는 격차가 있다면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정부 당국, 캠프 관리 기관, UN 기관과 NGO는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또는 

물품 또는 서비스 공유에 대해 협의한다. 

 캠프의 주소체계는 글을 읽지 못하는 캠프 주민의 필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계적 철수, 퇴거 그리고 캠프 폐쇄에 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고려한다. 이에는 토지 합

의, 서비스 계약, 문서 저장 및 기밀 유지, 자산 관리 그리고 가능한 항구적 해결책 조사

를 계획에 포함한다. 

폐쇄

 단계적 철수, 퇴거 그리고 캠프 폐쇄는 처음부터 고려하고 계획한다. 

 귀환이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 간에 참여와 조정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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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캠프의 라이프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퇴거

캠프 계획 수립과
캠프 설치

캠프 관리와
캠프 유지 보수

캠프 과도기와
캠프 폐쇄

캠프 관리 툴킷 캠프 설치와 캠프 폐쇄에 대한 장은 중요한 핵심 사안을 강조하며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와 성공 사례를 추천하고 있다. 본 장은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기술적인 심층 부문 지식 (이는 본 사역의 범위 밖임)보다는 부문

에 대하여 가장 관련 있는 관점과 우려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론적인 지침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므로 캠프 관리직원은 모든 툴킷 장 끝에 열거된 기타 출처로부터 더 많은 

참조 문서, 필수 자료 그리고 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개발 중인 두 개의 신규 지침서는 캠프 관리 툴킷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지

침서들의 목적은 기술 부문의 전문성을 넓히고 확대하는 것이다. 2008년 신규 지침서

가 마무리되면 캠프 관리직원은 다음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쉘터 센터(Shelter Centre)가 개발하고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와 공조하여 착수된 『캠프 계획 수립 지침서(The Camp 

Planning Guidelines)』는 아래 사항에 대해 삽화가 들어간 안내를 제공한다:

! 중간 기착지, 트랜짓 센터 및 수용 센터 등을 포함한 트랜짓 지원

! 분쟁과 자연재해 때문에 이재민이 된 사람들을 위한 캠프 간의 차이, 배치, 국제 기준

을 충족하기 위한 확장과 단계적 개선 등을 포함한 자생 캠프와 계획 캠프 

! 자생 캠프의 생존 능력 결정, 위험 요소 도식화(hazard mapping), 이재민과 수용 

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 그리고 천연자원 관리를 포함한 부지 선택

! 표시작업, 기초 작업, 지표수 배수시설과 환경 보호 등의 부지 준비 작업

! 단계적 숙소와 공동 기반시설 건설 그리고 배급소와 급수 시설 등의 서비스를 포함

한 건설 부지개발

▶▶ 디지털 버전을 내려받거나 사본을 주문하려면 www.shelterlibrary.org를 참조

 하거나 ampplanning@sheltercentre.org로 이 메일을 보내시오.

2. Pro Act Network와 케어 인터내셔널(CARE International)이 CCCM 클러스터

와 공조하여 개발한 『캠프 폐쇄 지침서(The Camp Closure Guidelines)』는 다음

의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캠프 폐쇄, 역할 및 책임의 관련성. 방법, 협의 과정, 물류, 보호와 정보 보급을 포함

한 관리 결정. 문서화, 보안, 행정, 재산권 및 보상과 같은 법적·정책적 요건. 캠프 

기반시설, 폐기물과 캠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핵심 사안을 검토하는 경관

과 생계

최종 초안이 마련되었을 때 더 자세한 정보는 info@proactnetwork.org로 연락하

시오.

! Quick guidelines for transitional settlements or camp site selection from Sri 

Lanka

! Primer for the design of refugee camps 

! RedR. Latrine Decommissioning Training Notes (South Asia earthquake)

! Suggested technical processes for the decommissioning and closure of IDP 

sites from Sri Lanka

! Decommissioning procedure checklist from Sri Lanka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on-site decommissioning of emergency and 

semi-permanent raised-level latrines from Batticaloa, Sri Lanka

! Shelter and settlement standards matrix from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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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환경에서의 보호
PROTECTION IN A CAMP SETTING



서 론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보호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 인권, 인도법 및 난민법과 같은 관련 법 체제의 형

식과 내용에 따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   

캠프 내에서의 보호활동은 난민과 국내이재민이 차별 없이 다음 사항을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

야 한다:

! 신체적 안전(physical security) - 신체 상해로부터의 보호

! 법적 보장(legal security) - 사법 접근권, 법적 지위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 및 재산

권 존중을 포함

! 물질적 보장(material security) - 기본 물품과 서비스에 동등한 접근권

국가는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에 따라, 비시민(non-citizens)을 포함한 관할권 내의 모든 사

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할 의무가 있다. 캠프 거주민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난

민과 국내이재민은 국제인권법,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의 기준에 따라 처우 받아야 한다. 보호

를 보장하기 위해서,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거주민에게 부여된 권리 및 캠프 환경으로 인해 

위험해진 권리, 이재이주의 상황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이행되는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 

권리

인권은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

지만, 다음 권리는 캠프 환경에서 특히 더 중요할 수 있다.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

른 권리는 (예를 들어, 아동 또는 난민 등의) 특정 집단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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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수용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난민과 무국적자 및 국내이재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보호기관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당국과 보호 관계자와 

협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거주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권리를 

전적으로 누리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캠프 환경에서의 보호는 기밀성, 보안, 책무성 및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모

니터링, 위탁 및 인권 침해 보고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보호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캠프 환경에서 보호는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에서 보호가 주류가 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활동 및 태도를 포함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에는 이재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의 애드보커시

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 기관 및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Sector/Cluster Lead)과 협력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에는 캠프 내에서 제 기능을 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 개발

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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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주위의 지뢰

! 일반 범죄

! 부적절한 법률 집행

! 캠프 인구 간의 분쟁 및 수용 커뮤니티와의 분쟁

! 출생 등록 절차의 부재 또는 부적절한 등록 절차

! 신분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입수하는 데 있어 장애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이동의 자유 및 주거지의 선택에 대한 제한

!  캠프 인구 중 특정 집단의 캠프 관리에 대한 제한적 참여

! (예를 들어, 엉성하게 계획된 분배 절차의 결과로) 특히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물, 

식량, 쉘터, 기본 보건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제공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권

! 생계활동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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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기본 인권은 국내이재민, 난민, 무국적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 등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반면, 일부 권리는 국적자와 무국적자에 다르게 적용된다. 난민 및 무국적

자는 언제나 국적자와 같은 수준으로 특정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보호 기관은 필요한 분

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캠프 관리 기관은:

! 캠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숙지해야 한다.

!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

! 취하려는 행동이 전체 캠프 인구의 일부 권리 및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캠프 인구의 더 나은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법적 도구가 적용 가능한지 인지해야 한다.

핵심 사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 특정 집단에 한정된 권리

! 생존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이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임의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 강제 실종으로부터의 자유

! 망명 신청권 및 망명권

! 법 앞의 평등권 및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이동의 자유

!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 및 가족결합의 원칙

! 출생 등록권

! 충분한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노동권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 교육권

! 참여권

!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권

!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자유

! 미성년 고용으로부터의 자유

! 아동노동 금지

! 강제송환 금지(난민의 출신지로의 강제귀환)

! 난민의 신분 증명 서류에 대한 권리

보호 위험 Protection Risks

캠프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보호 위험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시민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공격

! 캠프 내 무장 요소의 존재

! 미성년 고용

! 성차별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 아동 학대, 방치 및 착취

! 특히 가족 부양에 의존해 살아가는 아동, 최고령자 또는 기타 커뮤니티 일원의 가족 분거로

부터 발생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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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country of nationality) 밖에 있는 자로서 -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 자

신의 상주국(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밖에 있는 자로서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신

의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가입 여부,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근거가 충분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는 일반화된 폭력이나 사건으로 인한 생명, 신

체적 존엄 또는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위협

난민의 지위 및 권리와 관련된 주요 국제조약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그에 관한 『1967년 난민 의정서

(1967 Protocol)』이다. 난민과 관련한 지역 조약에는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

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협약(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및 1984년 『난민에 

대한 카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이 포함된다.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의 가입 여부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강제

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근간으로 한다. 본 원칙은 또한 국제 관

습법의 일부로서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국내이재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국내이재민은 무장 분쟁, 광범위한 폭력 상황, 인권 침해 또는 자연재해나 인재의 결과로 거

주지로부터 강제로 피난하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경

우 이들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나 비국적 상주민(non-national habitual residents)일 수도 

있다. 

해당 국가의 국가법에는 국내이재민에 대한 특정 법정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국내이재민은 다른 시민 또는 상주민들과 동등하게 해당 정부 당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이재민과 관련된 특정 국제 협정은 없다. 하지만 1998년에 발간된 『국내 이재이주에 관

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은 국내이재민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 보장 및 기준을 검증하는 권위 있는 근간이 된다. 그 원칙은 유추를 통해 국제 인권 및 

인도법과 난민법을 반영하고 또 그와 일치한다.

 

 난민과 국내이재민을 구별 짓는 것은 무엇인가? 국내이재민과 난민 사이의 주

요 차이점은 국내이재민은 국제 국경(international State border)을 넘지 않지만,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 상주국)을 떠났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서는, 한 국가의 영토 일부가 중앙 정부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해당 지역을 통제

하는 독립체(entities)가 이미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했을 수도 있다.

중앙 정부 당국의 통제 하의 영토에서 사실상 독립체(de facto entities)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국경을 지나지 않았으므로 난민으로 간주될 수 없다. 

왜 국내이재민은 별도의 지위가 필요하지 않는가? 국내이재민의 정의는 법적 정의

라기보다는 서술적 정의이다. 이는 자신의 상주지(habitual residence)에서 쫓겨난 사

람의 사실적 상황을 단순히 묘사한다. 국내이재민에게는 난민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망명국 또는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의무에 따라 난민으로 정식 인정받을 필

요가 있는 난민과 달리 국내이재민은 특정 국가의 시민 및 기타 상주민으로서의 권리와 

보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법에 국내이재민의 법적 지위가 명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국내이재민을 등록하면, 이는 그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일

까? 캠프 인구의 등록은 법적 지위 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등록은 캠프 인구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법상 국내이재민

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는 절차 및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일 것이다.

무국적자

무국적자란 어떠한 국가의 국민으로도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많은 경우에, 무국적자는 

상주국에서 법적 지위가 없으며, 효과적인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국적자는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하에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많지 않다. 

이재이주의 상황에서, 무국적자는 더욱더 취약해질 수 있다. 만약 국내이재민 중 무국적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녀의 출생 등록 또는 다른 종류의 문서화를 이용할 권리 등 자국민에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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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허용된 권리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받을 수 있다. 

난민 중에도 무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무국적자가 위에 기술된 난민의 정의를 충족

하는 경우, 이들은 난민 지위 및 이 지위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의 보호: 인권 보호, 그 이유는?

보호 담당관과 캠프 관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캠프 거주민에게 부여된 인권의 범위를 숙

지하고 있으며, 캠프 거주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호 부족의 결과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 그 실례가 하나 있다:

국내이재민이 이재이주 동안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 이유

는 법적인 것일 수도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국내이재민이 신원 증명 서류를 

분실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륙으로 이주한 어부처럼 국내이재민이 자신의 통상적

인 생계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장소로 이주했거나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들이 일하는 것

을 허락하지 않고 차별하는 곳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국내이재민이 탈출 과정에서 자

신의 연장을 분실했거나 연장을 가져올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익숙한 성인에게, 실업은 극도로 좌절스럽고 무기

력해지는 일이다. 장기간에 걸친 실업으로 인해 음주, 마약 중독 및 가정 폭력이 증가하

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누구에 의한 보호인가?

수용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 

때때로 수용국 정부는 역량 또는 자원이 부족해서 이런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 국가 당국이 

특정 집단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할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국제사회는 몇몇 기관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임무를 부여했

다. 이 기관들은 보호 분야에서 특정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캠프 관리 기관이 현장

에서 만날 수 있는 4대 의무 보호 기관이다:

! 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 유엔인권고등판무관(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유엔난민기구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은 유엔난민기구에 난민을 전 세계에서 보호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선도하고 조정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적은 난민의 권리 및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의 망명을 요청할 권

리, 다른 국가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권리 및 자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난민들의 어려운 처지

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출신국으로 돌아온 난민들의 재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유

엔난민기구는 난민 발생 상황의 재발을 방지한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상태의 확인, 방지 및 감소와 무국적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관련 파트너와 공조할 세계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인도적 개혁 이후, 유엔난민기구는 글

로벌 수준에서 국내이재민의 보호를 위한 클러스터 주관기관으로 지명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유엔난민기구는 복잡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보호 클러스터를 주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유엔난민기구는 조직 규정에 따라 임무를 받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Capital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그에 관한 『1967

년 의정서(1967 Protocol)』를 지침으로 한다. 국제 난민법은 유엔난민기구의 인도적 활동 원

칙에 대한 주요 근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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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이재민의 보호

국내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제공은 정부와 산하 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하

지만 국제 사회 역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위기 규모 및 인간 고통의 범위는 단일 

기관 또는 조직의 임무나 역량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인도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 정치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공동 또는 합동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조정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에 착수된 인도적 지원 개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접근법이 국내이재

민 보호에서 예측성과 책무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제로서 소개되었다. 본질적으로 클러

스터는 하나의 부문 집단이다. 보호 클러스터를 포함한 11개의 글로벌 클러스터가 설

치되었다. 글로벌(본부) 수준에서 보호 클러스터는 유엔난민기구가 이끈다. 보호 클러

스터 내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책임 분야는 특정 기관에 할당되었다. - 법치

(UNDP/OHCHR), 성차별 폭력(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 UNFPA), 아동 보호(UNICEF), 지뢰제거활동(유엔지뢰행동국,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 UNIMAS) 및 토지, 주거지와 재산(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국가 수준에서, 유엔난민기구는 복잡한 비상사태 상황의 보호 클러스터 주관기관이 된

다. 자연재해의 경우,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및 유엔인권고

등판무관(OHCHR)이 가장 적절한 리더쉽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클러스터 주관기관은 기관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평가 및 전략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장하고, 당국과 활동을 조정하고, 참여적이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접근

법이 모든 필요 조사, 분석, 계획, 모니터링 및 대응 시에 활용되도록 하고 모든 활동

에서 광범위한 사항의 통합을 증진한다. 클러스터 주관기관은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

(Humanitarian Coordinator, HC)들의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자 “마지막 수

단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주관기관이 클러스터에서 요구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접근권, 보안 및 자원이 허락

하는 한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 클러스터 접근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장 및 부록 2를 참조하시오.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로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옹호하고, 그들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며, 아동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확대할 임무

를 부여받았다. UNICEF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기반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를 영속적인 윤리 원칙이자 아동을 위한 활동에 대한 국

제적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UNICEF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및 개발은 인류 진

보에 필수적인 보편적 개발 의무라고 주장한다. UNICEF는 전쟁, 재난, 극심한 빈곤, 폭력 및 

착취 피해 아동과 장애아동 등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전념한

다. UNICEF는 폭력,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대응한다. 

UNICEF는 아동의 건강, 영양, 교육, 훈련 및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사명은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리들이 실행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들

을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OHCHR은 국제 규범에 따라 특히 국가 수준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개

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기관, 법원, 국가 기관, 시민 사회, 지역 및 국제기구, 그리고 

유엔 시스템과 협력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OHCHR은 유엔의 인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

엔에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념한다. OHCHR은 인권이 유엔 업무의 기초가 되

도록 유엔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도적 지원기관으로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

충돌, 국내 소요사태 및 다른 국내 폭력 상황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다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신속한 배치 역량

! 긴급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상 의무를 이

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들과 양자 간 비공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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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중재 역량

! (예방에서부터 이재이주 동안의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대처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자

발적 귀환 촉진에 이르기까지) 이재이주의 모든 범위에 대한 관심

! 공평한 대응의 토대로써 독립적인 필요 조사(needs assessment)

!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 역량

! 필요에 따라 (보건, 급수, 주거지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개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포함

한 직접 서비스와 물질적 원조 제공, 가족 관계 회복, 지뢰제거 프로그램 등

! 이재이주를 방지하거나 현지 인구가 국내이재민을 수용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자립 촉진

 무장 폭력 또는 자연재해가 이재이주 및 가족의 이산으로 이어지면,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국가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와 협력하여 추적(tracing) 서비스를 조직할 수 있다. 

캠프 인구가 자신의 가족을 찾고 분쟁으로 인하여 단절된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은 정기적으로 캠프를 방문하거나 

상주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추적 및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십자

위원회는 UNICEF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비의무 보호 기관 Non-Mandated Protection Agencies

비의무 보호 기관은 국가 또는 국제 NGO이다. 상당수의 기관이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 실무

단의 업무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 보호 강화에 있어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한다. NGO는 인권 

침해를 모니터하고 보고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비의무 기관들은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보건권과 같은) 특정 권리에 역점을 두거나, 아동, 장애인, 노년층, 난민 

및/또는 국내이재민을 포함한 선별된 집단에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것에 전문성을 가

질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을 하는 비의무 보호 기관은 추후 본 장에서 명시할 활동들

을 통해서 이재민의 보호를 개선하고 평가할 수 있다. 

보호 기관과 위탁: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많은 상황에서, UNHCR, UNICEF, OHCHR,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NGO를 포함한 다양

한 보호 기관들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보호에 관한 부문별 정기 회의

가 정보를 보급 및 교환하고 보호 활동 및 대응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문제 및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 관련 정보가 캠프 주민에

게 똑같이 공유되고 및 후속조치 되도록 함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기관 또

는 기구의 핵심 보호 담당관, 캠프 거주민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임무 및 이들이 캠

프 내에서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정에 도움이 된다. 이는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이 정보 및 알 권리가 있는 캠프 인구와 보호 문제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에 도

움이 된다. 

비록 각 정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관 이재민 관련 전문 분야 및 활동 영역 

유엔난민기구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www.unhcr.org

! 난민 보호

! 프로파일링 및/또는 등록

! 캠프 조정

! 커뮤니티 동원 및 역량 강화 활동

! 성차별 폭력(GBV), 강제 이재이주나 강제 귀환, 문서화 부족 및 

 HIV/AIDS를 포함한 특정 보호 관련 위험 예방 및 대응 조치

! 긴급한 보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지원 제공

! 비상 쉘터와 T-쉘터(Transitional Shelter)

! 보호/귀환자 모니터링 및 보고

! 이재이주에 관련된 국가 정책, 전략 및 입법 개혁의 개발에 

관한 기술적 조언

! 국가 당국, 시민 사회, 이재민 커뮤니티 및 인도적 지원 담당자

들에게 보호 기준 및 문제들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 제공

! 난민과 국내이재민을 위한 항구적 해결책 옹호 및 실행에서 

지원 제공

! 보호에 관한 애드보커시

! 조사(assessments), 전략 개발, 프로젝트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 보호 관련한 활동의 기관 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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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고등판무관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ww.ohchr.org

! 국내이재민과 귀환자들의 상황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 국가 당국과의 연대와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의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s), 실무단 및 독립적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이재민들의 보호 필요(protection 

needs)를 위한 애드보커시 

! 인권 조사, OHCHR 진상 조사단 및 국제심사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s of inquiry)

! 이재민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역량 및 

기관 설립 이니셔티브의 설계 및 시행을 지원

! 조약감시기구(Treaty Bodies) 메커니즘을 통한 모니터링, 

조약에 의한 국가 당사자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

! 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 유엔안전보

장이사회에 특정 인권 상황을 브리핑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www.unicef.org

! 아동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assessment) 시행

! 아동의 부양자로부터의 분리 예방을 지원하고 이들의 신분 확인, 

등록 및 건강 진단을 원활히 진행

! 가족 추적 시스템(family-tracing system)이 적절한 관심 및 

보호 시설과 함께 시행되도록 보장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다음 방법을 통해 

예방: (i) 성폭력 및 다른 형태의 고의적인 학대, 폭력과 착취를 

모니터링, 보고 및 반대 애드보커시; (ii) 성폭행 생존자에게 

의료서비스 및 심리 사회적 치료와 지원 제공

! 고아 및 다른 취약 아동들의 보육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제공

!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포함한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지원 

! 교육 및 보호 대응에서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통합

!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직접 또는 파트너들을 통해 다음을 이행: 

 (i) 무장 분쟁 동안 어떤 자격으로든 아동을 징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모니터링, 보고 및 반대 애드보커시; (ii) 분쟁 당사자들이 

아동 징집 및 이용을 삼가도록 약속을 요구; (iii) 징집되었던 

아동의 방면을 협상하고, 동원 해제 및 재통합 프로그램 도입

! 지뢰 위험 교육(Mine Risk Education, MRE)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시행을 지원

! 비상사태에서 아동 이니셔티브의 정당성 지지

!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ww.undp.org

! 이재민을 위한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 및 준법률가의 지원을 

포함한 사법 및 법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커뮤니티 수준에서 관습법 기제 및 평화로운 분쟁 해결에 

대한 지원

! 지역 치안 유지 활동 권장

! 국가 사법 기관의 역량 강화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및 보안대; 군대, 비국가 무장 세력; 

시민 사회; 이재민 및 전통적 지도자를 훈련 

! 사법 및 헌법 개혁 촉진

! 사법 및 안보 기관에 대한 시민 감독(civilian oversight) 장려

! 시민 및 법치(rule-of-law)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법률 지식, 

커뮤니티 교육 및 자신감 강화 지원

! 법률 정보 센터 설치 및 인식 제고

! 미성년자 재활 지원 및 법치주의 관계자/기관에 기본 운영 

도구 제공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www.unfpa.org

!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 및 자료 수집 방법 

! 성차별 폭력(GBV)과 HIV/AIDS를 포함한 특정 보호 위험 

예방 및 대응 조치

! 성차별 폭력과 관련한 국가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기술적 지침 및 조언

! 성차별 폭력 및 생식 보건 문제에 관해 국가 당국, 시민 사회, 

국내이재민 커뮤니티 및 인도적 지원 담당자들을 훈련 및

역량 강화

! 성차별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임시 쉘터 마련을 촉진

! 성폭행 피해 후에 치료 제공을 지원

! 성폭행 생존자들에게 사후예방조치

 (Post-Exposure Prophylaxis, PEP) 제공을 지원

유엔지뢰행동국

UNI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www.mineaction.org

! 지뢰 제거와 미폭발 무기 및 잔류 폭발물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의 제거

! 시민 사회, 이재민 커뮤니티 및 인도적 지원 담당자들을 위한 

지뢰 위험 교육 및 인식 훈련 제공

! 잔류 폭발물 및 지뢰 처리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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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ww.icrc.org

! 국제인도법(IHL)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분쟁의 모든 당사자와 양자 간 비공개 대화

! 공평한 대응의 기준으로써 독립적 필요 조사

 (needs assessments)

!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대처하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 역량

! (보건, 급수, 주거지 및 경제적 안정 등) 다부문적 지원 활동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등록을 포함한 직접 서비스와 물질적 

원조 제공

! 가족 관계 회복, 실종된 가족 추적, 동반, 사람들 대피, 지뢰 

제거 활동 프로그램

! 국가법 개선에 대한 조언 및 국제인도법(IHL)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한 노력

! 이재이주를 예방하고 현지 인구의 이재민 수용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자립 촉진/지원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모든 기관 또는 NGO는 그들의 임무에 포함되는 보호 

사안에 대해 캠프 관리 직원이나 기타 관계자들 (즉, 경찰 또는 보안 기관) 또는 캠프 인

구에 훈련 및 정보 세션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보호 활동

캠프 관리 기관은 현지/캠프 수준에서 정부 당국의 보호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지원은 보호 기관과 다른 NGO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국가 당국 또는 (보호 주관기관 또는 의무 기관)과 같은 담당 기관이 캠프 내의 관련 보호 사항

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책 및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도록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보호 관련 역할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보호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한 부분과 위반 사

항에 관심을 가짐

! 보호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권리 보유자와 보안대, 경찰 및 평화 유지군을 포함한 의

무 이행자들에게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훈련 시행

! 캠프 인구가 직면한 보호 위험에 대한 상황 분석 시행

! 계획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보장을 통한 예방 조치 시행

! 보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한 환경 조성

! 보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기제 지원

!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과 위반 사항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보호 주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관여 범위는 상황마

다 다를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인도적 지원, 서비스 및 캠프 치안의 제공을 모니터링 및 조정

! 의무 기관 또는 보호 주관 기관의 지침에 따라 국가법 또는 국제법에 기술된 인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그에 상응하는 옹호 활동

! 캠프 내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 보호 주관 기관을 지원 

권리 보유자 및 의무 이행자에게 관련 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훈련을 시행하고, 참

가자를 선별하며 내용을 결정하는 일은 보호 주관 기관과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 집단

들이 캠프에 상주하거나 그 주변에 있다면 훈련 대상이 될 수 있다:

! 캠프 인구 - 캠프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을 포함

! 수용 인구

! 현지 당국

!  군 당국

! 주관기관과 국가 및 국제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관계자

상황 분석 시행. 효과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커뮤니티가 직면한 보호 

위험에 대해 상당히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캠프 관리 기관은:

! 캠프 인구의 나이별, 성(性)별 프로필과 어떤 집단이 특정한 필요를 가지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 캠프 내부와 그 주변의 보호 문제 및 위험을 파악하고, 커뮤니티의 지원 서비스, 자원 및 역

량을 포함한 기존의 지원 서비스, 자원 및 역량을 조사하기 위한 참여형 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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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필요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합의된 개입이 필요한 참여형 워크샵 및 실무단

에 참석해야 한다.

! 잠재적 격차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들과 NGO들이 캠프 내에서 제공하

는 보호 지원 및 활동을 상세히 계획한다.

예방 조치를 시행. 시기적절하고 공평하며 참여적인 인도적 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은 이재민 

보호의 핵심 측면이다. 지원 및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은 보호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예

방할 수도 있다.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

! 식량 및 비식량물품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이 허용된 조직적이고 접근 가

능한 방식으로 배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몇몇 집단의 특정한 필요도 고려한다. 

! 모든 연령의 남녀노소를 포함한 캠프 인구의 참여가 모든 프로그램의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관리에 참여한다. 

! 노년층, 장애인, 여성 및 아동과 같은 특정 집단의 접근권이 고의적으로 -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이 배급에 대한 불공평한 통제권을 획득해서 - 또는 의도치 않게 -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배급 지점에 접근하기 쉽지 않으면 -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마련되어 있다. 만약 모니터링이 주의 깊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 분배 메커니즘 역

시 캠프 인구를 인도적 지원 관계자를 포함한 배급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한 성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되게 한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0장과 제11장을 참조하시오.

▶▶  식량 및 비식량물품의 평등한 배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3장을 참조하시오. 

▶▶  캠프 인구의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보호 위험 발생 가능성 감소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폭넓은 커뮤니티의 참여 및 역량 강화는 보호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

이 할 수 있는 몇몇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캠프 인구에 그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커뮤니티가 인도적 지원 및 캠프의 행

동강령에 관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은 캠프 인구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

은 방법이다. 

! 보호에 대한 관점을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하에 있는 캠프와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

에 반영 

 종종 ‘보호 주류화(protection mainstreaming)’로 언급되며,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관점이 기술 부문 및 캠프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에는 조사, 계

획, 실행, 모니터링 및 활동 평가라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사이클에 걸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배급 계획에는 배급 센터로 올 수 없는 집단에 대한 

초점을 통합해야 한다. WASH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밤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초점을 포함할 수 있다. 교육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13세에서 

18세 사이 연령대의 소녀들에 대한 교육의 보호 관련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인구통계학적 분류와 캠프 거주민의 프로필을 알아내기 위해 적절한 등록/프로파일링 시

스템의 구축 지원

! 캠프 내에 세워진 시설 및 서비스가 보호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다른 부문/서비스 

제공자들과 조정

! 출생 및 사망 등록과 출생/사망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할 국가 당국 및 

책임을 맡은 보호 기관과 협력

! 특정한 필요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캠프 내에서 보내는 시간의 추

이에 따른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메커니즘을 구축

▶▶  등록 및 프로파일링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9장을 참조하시오.

▶▶  조정 기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4장을 참조하시오. 

 실제 상황에서의 보호: 출생, 결혼 및 사망 등록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생증명서는 당신의 나이 및 신원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이다. 출생

증명서는 당신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다양한 서류 중 하나이다. 출생 국가에 따라

서, 출생신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들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 취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출생증명서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가 신분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하다. 

! 일부 국가에서는,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출생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와 함께 획득한 국가 신분증과 같은 다른 문서)를 제시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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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시민권 법(citizenship laws)에 따라, 당신이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는 어떠한가? 모든 국가에서 결혼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

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없더라도 법적 

부부로 인정하는 ‘관습법적’ 결혼을 인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 지도자 또는 연장

자가 결혼 관련 서류를 발급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가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 발급

절차에 관계없이, 결혼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유에서 유용하다:

! 일부 문화에서, 혼외 자식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때때로 출생증명서는 부모가 결

혼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발급되지 않는다. 

!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산, 연금 및/또는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유산 및 보상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내전 또는 (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동안 혹은 그에 이어 사망한 

가족구성원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피난 중에 사망하는 

경우, 이들의 사망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망 장소에서 검시 및/또는 조사와 

등록이 요구되는 등 사망을 등록하는 과정이 매우 엄격한 경우가 많다. 일부 문화권에서

는 사망증명서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중요한 애도 과정이며 재혼의 전제조건일 수 있

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출생, 결혼 및 사망 증명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캠프 관리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해야 한다.

! 사람들이 자신의 문서를 분실한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등록하지 않은 것인가?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증명서 사본 발급 과정은 신규 등록하는 과정과 완전히 다

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출생, 결혼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인가?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에 도착한 

이후의 출생, 사망 및 결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며칠, 몇 

주, 몇 달, 그리고 심지어 몇 년이 걸려 이동한 끝에 캠프에 도착하고, 등록할 기회도 

없이 도중에 아기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사망하고, 결혼한다. 이런 사람들 역시 등

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신분 증명 문서를 분실한 경우, 등록한 장소를 아는 것은 기록이 중앙집권화되지 않

은 국가에서는 특히나 중요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문서 번호와 성

명 및 날짜와 같은 주요 데이터는 항상 유용하며 일부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대응 기제 Response Mechanisms 지원

대응 기제 수립 및 감독은 일반적으로 관할 국가 당국 및/또는 보호 기관이 부문/클러스터 주

관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임무이지만, 캠프 관리 기관 역시 그 영향을 위해 중요한 애드보

커시 및 지지 역할을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 보호 기관이 발생한 보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을 캠프 내에 구축하고,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및 법적 상환 청구권(legal recourse)에의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담당 보호 기관과 함께 모든 캠프 거주민들이 기존 서비스와 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인지

하도록 할 수 있다.

! 캠프를 기반으로 한 모든 기관의 직원들이 적절한 기관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사고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 보호 사고 및 문제들을 캠프 관리 기관 또는 적절한 보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도울 커뮤

니티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 특정 보호 문제가 발생 시, 책임 기관 또는 당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  보호 사고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예는 본 장의 툴을 참조하시오.

모니터링 및 평가

캠프 관리 기관 및 직원은 캠프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캠프 인구와 더 가까이 

지내며 종종 최초로 문제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캠프와 그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호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호 주관 기관과 긴밀한 협

력을 통해서 개발한 캠프 인구의 훈련 및 집단 의식 고취를 통해서 이를 성취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주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 모든 거주민이 캠프와 국가 시설 및 서비스에 안전하고 비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모

니터해야 한다. 이것은 캠프 내에서 인도적 지원 격차, 새로 나타나는 필요, 새로 도착한 사

람들, 캠프 내와 주위에서 발생한 절도 및 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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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기관이 보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것을 지

원해야 한다.

! 캠프 전체에 걸쳐 위협 및 위험에 대한 상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필요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개입을 결정해야 한다.

!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과 관련하여 보호 주관 기관이 캠프 내에서 발생한 보호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캠프 내에서 의료, 법률 또는 정보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위탁하는 절차를 홍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 관계 당국 또는 의무 보호 기관에 보호 위반을 예방 또는 중단하기 위한 집단 애드보커시에 

대한 특정 우려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사건 보고 체계는 사용과 관리가 쉬워야 하며, 생존자들을 위해 개입 및 애드보커시

를 지원하고 입증하기 위해 의미 있고 적절한 분석이 반드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정보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시오. 

 후속 조치의 중요성 - 현장의 목소리

“캠프 관리 기관은 모니터링 및 보고 활동을 통해 캠프 환경에서의 보호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파악된 문제 및 위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

관의 의무라는 점이 때때로 잊혀진다. 후속 조치는 책임을 지고 캠프에서 효과적인 보

호를 제공함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캠프 관리 기관에 필요한 보호 관련 지식은?

캠프 관리 기관이 국내이재민 또는 캠프 환경이나 캠프 유사환경에 수용된 다른 사람들을 보

호하는 데 있어 전문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캠프 관리 기관이 보호 위험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 올바른 태도와 캠프 내 사람들 및 삶을 계속 접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긍정적이고 적

극적이어야 한다.

! 그들의 태도가 캠프 거주민들에 대한 보호 또는 보호 부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 (국가법을 포함한) 관련 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기관 또는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이 제공하는 기존의 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국가 헌법을 포함하여 캠프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핵심 조약들을 공부해야 한다.

! 캠프 커뮤니티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보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

이다: 보호 위험 및 필요는 종종 나이, 성별, 인종 및 장애에 따라 좌우됨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권리 및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캠프 거주민과의 참여형 접근법은 보호 및 지원 

활동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커

뮤니티를 그들의 자체적인 보호에서 관계자로서 권한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캠프 관

리 기관 및 다른 보호 관계자들이 모든 캠프 거주민들의 권리가 확인되고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의 기타 대표자들 

또한 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활동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개인 정보의 기밀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만약 캠프 인구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 정보가 동

의 없이 다른 이들과 공유된다고 느끼게 되면,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의 신뢰를 곧 잃

게 될 것이다.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개인을 더 심각한 보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당사자의 정보에 기초한 동의를 받고, 관련 위험을 인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정보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5장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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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

법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 권리이자 다른 인권을 수호하고 범죄,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책

무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캠프 환경은 범죄나 캠프 주민 간 또는 캠프 주민과 현지 거주민들 사이의 분쟁에서 자

유롭지 않다. 캠프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 부양 구조의 붕

괴는 범죄 행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캠프 거주민은 캠프 거주민 

또는 외부 관계자에 의한 범죄 행동에 취약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범죄에는 절도, 폭

력,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행, 살인, 납치, 강제 매춘 및 가정 폭력이 포함된다.

정부는 캠프 인구가 차별 없이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많은 캠프 상황에서 다음 2개의 상응하는 제도가 법 집행을 다

룬다:

! 국내이재민 또는 난민에 관계없이, 캠프 거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

법 제도: 모범사례를 통해 살인, 강간, 폭력, 아동 학대 또는 착취와 같은 강력 범죄

는 언제나 국가 사법 제도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커뮤니티 수준에서 분쟁을 종종 해결하는 대안적 사법 제도. 일부의 경우, 캠프 거

주민들은 특정 분쟁 또는 범죄에 대한 중재, 해결 및 처벌을 제공하기 위해 출신지

에서 사용했던 전통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가져올 수 있다. 다른 경우에

는 국가 사법 제도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 또는 접근권 부재로 인해 커뮤니티가 비

공식적인 분쟁 해결 기제를 만들 수도 있다. 대안적 사법 제도 또는 분쟁 해결 시스

템은 경범죄 및 청소년 사법 사안에 사용될 수 있다. 

국가 사법 제도와 대안적 사법 제도 모두 반드시 공평성과 투명성의 최소 기준을 충족

하고, 비차별, 고문과 임의 체포 또는 구류 금지를 포함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캠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고, 캠프 생활을 예상 가능하게 하고, 캠프 

거주민들의 기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련의 규범이 마련된다. 그러한 일련의 규범 또는 

캠프 규칙의 제정은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이다.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역할이 정보 공

유 및 지원인 곳에서는 일련의 규범 또는 캠프 규칙들이 사법 제도와 구분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 및 국제기구와 NGO가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이 저지르거나 그들을 대

상으로 한 범죄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들은 캠프 거주민들의 사법 제도

에 대한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접근권을 옹호하고 캠프 내에 수립된 절차가 기본적인 국

제 기준에 부합하게 할 책임이 있다.
 ▶▶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주관 기관이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

야 한다. 보호 주관 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는 캠프 관리 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조

치를 누가 제일 잘 취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캠프 거주민들에게 경찰 및 사법 당국에 연락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사법 절차 및 

그에 접근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 국가 사법 제도 및 캠프 내에서 시행되는 기존의 대안적 사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제공한다.

! 적용 가능한 법,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보급한다.

! 법 집행에서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보호 조정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 전체 인구 또는 여성, 아동 또는 소수 인종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 존재할 수 있

는 국가 사법 제도 접근권에 대한 장애물 식별에 참여한다.

! 국가 사법 제도에 대한 확인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캠프 메커니즘을 운영하는 

보호 기관들과 함께 노력한다. 이에는 다음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캠프 내의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상

 – 현지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당국과 협력

 – 캠프가 외진 곳에 위치하여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경우, 접근성 증진

 – 이동 법원을 설립하여 캠프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협상

 – 생존자와 용의자 모두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NGO와 협력 또는 지원

!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법원 및 다른 형태의 분쟁 해결 절차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한다:

 – 편파주의와 부패가 예를 들어 여성 및/또는 소수 인종 구성원들의 동등한 접근

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 의사결정 및 처벌 과정이 공정하며,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가해자의 커뮤니티 봉사를 포함하여 구제 방법이 효과

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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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준들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보호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을 위해 그 국제 기

준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일한다:

 – 캠프 내에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위한 내규(by-laws) 또는 규약(codes)을 

장려한다. 이런 과정에는 모든 집단의 거주민을 포함해야 하며 캠프 지도자들에

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 전통적, 종교적 지도자와 사법 행정 관계자를 관련 국제 기준 및 커뮤니티를 기

반으로 한 사법 제도에 관해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관련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들

을 파악한다.

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권은 1951년 난민 협약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에서 보장

한다. 난민 협약은 강제 재배치 또는 귀환과 같은 강제 이동의 금지도 포함한다. 이동의 

자유권이 적용되는 범위는 해당 당사자가 한 국가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지 여

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국내이재민(IDPs): 국내이재민은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다른 국민들

과 같은 기준으로 희망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예외가 있지만, 국내이재

민을 위한 캠프장 정책은 이동의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된다. 

난민: 난민을 포함한 무국적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권은 대상자가 합법적으로 해당 국

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용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은 난민들은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며 일반적으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만약 법에 따라 시행되었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하고 합리적이라면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12

조 하에서, 다음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 국가 안보

! 공공질서

! 공중 보건

!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

합법적이기  위해서  이동의  자유법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상기  규약에서  인정

한 다른 권리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황이 변함에 따라 상기 조건의 추이를 

 ▶▶

조사해야 한다. 비상 국면 동안 필요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합당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질 수 있다. 

캠프 내에 거주하는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의 이동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현실적 또는 

기타 장애물들에 의해 제한된다:

!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및 입수 가능한 교통수단의 부족

! 범죄, 무장 분쟁 및 일반화된 폭력 또는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ERW)의 존재에 

따른 안전 및 치안의 부족 

! 신분증 또는 여행증명서의 부족이나 분실

! 국가 당국에 의한 난민과 국내이재민의 이동의 자유 축소

이동의 자유 축소는 거주민들이 캠프를 떠날 수 없거나 캠프 주변의 특정 범위까지 이

동이 제한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수의 거주민들만이 어떤 특정한 기간

에 캠프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고, 캠프 출입을 통제하는 주로 캠프 내에 상주하는 국가 

경찰과 같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받은 후에만 캠프를 떠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만약 캠프 거주민이 캠프장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이들은 벌금, 체포, 억류 

및 난민의 경우 강제 귀환 (출신국으로의 강제 송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각한 경우 감금에까지 이를 수 있다. 감금은 감옥, 폐쇄 

캠프, 억류 시설 또는 공항의 환승 구역을 포함하여 비좁고 제한된 장소에 구금되는 것

으로 이동의 자유가 크게 줄고, 이 제한 구역을 떠날 유일한 기회는 영토를 떠나는 것

이다.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임의 또는 불법 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

리가 있다. 이는 구금 금지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국가는 반드시 구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특정 조건들에는 

구금이 법에 근거할 것, 임의적이지 않을 것 (즉,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

요해야 한다), 주기적 검토를 할 것, 구금된 사람이 반드시 법정에서 자신의 구금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질 것 등이 포함된다. 

여러 캠프 상황에서, 국가 당국은 거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공공질서, 국가 안보 및/또는 캠프 거주민의 치안을 근거로 정당화한다. 다른 상황에서

는, 당국이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의 제한 받지 않는 이동은 한정된 천연 또는 경제적 자

원 분야에서 캠프 거주민과 수용 커뮤니티 사이에 범죄 및/또는 분쟁이 증가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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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는 종종 다양한 기타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동에 대한 제

한은 난민과 국내이재민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동의 자유 부족은 긴장 상

태 및 감금된 느낌을 악화시켜 캠프 커뮤니티 간에 심리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는 캠

프 내에서 범죄 및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켜 캠프 거주민에 대한 치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자립 활동을 포함한 채용 및 교육과 보건 시설과 

같은 수용 커뮤니티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동의 자유 부족은 난민과 국내이재민이 장작이나 가축들을 키우기 위한 목축지와 같은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가족이 흩어지면, 이들은 다시 

재회하거나 서로를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이동의 자유 부족은 빈곤, 정

신적 외상,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캠프 거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장애물들을 줄이기 위해서, 캠프 관

리 기관은 반드시:

!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하며 해당 장애물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다른 집단들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참여형 평가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캠프 내 다른 집단들의 견해 및 

제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치안상의 이유로, 캠프 거주민들이 캠프에 울타리를 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결

정을 여성을 포함한 캠프 거주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도록 하고, 설치할 울타리의 종

류에 대해 캠프 거주민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 특정한 위험에 처한 개인들에게 약간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목적으로 또는 

의료서비스나 시장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입수 가능한 교통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다른 캠프장 정책 또는 다른 공식적 제한에 관하여, 캠프 관리 기관

은 반드시:

! 캠프장 정책 또는 다른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위

험을 인지해야 한다.

! 이동의 자유 문제에 관해 준비된 법규와 정책을 숙지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캠프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

 
▶▶

! 이동의 자유에 관한 법규 및 정책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캠프 거

주민들에게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캠프 밖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 연락할 담당자 또는 기관에 대한 상세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

!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영향은 남녀노소에 있어 이들의 나이와 배경에 따라 다

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평가를 이행하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런 다양

한 위험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해제를 지원하기 위해 옹호활동을 해야 한다. 실제 협상

은 현지 또는 국가 당국과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보호 주관기관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 활동을 통해 협상을 지원할 수 있다:

 – 기존의 규제 또는 시행되려는 규제를 막는 것과 관련된 보호 관련 우려 사항들을 

파악한다.

 – 캠프 거주민과 주변 커뮤니티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제한 해제로부터 오는 혜

택에 대해 수용 커뮤니티 및 현지 당국과 함께 살피고 논의한다. 예를 들어, 이동

의 자유가 증대되면 캠프 내의 치안이 강화되거나, 난민과 국내이재민이 소득 창

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득 창출 활동은 이상적으로는 주변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캠프 거주민이 특정한 기간에 캠프를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

는 곳에서는, 통행 시스템이 공평하고 투명하며, 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남

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일부 경우에는,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찰 또는 경비 요원이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에

게 통행증 수령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난민과 국내이재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프 치안 담당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 캠프 거주민이 구금 사건이나 출입 통행증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캠프 거주민이 체포되거나 감금되는 경우, 관련 보호 기관에 즉시 보고되어, 당사자

가 석방될 수 있도록 당국과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수준에서 보호 계획에 관해 국가 당국,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 

의무 보호 관계자 및 캠프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조한다. 

 캠프 직원은 주요 국가법 및 국제조약에 대해 훈련받고 숙지하며, 어떤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다. 

 캠프 직원들은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보호 관계자들의 임무를 인지하고 있다. 

 캠프 직원들은 이재민들의 법적 지위를 알고 있다. 

 다양한 국가 및 비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에 대한 훈련 및 인식제고가 부문/클러

스터 주관 기관 및 의무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적절하게 업데이트되는 종합적인 등록 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보호는 조사, 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기술 부문 및 캠프 활동에 걸쳐서 ‘주류화’되거나 통합되어 있다. 

 보호 위탁 절차는 명확하고 잘 전달되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주관 기관 및 의무 기관들이 캠프 내에서 사법 및 법 집행 메커니

즘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하여 이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에서 지원, 서비스 및 치안의 제공을 모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

도록 모니터링 도구와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마련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에서의 인권 남용 및 침해 사건들을 모니터하고 보고할 수 있도

록 모니터링 도구와 보고 체계가 보호 주관 기관과 합의되었고, 마련되어 있다. 

 보호를 증진하고, 캠프 인구가 스스로 보호에 있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참여가 장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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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형 평가 기술은 모든 연령대의 남녀노소의 다양한 필요 및 우려 사항을 포함한 커뮤

니티의 보호 관심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보고서 및 문서는, 특히 민감한 보호 사안과 관련된 문서들은, 안전하게 보관되며, 특정 

정황을 충분히 인지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유된다. 

 보호 기관과의 정기적인 조정 회의들은 보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최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에게 시기적절하게 보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대응 역량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무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가장 취약한 집단 및 개인의 보호와 모니터링은 캠프 생활의 일상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의 직원들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모두 이해하고 서명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동의 자유 제한이 가져올 수 있는 보호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이동의 자유는 부문/클러스터 주관 기관, 보호 관계자 및 국가 당국이 협조하여 모니터

하고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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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IASC, Protection Cluster, Early Recovery Cluster, 2007. Protection of 

Conflictinduced IDPs: Assessment for Action (pilot version for field 

testing).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

cluster%20approach%20page/clusters%20pages/Protection/P%20R&T/

frameworksmallsize.pdf

! Incident monitoring and Guiding Principles data reporting forms (samples).

! RHRC Consortium, The Gender-Based Violence Global Technical Support 

Project, 2004. Checklist for Action. Prevention &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in Displaced Settings. www.rhrc.org/pdf/Checklist.pdf

! UNHCR 2006, The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20

approach%20page/c lusters%20pages/Em%20Shel ter/Tol lk i t%20

Field/7.2%20Assessment7.2.2 %20Guidelines/7.2.2.8%20UNHCR%20

Participatory%20Assessment%20Too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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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프로파일링
REGISTRATION AND PROFILING



서 론

등록

등록은 향후에 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는 이름, 출생일 또는 성별과 같은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정보는 지원 제

공, 개별적 후속 조치 또는 보호를 위한 개입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위해 수집된다. 등록 정보

는 수집된 등록 정보를 통합하여 등록된 거주민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프로파일링을 위해 

부차적으로 활용된다. 모든 등록 활동에서, 등록의 목적 및 등록정보의 활용 방법이 수집할 정

보 분야를 결정한다. 등록의 목적은, 특히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있어, 모든 등

록 활동에서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의 영역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등록 및 프로파일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활동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관계자가 활동 목표와 구체적인 예상 결

과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방법론은 책임자와 책임 사항을 분명히하고,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는 문서화 되어야 한다. 

등록은 취약 집단과 그들의 특정한 필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가족을 찾아주는 서

비스, 법정 대리 및 가족 재통합과 같은 특정 보호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가 존

재할 때에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다. 등록이 시행되면,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신규 정착 및 

이주와 같은 필수 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상

황에 따라, 종종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의 적합성 지속을 위해 등록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절차에 개입한다. 

이재민의 등록 및 문서화는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유엔 기구, NGO 및 캠프 관리 기구는 자

신의 임무 또는 역할에 따라 정보의 계획, 수집 및 활용에서 운영자의 역할을 항상 수행한다. 

등록에 대한 기본 정의는 동일하지만, 법률에서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등록을 한 축으로 규

제하고 국내이재민을 다른 축으로 규제한다. 

난민의 등록

난민 보호 측면에서, 망명국에서 난민이 되면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에게는 부여

되지 않는 특정 권리를 갖게 된다. 이처럼, 등록은 개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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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등록과 프로파일링은 체계적인 정보 수집활동이다. 각 방법은 특정한 집단 또는 전체 거

주민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등록과 프로파일링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호 도구들이다. 등록과 프로파일링의 주된 목적은 수혜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특

성을 이해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등록 정보는 항구적인 해결책 모색과 관련 있으며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재민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등록 및 프로파일링 자료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캠프나 캠프 유사환경에 지원 및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은 주요 등록 및 프로파일링 파트너들과 조정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의무, 임무 및 역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재민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는 등록 또는 프로파일링 계획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의 다양한 활동가들의 조정 및 공헌이 성공적인 등록 또는 프로파일링 활동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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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환경에서의 등록은 이재민들의 능력 및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정

보는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거버넌스, 기술 프로젝트, 캠프 위원회, 실무단 및 훈련 계획에 참

여할 역량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해 커뮤니티의 참여 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유용

할 수 있다. 

캠프 내의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기관이 등록 정보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활동을 조정하고 국내이재민이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의 다

양한 등록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이재민을 결정하는 국

가법이 존재한다면, 등록은 해당 국가의 책임이며, 다양한 기관들은 자신의 특정 임무 및/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인구 중 일부의 자료를 등록하고 획득한다. 

 등록에서의 도전과제 - 현장의 목소리

“우리가 캠프 내에서 직면하는 도전과제에는 정확한 수혜자 명단을 작성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캠프는 마을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인구의 이동이 매우 잦다. 새로운 

이재민들은 캠프에 등록하지만, 실상 수용 가족과 함께 살며, 마을 출신 사람들은 피

난 중에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며 캠프로 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캠프에 등록된 

인구가 실제 캠프 거주민 수보다 훨씬 커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의 부재로, 캠프 거주민 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고, 우리가 

시행하는 여러 활동과 관련해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운영 파트너들은 자체적인 등록 절차를 시행하여, 그들의 지원 기준에 따

라 별도의 배급 카드를 발급하였다. 이는 또다시 불평등을 야기했고, 캠프 내의 긴장감

을 악화시킨다. 다음은 그동안 배운 몇몇 교훈들이다:

! 등록은 모든 캠프 활동의 기본이다: 등록은 제일 중요하며 최우선시해야 한다. 

! 등록 과정을 숙지하고 증명되고 승인된 방법을 활용하는 직원이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 등록 거주민의 수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운영 파트너와 캠프 인구에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은 모든 운영 파트너들이 동일한 등록 정보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주

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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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이자 첫 번째 단계로, 그 후 등록된 개인은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난민

지위는 국제 관습법하에 근거가 충분한 박해를 두려워하는 난민의 비자발적 또는 강제 귀환과 

같은 강제송환, 임의 체포, 강제 징집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 등록은 개인을 위한 적절한 

항구적 해결책을 찾고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항구적 해결책에 대한 희망 사항을 

기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등록은 정부의 책임하에 있고, 등록 및 난민지위 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를 포함해 난민의 국제적 보호 의무를 가지는 유엔난민기구가 운영상 지원을 

한다.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이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등록은 이들의 법적 지위

와 관계있으므로, 이들의 전체 인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이재민의 등록

국내이재민에게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이재민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을 

넘지 않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재이주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상주민(habitual residents)이

다. 이들은 이재이주하지 않은 다른 국민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난민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은 국내이재민 관련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정부는 국가법에 따라 국내이재민

의 등록 승인 여부 및 그 목적에 관해 결정할 책임이 있다. 일부 국내이재민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이재민에게 별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국내이재민을 정의하고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권리 및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정부와 협

력하여 해당 정부의 기준이 『국내 이재이주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준수하도록 한다. 정부가 이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국제기관이 정부를 지원하여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국내이재민에 관한 지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 마지막의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을 

참조하시오. 

인도적 측면에서 국내이재민 등록의 목적 중에는 특정 목적 또는 필요를 따라 특정 인도적 활

동 범위 내의 국내이재민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록은 특정 필요가 있거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국내이재민에 대해 시행되거나 수혜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캠프 

내의 모든 국내이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등록 정보는 캠프 설계를 돕기 위해 캠프 

계획 및 설치 단계에서 활용된다. 등록 정보는 지역 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커

뮤니티의 단결, 조직 및 협력 역량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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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의 방식에는 데스크 인터뷰(desk interview), 예상, 설문조사, 등록 및 초점 집단 

논의(focus group discussions)에서부터 주요 정보 제공원과 인터뷰까지 광범위하다.

핵심 사안

등록/프로파일링에서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등록 및 프로파일링은 프로그램 계획, 지원 제공, 캠프 내의 보호 보장에 대한 기반이 되기 때

문에, 캠프 환경에서 등록 및 프로파일링은 효과적인 캠프 관리에서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기

관에서 인도적 활동을 시행하는 캠프에서는, 다음 활동이 필요하다:

! 목표가 분명한 개입을 위해 지원받는 특정한 집단의 규모 및 특성 규정 (프로파일링)

!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를 식별 (등록)

난민 캠프 및 국내이재민 캠프에서의 역할과 책임

난민 등록

정부/유엔난민기구에 의한 등록은 난민의 지위 확인 및 후속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록 활동은 정부/유엔난민기구가 이끌고, 캠프 관리 기관 및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지원 및 인도적 개입 제공을 근거로 지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등록의 결과로 발급

된 문서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신분증 또는 증명서와 같이 난민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배급 카드 또는 보건 카드와 같이 대상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첫 번째 형식의 서류는 정부/유엔난민기구가 발급하는 반면, 두 번째 서류는 인도적 개입

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발급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지원 기관 간에 수급 카드

(entitlement cards)의 다양한 발급조건을 조정하여, 난민들이 다수의 자격 증명 서류를 가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등록 정보는 출생, 사망, 이주 및 난민 지위의 변화를 포함한 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캠프 관리 기관은 변화와 관련

된 정보가 잘 전달되고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은 모든 캠프 거주민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거주민의 특징을 종합적인 방식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프로파일링의 최우선 목적은 기본 정보를 획득하고 그에 따라 수용할 거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지원의 대상 설정 또는 커뮤니티

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상기와 같이, 등록 정보는 거주민의 프로파일의 기본이 된

다. 그러나 그 목표가 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획득하는 것뿐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측 또는 설문조사 같은 양적 방법과 주요 정보에 대한 인터뷰 또는 참여형 평가

와 같은 질적 방법 등이다. 이는 아래에 대략 설명되어 있다. 

난민 프로파일링

전체 등록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 프로파일링은 기존 정보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특정 상

황에 따라 또는 난민 집단내의 역학 관계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도 활용된다.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은 기관 간 합의를 통해서 정의되었다.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는 이재

민을 대신하여 옹호 활동을 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재이주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계 및 분석과 같은 정보 수집을 통하여 국내이재민의 신원

을 확인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명시한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에 관한 지침(Guidance on 

Profiling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을 승인하였다. 국내이재민 프로파일은 최소

한 다음 사항을 보여주는 국내이재민에 대한 개요이다.

! 나이 및 성별로 구분된 (예상치일 뿐이더라도) 이재민의 수

! 지역 - 출신지 및 이재이주지

이는 ‘핵심 정보’라고 한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 (또는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 이재이주의 원인

! 이재이주의 패턴

! 보호 관련 문제

! 인도적 지원의 필요

! 가능한 경우 집단/개인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



 효과적인 조정 및 정보 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CCCM 클러스터 파트너들은 캠

프 내의 국내 거주민들의 기관 간 등록을 지지하며, 이에는 정부, 클러스터 주관 기관/배

급 기관, 서비스 기관 및 캠프 관리 기관들이 포함된다.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다른 카드

를 발급하기보다 기관들을 조정하고 공통의 수급 카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 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이재민의 삶 속 변화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

적절한 경우, 국가 당국이 가 수준에서 국내이재민의 프로파일링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이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유엔 상주 조정관(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 및/또는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가 국가팀과 논의하여 프로파일링 작업을 시작

한다. 

캠프 수준에서, 캠프 관리 기관이 자신의 관할 지역의 신규 또는 변화하는 국내 거주민 인구에 

관한 정보를 더 잘 획득하기 위해서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및 국가 당국과 협의하여 프로파

일링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 다양한 기관이 자신의 특정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별도의 필요 

조사(needs assessments)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프로파일링은 다양한 관계자들 간에 공통

으로 합의된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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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프로파일링

위에 기술된 바대로, 프로파일링은 많은 경우에 기존의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그

러나 보호, 지원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환경에서 캠프 거

주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프로파일링 방법을 제외하지 않는다. 나이, 성별 

및 다양성에 역점을 둔 참여형 평가는 캠프 거주민의 특정 배경에 관한 추가적인 심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들의 중복 활동을 줄이고 그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추가적인 프로파일링 방법은 - 캠프 내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들은 물론 - 정부/유

엔난민기구(UNHCR)와 사전에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 

국내이재민 등록

클러스터 접근법이 활성화되었고 본 툴킷 제1장에 명시된 맥락에서,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캠프 행정관 -

(정부 당국)
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캠프를 관리하는 정부

캠프 코디네이터 -

(클러스터 주관기관)

자연재해 상황 시, 국제이주기구(IOM)이며 분쟁 시, 

유엔난민기구(UNHCR) - 이들은 캠프 내의 조정을 보장한다

캠프 매니저 -

(캠프 수준의 NGO)

단일 캠프 내에서 캠프 활동 및 조정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들

정부와 함께 전반적인 국가 수준의 체제가 존재하는 경우, 캠프 등록을 위한 절차는 그 체제를 

따를 것이다.

체제의 부재 시, 최소한, 등록은, 지원 및 개입에 관한 수혜 거주민들을 식별하기 위한 책무성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캠프 조정 기관은 정부와 협력하여 캠프 내에서 등록이 

최소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보통 캠프 관리 기관과 공유되며 

다른 기관 또는 NGO에 이양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 또는 국제이주기구가 이 역할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캠프 관리 기관이 등록을 시행하거나 등록 과정을 지속시킬 책임을 진다. 

국내 거주민의 캠프 등록 후에 발급된 서류는 배급 카드 또는 보건 카드와 같이 수급 자격을 

확인한다. 세계식량계획(WFP) 및 다른 지원 제공 기관들과 함께 캠프 조정/관리 기관이 수급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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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필요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1장을 참조하시오.

등록 담당 직원이 취약 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특별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문적으로 특화된 분야와 이미 훈련을 받은 직원을 보유한 기관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또는 이산 자녀

보호자 미동반 아동 또는 이산 자녀는 누구보다도 가장 취약하며, 이들을 등록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록의 목적이 적절하게 소통되지 않은 경우, 등록은 오

해와 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특별 프로그램에

서 더 나은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가짜 등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재

민과 함께하는 일상 업무에서 그와 같은 아동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이

를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아동 보호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또는 이산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에는 기관 간 양식(Interagency Form, 

2003) 및 신속한 등록 양식(Rapid Registration Form, 2004) 등이 있다. 

등록은 다음과 같은 준비와 이행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준비

이 단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

! 기존의 기준 정보 통합

! 직원 훈련

! 물류 조직

! 정보 캠페인 실시

2단계: 인구 확정

(등록될 인구의 범위를 규정)

이 단계에서는:

! 이 특정 활동 동안 등록될 사람들의 총 최대 정원이 정해지도록 한다.

주요 책임 요약표

상황 난민 상황 국내이재민 상황

전국적 등록 및 

문서화
정부, UNHCR이 운영상 지원

특정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정부, 국제 기관이 운영상 지원

캠프 등록 정부, UNHCR이 운영상 지원
캠프 행정(정부), 캠프 조정 기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운영상 지원

전국적 

프로파일링
정부, UNHCR이 운영상 지원

정부 및/또는 유엔 상주 조정관/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 

국가팀과 착수를 위해 협의

캠프에서의 

프로파일링

캠프 관리 기관 및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정부 및 UNHCR과

긴밀히 협력

캠프 관리 기관 및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 

캠프 행정(정부) 및 캠프 조정 기관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등록 방법과 원칙

난민 캠프이든 국내이재민 캠프이든, 등록이 결정되면 캠프 내의 등록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

다. 아래는 등록 방법 및 주요 원칙에 대한 개요이다:

캠프 내에서의 등록 활동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의 요소 또는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I. 등록

II. 서류 발급

III. 캠프 내 지속적인 등록

《Ⅰ. 등록 》

등록은 가족/가구 또는 개인 수준에서 시행될 수 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단계별 접근법을 통

해 이루어진다. 가족/가구 수준의 등록이 초기에 시행되고, 필요한 경우 개인별 등록이 후속된

다. 일부 상황에서, 운영상의 필요로 또는 활동 목표 때문에, 가구/가구 등록이 시행되지 않고 

개인별 등록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가족/가구 등록이 먼저 시행된 경우, 가정 내의 이산 자녀 또는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와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인별로 등록해서 적절한 후속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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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당국과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은 반드시 해당 활동의 목적이 명확하도록 하며, 캠프 내

에서 활동 중인 다른 기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은 자료의 

등록과 수집에 있어 각기 특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는 영양보충 프

로그램 및 예방접종, 비식량물품 배급을 위한 명단이 필요할 수 있다. 다중 등록은 거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진행 중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며, 방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주민들 

사이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재민은 가능한 한 처음부터 등록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이재민 여성과 남성은 등록 절차를 

계획하고, 공공 정보를 다른 캠프 거주민들에게 유포하며, 등록에 대한 접근성을 모니터링하

는 데 참여해야 한다. 등록의 모든 절차에 있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치안 위험 대응에 관한 의

사 결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계획 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등록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 계획에는 늦게 도착하는 이들

을 위한 후속 체계 개발이 항상 필요하다. 

 여성과 소녀

여성이 등록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등

록/검증 시행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쪽 성에 국한된 역할

(gender-specific role)이 여성의 등록 절차 참여를 방해하거나, 혹은 남성이 여성의 

참여를 막을 수도 있다. 미등록 여성과 소녀들은 지원과 보호를 박탈당할 수 있고 그 결

과로 착취와 학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수집할 정보

정보 수집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사태의 가장 초기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그

러므로 비상사태 중 초기 등록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식량 및 필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한 조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한 가구 등록을 계획하는 것이 종종 권고된다. 

 비상사태 중 가정 차원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

! 등록 날짜

! 남성과 여성 가장의 이름
 ▶▶

! 확정(fixing) 단계의 결과에 따라 등록 단계가 조정되도록 한다. 

3단계: 등록

이 단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족 또는 개인의 등록

! 문서화 제공

4단계: 데이터 입력 및 분석

이 단계에서는:

!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한다.

! 다양한 목적을 위해 목록을 만들도록 한다.

! 등록 인구의 분석(프로파일링)을 시행한다.

등록 과정의 각 단계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1단계: 준비

 수단에서의 정보 및 계획 수립

수단의 한 국내이재민 캠프 내 대규모 인원 조사 및 등록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 

캠프 관련 국내이재민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였으며, 이곳의 인구는 

93,000명이었다. 실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훈련과 기반시설 설

립뿐 아니라 지속적인 공공 정보 캠페인을 위해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정

물적 자원 및 인적 차원의 측면에서 등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난 운영상 준비를 필요로 하

는 일이다. 국가 당국 및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 (복잡한 비상사태에서의 난민 및 국내이재

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캠프 조정 기관인 유엔난민기구,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국내이재민을 

위한 캠프 조정 기관인 국제이주기구)은 항상 총괄 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며, 중요 리스트와 

자료의 저장 및 안전한 보관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캠프에 상주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등

록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하고/하거나 인력, 그리고 화장실, 급수장, 등록 부스와 

같은 필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록 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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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커뮤니티 및 위원회 지도자들은 등록 이전에 특

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지도자들

이 항상 그들이 소속된 커뮤니티 공동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 단계

를 방해하거나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공정성을 객관적

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혹은 커뮤니티 지도자가 명단을 제출했다고 해

서 등록 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 도착하는 국내이재민 혹은 망명 

신청자들이 등록을 위해 종종 명단을 관리하는 현지 당국에 접촉해 오기도 한다. 

출발점으로서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가진 기존 배급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록

될 이재민의 수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산정은 직원, 차량, 물품 구매 및 기타 물

류 사안의 필요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목적 계획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산정은 외삽

법 (extrapolation, 과거의 추세가 장래에도 그대로 지속되리라는 전제 아래 과거의 추

세선을 연장해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예측 기법) 혹은 일부 

경우에는 항공 사진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외삽법을 이용하면 해당 캠프의 특정 지

역 내 쉘터의 수를 구하고, 해당 캠프 전체 면적을 구함으로써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시에는 인구 밀도 변수 및 빈 쉘터의 유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한, 캠프의 항공 사진은 쉘터의 수를 세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간단한 현장 조사를 통해 

쉘터 당 평균 가족 크기 및 빈 쉘터의 평균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 정보 캠페인

등록 이전 및 시행 중에, 정보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유포는 등록 시행 성공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든 캠프 거주민들에 대한 접근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캠페인은 절대적

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모든 이재민은 자신들을 대신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등록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커뮤니티에 투명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

이 핵심적이다. 정확한 정보는 불안을 줄이고, 착오를 방지하며, 원활한 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민들 중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고 고용된 직원은 캠프의 구석구석을 찾아 다니며 해당 커

뮤니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경로를 사용해 해당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

러므로 이들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당 커뮤니티의 문화적, 전통적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정보 전달자는 정보를 전달하고, 질문에 답하고, 참여 (특

히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자는 비현실적 기대를 

축소하고 잘못된 소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가장의 성별

! 가장의 생년월일 혹은 나이

! 가구 혹은 가족 규모

! 위치 및 캠프 주소

! 성별 및 연령 집단별로 기록된 각 가족 구성원

! 출신 지역/마을

! 가정의 특정한 요구 사항

! 자료 공유에 대한 가족 동의

임시 직원 고용

등록을 위한 직원 고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직업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캠프 거주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거주민들 역시 포함해야 한다. 충분한 수의 여성 직원이 항상 직원 구

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시행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직원이 고용되며, 서로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무들 사이의 역할과 책임사항이 명확하고, 직원들이 등록 

시행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 시행 시기

등록이 권장되지 않는 문화 및 종교적인 휴일이나 행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등록이 식량 배급 혹은 예방접종 캠페인과 같은 다른 활동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등

록 장소 혹은 확정 장소는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나, 시장권과 같은 붐비는 지역으로부터는 떨

어져 있어야 한다. 

 기존의 기본 정보 통합

등록 시행은 해당 인구의 대략적 크기와 해당 캠프 및 주변 환경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최

소한의 정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더 나은 계획을 위해 등록 시행 이전에 기존의 기본 

정보를 통합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종종 WFP 혹은 그 파트너들이 식량 배급을 시행하며 등록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료가 추가적인 등록 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커뮤니티 지도자

들은 종종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만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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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등록되어야 할 인구 ‘확정 Fixing’ 혹은 식별 Identifying

‘확정(fixing)’이라는 용어는 등록을 목적으로 캠프 인구의 크기를 임시로 ‘동결(freeze)’ 하

거나 ‘확정(fix)’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확정’을 시행하는 데는 다양한 방

법이 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쓰일 수 있는 명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WFP 및 다

른 식량 배급 기관들이 갖고 있는 배급 명단이나,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해당 커뮤니

티 내 이재민 명단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존의 배급 명단이 출발점으로서 사용될 시에

는, 해당 명단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확정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수적이

다. 모든 이재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혹은 커뮤니티 지도자들에 의해 등록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혹은 캠프 주소 체계 존재 시에는, 가족들은 

캠프 주소 체계와 대조하여 확정될 수 있다. 

기존 명단이 부재한 경우, 교환권을 배부하거나 혹은 등록 시에 제거 되는 수정 불가능한 손목 

밴드를 사용하여 확정이 시행될 수 있다. 확정 징표는 보통 확정 단계 중에 가정의 구성원 수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가정의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첫 번째 등록 단계에서는 가정의 대표 한 

명만 나오면 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도록 한다. 손목 밴드는 각 개

인에게 사용된다. 이후 두 번째 등록 단계에서는 모든 개인이 등록을 위해 나와야 할 필요가 있

다 손목 밴드는 수정되어서는 안되며, 끊어진 밴드는 등록되지 않는다.

확정은 중심지에서 혹은 가정 방문 형식으로 조직된다. 캠프 거주민들은 해당 캠프 내 지정된 

장소에 모이도록 요청받는다. 이 장소를 통과하면서 가정의 각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지워지지 

않는/보이지 않는 잉크로 표시를 받고, 교환권 하나 혹은 손목 밴드를 받는다. 이는 전문화된 

기반시설을 세우지 않고도 시행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 학교 혹은 식량 배급 센터를 이

용하면 된다. 혹은 많은 수의 직원들이 가정 방문을 시행해 인구를 확정하고, 각 쉘터 내 거주

민 수를 조사한다. 이 방법은 특히 캠프 배치가 적절하고 주소 체계가 작동되는 지역에서 유효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직원이 신속하게 가정 방문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정은 불필요한 대기를 피하고 사기 행위 및 중복 확정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몇 

시간 내, 최대 하루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각 확정 장소에는 절차를 감독하고 확정 징표 및/혹

은 손목 밴드를 통제하기 위한 감독관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등록 단계

에서 수정하기 어렵다. 

모든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의 수는 등록 시행 전에 증가할 수 있다. 주변 캠프 혹은 마

을에서 온 개인들이 확정에 참여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때때로 인접한 여러 캠

프들이 흡인 요인(pull factor)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확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지

 커뮤니티에 전달되는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항상 명확해

져야 한다.

! 등록이 왜 시행되며 어떤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가

! 수집된 정보가 누구와 공유되는가

!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개인/가구)

! 주민들에게 등록의 권리가 있으며, 미등록 시 따르는 결과를 이해함

! 등록에는 비용이 들지 않음

! 등록은 성별, 민족, 연령, 종교, 다른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든 집단에 열려 있음

! 불만 신고 절차 원리

! 방법 및 자료를 포함한 시간, 장소, 절차

정보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장소 중에서도, 대중 집회, 종교 기관, 급수장, 학교, 장터

에서 라디오, 회의, 전단/포스터의 방법으로 유포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캠페인뿐만 아

니라, 앞으로의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는 캠프 관리 기관 사무소 바깥과 같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 주민들이 등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너무 늦게 통지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너무 일찍 통지하는 것도 중요한 세부사항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에 확정(fixing)이 과정의 일부로 계획되어 있다면, 가

구(household)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 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빌려오는 것과 같은 사기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fixing)의 실제 날짜에 관한 정보는 실행 직전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주

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정보 전달에 대한 필요성은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캠프 주소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주소 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맡고 있다. 이재민은 주소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주소는 이재민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연락할 수 있도

록 하며, 다른 이들도 이재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 보장 및 

특정한 필요에 대한 후속조치 제공이 필요하다. 적절한 캠프 주소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확정

(fixing), 등록 및 검증 과정의 관리가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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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는 등록 사무소 혹은 등록소가 필요한데, 이는 야외 책상 및 등록 직원과 같은 간단한 

준비로도 가능하다. 해당 캠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확정된 것으로 검증된 사람만

이 등록되어야 한다. 한편, 이동 등록 팀은 장애, 질병, 고령으로 인해 나올 수 없는 개인들을 

등록하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움직일 것이다. 

사전 확정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등록이 조직될 시에는, 등록 날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만이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 장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등록 시행 이전에 보건소 혹

은 지도층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각 등록 장소에는 직원 한 명이 질문에 답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대기 장소를 정리하기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티셔츠 혹은 모자, 조끼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패용하는 등 항상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 접근권을 보장 - 현장의 목소리

“반다아체(Banda Aceh)에서의 등록 중 해당 정부 당국이 미혼 여성이 가장인 가정을 

하나의 ‘가구’로 등록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캠프 관리 기관에 알려졌다. 만약 한 미

혼 여성에게 아들이 있다면, 이 가정은 아들의 이름으로 ‘가구’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이는 해당 정부 등록 정보에는 미혼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의미였

으며, 이는 여러 시사점을 갖고 있었고, 또한 정부가 가진 정보와 다른 출처의 자료 사

이의 불일치로 이어졌다.”

《Ⅱ. 서류 발급 》

등록이 완료되면 가구의 가장들, 혹은 일부 경우에는 각 개인에게 그 서류가 발행될 수 있다. 상

황과 환경에 따라 해당 서류는 배급 카드와 같은 수급 카드 및/혹은 등록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와의 협의가 끝난 이후에, 수급 카드(특히 배급 

카드)를 가정의 여성 가장에게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이 가장인 가족들 사

이에서조차도 여성이 주로 식사 준비 및 분배에 대한 단독 책임 혹은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이 가족의 배급 카드를 갖고 떠나버리거나 가족의 이해에 대해 관심을 관심

이 없는 경우, 여성과 그 아이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 있다. 여성 가장에 대한 카드 발행이 문

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 이 수급 카드에는 성 평등 촉진과 카드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가구의 남녀 가장의 이름이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도자들의 객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들은 때로 자신들의 고향 지역에서 온 이재민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정이 끝나면 확정 징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따

라, 정확한 인구 크기에 대한 개요뿐만 아니라 성별 및 연령 집단 간의 구분도 파악할 수 있다. 

확정 징표를 이용하든 혹은 손목밴드를 이용하든, 중복 확정을 피하기 위해 지워지지 않거나 보

이지 않는 잉크와 같이 무해한 고정액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정액은 성인

의 손이나 손톱, 그리고 아기와 어린아이들의 발목에 사용할 수 있다. 방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확정은 다중 등록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잉크 혹은 

어떤 종류의 액체로 “표식”을 하는 것은 잘못 오해 받거나 전통 관습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 액체가 유해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 혹은 

유사 방법은 사용하기 이전에 해당 커뮤니티에 논의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잉

크를 보는데 필요한 자외선 등을 포함하여 지워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잉크는 보통 해외에서 주

문되어야 하는 특수 제품임을 주지하고,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충분히 산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사람이나 

혹은 장애인을 등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동팀은 이들에 대한 확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

동팀은 이들을 확정하기 위해 진료소와 개별 쉘터를 방문해야 한다. 보건 기관 및 커뮤

니티 지도자들과 확정 시행 이전에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 따라 비,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난한 기

후에서는 그늘을 제공하고 추운 지방에서는 난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확정 지점

에서는 물과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3단계: 등록

등록 방법

인구를 확정하고 나면 실제적인 등록이 시작될 수 있다. 주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시

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은 캠프 주소별(블록, 구역(sector), 캠프 구역 등) 혹은 확정된 가

족 크기 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과 영아가 있는 가정은 우선적인 관심을 받거나 혹은 따로 

대기 줄이 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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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기 행위

등록은 보통 수급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기 행위를 시도할 경향이 더 크다. 예를 

들어 허위 캠프 등록 카드 혹은 수급 카드가 만들어져 유포되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

용 커뮤니티 혹은 이웃들에게 가족 구성원을 빌려 가구 크기를 늘릴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

은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분실 혹은 손상된 캠프 등록 카드 및 수급 카드를 교체하기 위한 일관

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가명으로 등록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명단

과의 대조를 소용없게 만든다. 잘 조직된 확정은 모든 등록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 진행 중

인 정보 캠페인과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위한 환영 센터는 사기 혹은 카드의 불법 이전을 제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가 몇 명입니까? - 현장의 목소리

“가족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가장들은 더 많은 식량 혹은 비식량물품을 받기를 기

대하기 때문에 항상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4명의 아이가 갑자기 6명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가족 수와 가족 구성을 검증하는 일은 서류와 신분증을 분실한 이재이주 상

황에서 특히 힘들 수 있다. 한 국가에서는, 난민들이 부랑아들을 자신들의 친자식인 것

처럼 등록하기 위해서 수도에서 캠프로 데려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들이 만약 성공했다

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곧 다시 멀리 인적이 끊긴 어딘가에 버

려졌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대부분이 당시 임무 수행 중이던 등록 담당관에 의

해 밝혀졌다.” 

 빈 쉘터? - 현장의 목소리

“현장 지도자의 말에 의하면, 약 25가구가 그들의 친척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분

의 가족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빈 쉘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배

급 시에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국내이재민 지도자는 한때 자신이 빈 쉘터 수를 

세어 보려고 시도했다가, 다른 주민들에게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에게 해당 쉘

터들은 빈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친척들이 일하러 떠났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올 것이

라고 말했다. 현재 이 빈 쉘터의 자재들 또한 약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 등록 시행의 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계획의 잠재적 약점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분석에는 직원과 관련된 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번한 직원 순환 근무와 분명한 역할 및 책임사항은 사기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캠프 등록 카드

캠프 등록 카드는 수급/배급 카드에 더해 캠프 거주민들의 상주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이들에게 발행될 수 있다. 이는 한 예로, 모든 캠프 거주민들이 식량 지원을 받을 자격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보건 같은 여타 지원에 대한 자격이 있을 경우 유용할 

수 있다. 캠프 등록 카드의 필요성은 사례별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카드 발행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캠프 등록 카드는 정부/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망명 신청자의 지위 증명을 위해 

난민/망명 신청자에게 발행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해당 개인이 자국의 국민임을 확인하

는 보호 서한이나 인증 서한과 같이 한 개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혹은 지위 서류

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각 상황 별로 서로 다른 일련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카드에 기재되는 정보는 사례별로 평가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카드에는 건강상의 정보와 같이 불필요한 기밀 정보 혹은 특정 

상황에서 민족성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재민을 취약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어떠한 정보

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가족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을 위해 필

요한 그 이상의 정보가 카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경우에는 보호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이름이나 다른 개인적 정보 대신, 등록 번호가 카드 상에 기재되어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된다. 

다른 상황에서 카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가장의 이름 (일부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

! 캠프 위치 및/혹은 캠프 주소

! 가구 크기 및 5세 미만 아동의 수

! 발행일

! 발행자 (기관/직원 이름)

! 만료일 (6개월에서 1년 주기가 바람직)

! 프로그램 정보 (예를 들어, 보건 집단 및 영양 혹은 연령 집단)

! 어떤 가족 내의 특정 필요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이산 자녀 혹

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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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사항은 등록 관리자 혹은 등록 및 관련 활동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직원

에게 직접 제출되도록 한다. 

! 누구나 등록 관련 활동에 있어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익명 신고 기

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밝혀지지 않았을 특

정한 문제의 발생에 대해 해당 기관이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  불만 신고 절차 확립은 캠프 관리 기관의 필수적인 활동이다. 자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제

3장을 참조하시오. 

안전 관련 고려사항

이재민의 안전뿐 아니라 직원의 안전 역시 해당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군중 통제를 위한 비상사태계획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등록 시행에 있어 공격

적인 군중 혹은 동요하는 주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 시행 이전에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혼란과 혼

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군중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불충분한 식수나 그늘의 부족, 우천으로 인한 쉘터의 부족

은 동요와 긴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설의 부족은 직원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

다. 또한 직원을 위한 휴식시간이나 식량, 다과의 부족은 등록 시행 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

지어는 직원 및 이재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4단계: 데이터 입력 및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하에, 등록 중 수집된 정보는 전산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

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한 엑셀(Excel) 시트 혹은 (사용권리 부여의 의미가 있는) 액세스

(Access)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다른 종류의 맞춤형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많은 상황에 

있어서 계획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이 면밀하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엑셀 시트는 유지관리가 쉽고 많은 국가에서 엑셀 프로그램 사용

법이 잘 알려져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배급을 위한 

수치 기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캠프 거주민에 대한 접근 가능한 개괄적 정보

를 제공하며, 계획과 프로그래밍을 위해 사용될 종합적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고, 정확성 유

는 또한 난민 혹은 등록 실행을 위해 단기로 고용된 지역민이 수급 카드 발행이나 등록 자료 

수집과 같은 권력을 가진 지위를 점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강력한 감독 및 명확한 불만 신

고 절차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유감스럽지만 많은 과거 등록 시행에서도 직원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기 사건에는 미자격 주민 포함하기, 혹은 가족 크기 부풀리기, 청탁 혹은 

뇌물의 대가로 수급 카드 허위 발행하기 등이 있다. 직원에게는 위반 행위 는 절대 정당

화될 수 없음을 알리고, 부적절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등록

만을 위해 고용된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행동 수칙에 서명해야 하며, 이 메시지는 

등록 훈련 중에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불만 신고 절차는 후속 조치와 함께 이재민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제기하도록 함으로

써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불만 신고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기관들은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캠프 상황 그리고 이재이주 직후에 해당 주민들은 가장 취약하며, 이재민들은 등록 절차에 의

해 두려움을 느낄 확률이 가장 높다. 불만 신고 절차는 인도적 지원 기관이 이재민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있음을 보장해 주는 한가지 방식이다. 

주민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혹은 등록 직원의 위

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개선

안을 제안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불만 신고 절차에는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적절한 절차

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불만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표준 불만 신고 서식을 포함한다. 그러나 서식과 관계없이 접수된 모든 불만을 검토

한다. 

! 불만 신고자가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익명성을 존중하되, 자신의 신분을 관리자에게 

최소한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 불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원 대신에 다른 직원을 통해 불만을 신고하는 규정을 포

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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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떠한 등록 계획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보 보호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어떤 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형식으로 처리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될 것

인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  정보 관리 및 기밀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시오. 

《Ⅲ. 캠프 내 지속적인 등록 》 

만약 등록이 하나의 활동으로 선정된다면, 이에 대한 계획에는 또한 ‘지속적인 등록’ 제공이 포

함되어야 한다. 이 지속적 등록의 목표는 모든 획득된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개인 및/혹은 가족 환경은 출산 혹은 결혼, 사망, 귀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

된다. 개인 혹은 가족 차원에서의 정보는 인구 수 혹은 개인 정보 합산에 이용되는 경우, 계속

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등록은 또한 검증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빈

번하게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의 일부로써 시행될 수 있다. 식량 배급은 식량을 수령하러 오는 

이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만약 인구 변화가 너무 커서 파악하기 어렵다

면, 주요 명단/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캠프 거주민을 재확인하기 위한 검증 시행 계획이 마

련되어야 할 수 있다. 어떤 이재민 혹은 가구/가정이 캠프 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면, 그들의 수급 카드는 취소되고 그들의 기록은 폐쇄된다. 

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올바르게 이행된다면 기존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등록 정보의 가

능한 가장 높은 정확도와 시의 적절성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검증 활동

거주민들이 왜 식량 배급에 나오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검증 활동의 일부분이 되어

야 하며, 이는 중요한 보호 활동이기도 하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

캠프 내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유사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정부 당국/기관에서 이들에게 서류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캠프 관리 직원은 다른 캠프 

혹은 다른 배급 소에서의 기록과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대조 확인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수립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캠프에 직접 찾아오는 “임의로 도착한 사람들

(spontaneous arrivals)”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합의된 절차를 모든 기관과 함께 세우는 

지를 위해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캠프 한 곳 및 중앙 등록부 하나 당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보유하면, 한 곳 이상의 위치에서의 

이중 등록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난 혹은 분실 카드 역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취

소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사진 사용과 같이 더욱 진보된 등록 방식을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술은 캠프 밀

집도와 기반시설 사용 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같은 수집된 정보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의 자료 기밀성 및 자료 공유에 관련된 해당 부에서 언급되듯, 승인된 사람만이 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며 자료 백업에 대한 엄격한 통상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개인들의 위치를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을 

더 높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표시된 위치 정보는 신중하

게 점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캠프 주요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 시스템 자

료의 수집 혹은 해당 블록/커뮤니티 차원의 위치 파악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이는 캠

프 내 더 취약한 개인의 소재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자료 기밀성 및 자료 공유

등록에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자료 기록이 수반되므로, 모든 등록 정보의 처리는 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등록 자료는 관계자 이외의 다른 사람

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저장해야 한다. 

등록 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의 수는 제한되어야 하며, 담당 기관은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보관 

책임을 맡는다. 다른 기관 및 정부 당국과 정보 공유 시에는 기밀성과 보호 문제를 모두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캠프 등록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미연에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또한 실제 등록 시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개인 정보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기되는 개인적 문제를 모든 주민들이 

우연히 듣게 되지 않도록, 등록되고 있는 주민들과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는 충분한 거

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주민과 집단에 대한 특정 정보는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크게 잘못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악인들

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박해 및/혹은 폭력과 분쟁의 상황에서 피

난 온 사람들은 특히 자신들의 신원 및 소재의 보호에 대해 당연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다. 



300  캠프 관리 툴킷 | 제9장 등록과 프로파일링   캠프 관리 툴킷 | 제9장 등록과 프로파일링  301

문서 검토 Desk Review

문서 검토는 유용한 첫 단계이다. 어떤 정보가 이용 가능한지, 충분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쓸모

가 없는지,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검토는 주요 

정보 격차가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부분의 자료 수집을 더 우선시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문

서 검토를 할 때는 가능한 최대로 현지와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정량적 방법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은 결과를 추론해 전체 인구에 대한 일반화를 하는 방식으로 인구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신속한 인구 추정법(Rapid Population Estimations)

신속한 인구 추정법은 단기간에 인구 수 및 기본적인 특성을 추정하기에 적절한 방식

이다. 예를 들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동이 있는 경우에 적절하다. 일부 방법은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더욱 정확한 인구 추

정을 위해서는 현장 접근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윤곽이 분명한 지역에서 가장 최적으

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는 추정 시

행 시에 얻어질 수 있다. 

1. 항공/위성 이미지를 사용한 지역 조사

진행되고 있는 이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수치 산정 혹은 사람들이 피해 도

망가는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속도

가 중요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 특히 유용하다. 

2. 유동 모니터링(Flow Monitoring)

이동 전체(종합적)를 통해 혹은 하루 혹은 일주일 중(한시적)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

로 돌아오는 조사원들을 통해 교차로나 다리, 요새, 산길 등 특정 장소를 통과하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대이동이나 귀환 이동과 같이 인구의 대

규모 이동 동안에 숫자를 산정하는 데 유용하다. 

3. 거주지 조사

특정 지역 내 쉘터의 전체 수를 세어 해당 지역 내 전체 사람 수를 얻는 방법이다. 해

당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와 결합될 수 있다. 

 ▶▶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절차는 해당 캠프 거주민들에게도 알려져 그들의 친구와 친척이 도

착했을 경우,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등록의 적절한 절차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적절히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규모 유입 상황에서는, 새

로 도착한 사람들을 ‘확정(fix)’하고 이후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인원수 조사를 피하

기 위해 수용 센터(reception centres)를 세워야 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심사(screening)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존에 세워

져 있는 지도 체제(leadership structure)가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 말소

캠프를 영구적으로 떠나거나 혹은 사망한 거주민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므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실제로 가족들은 떠나간 사람 혹은 사망자의 카드로 계속해서 지원

을 받기를 원하거나, 혹은 수급 카드를 팔아 버리기 때문에, 떠나거나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다. 더 나은 사망자 신고를 위해 수의를 배급하거나 매장(burial)에 대한 다른 형

태의 지원을 사망자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이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캠프를 떠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돌아올 수 있다는 일종의 보험으로써 자신들의 

서류를 계속 보유하고,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잃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고향으로의 

귀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전체 가족이 모두 귀환하기에 앞서 일부 구성원을 먼저 

보내 치안 상황 및 주거, 생계 여부를 확인하게끔 할 수 있다. 떠난 이들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에, 이와 같은 동기에 대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의 조직된 귀환 이동 혹은 인구 전입의 경우 등록 말소는 문제가 덜하며, 수송 작전에 

통합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등록 말소는 또한 귀환 도구 혹은 패키지 배급이나 귀환 현금 수당 

지불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파일링 방법과 원칙

아래 열거된 프로파일링 방법은 임시 발행된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에 관한 지침』의 요약에 따

른 것이다. 이 방법들은 캠프 차원보다는 국가/지역 차원에서의 국내이재민 프로파일링에 초점

을 맞추어 집대성되었지만, 열거된 방법은 캠프 상황 및 난민 프로파일링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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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 초점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s)

초점 집단 토의는 집단 토의로서 그 목표는 해당 인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동일

한 일련의 질문을 해당 인구 내의 다른 집단에게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및 

남성 집단, 그리고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과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해당 

인구 내 존재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 하려는 것이다. 

2. 주요 정보원 인터뷰

주요 정보원 인터뷰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미리 선정된 소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초점 집단 토의와 마찬가지로 대표성 있는 일반 정보를 얻기 위해

서는 구성 인원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4. 인원 조사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사람의 숫자를 센다. 거주지 조사에 비해 더 노

동 강도가 세다. 

5. 표본 방식을 사용한 거주지/인원 조사

표본 방식을 사용, 해당 인구 혹은 거주지의 부분 집합을 세어 그 결과를 추론해서 

전체 인구 수를 추정한다. 

조사

가구 조사

전체 인구 일부의 표본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한다. 가구 및 개인 차원에서의 

자료 수집에 적절하다. 이 방법은 해당 인구 및 현장 상황이 안정적일 때 적용 가능하

며, 추가적 정보의 보다 광범위한 수집이 가능하다. 캠프 혹은 정착촌에서 가구 조사

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및/혹은 수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등록

기준 등록 자료로부터 개인 정보가 추출될 수 있다. 등록 자료가 전산 입력되고 나면 분

석이 시행될 수 있다. 

인구 통계 조사

보통 10년을 주기로 국가 정부에서 시행한다. 이 조사방법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를 조

사하며 개별 자료 이외에도 모든 가구에 대한 일련의 관련 사회·경제적인 정보가 수집

된다. 국내이재민의 상황에서 해당 이재민들의 개인정보는 국가 인구 통계 정보에서 찾

을 수 있다.

질적 방법

질적 방법은 최종 결과물이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자료 수집방식

이 통계적 개념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량적인 방법과는 다르다. 질적 방법은 정량

적 방법을 보완하며, 결과에 대한 삼각법 (triangulation, 특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 가

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및 해석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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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록 및/혹은 프로파일링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의무, 임무, 역할이 이재이주 상

황의 특정한 성격에 따라서 합의되고 이해된다. 

 등록/프로파일링 절차에 있어 포용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시행의 목표 및 

사용될 방법에 대한 확인도 이에 포함된다. 

 캠프 주민들이 등록/프로파일링 절차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가하고 개입한다. 

 불만 신고 절차 및 후속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절차들이 이재민에 대한 책무

성을 보장하도록 돕는다. 

 국가 당국이 등록 및/혹은 프로파일링과 자국 영토 내 이재민 서류작성에 대한 의무를 

다함에 있어 인도적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는다. 

 캠프 관리 기관이 등록/프로파일링 관련 정보를 효과적인 프로그램 계획 정보 제공에 사

용하고 있으며, 이는 캠프 커뮤니티에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등록 자료의 정확성 및 관련성을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계획과 자원

이 마련되어 있다. 

 부문/클러스터 주관기관이 국가 당국과 협력하여 캠프 내 등록이 최소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의 사례는 캠프 관리 기관에 의해 관련 아동 보호 기관

에 즉시 보고된다. 

 캠프 내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직접 등록/프로파일링 절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하거나, 

인력뿐만 아니라 화장실, 급수장, 등록 부스와 같은 필요한 시설을 사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여성과 소녀가 등록 절차에 접근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들의 안전 및 안

전 인식을 보장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식량 및 필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한 빨리 보장하기 위해 비상사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가구 등록이 이루어진다. 

 여성을 포함한 캠프 및 수용 커뮤니티로부터의 임시 직원은 고용되어 일하기 전에 훈련

을 받고 행동 수칙에 서명한다. 

 등록은 다른 중요한 활동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시기가 계획된다. 

 현지 당국, WFP, 캠프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로부터 기존의 기본 정보가 수집되고 취합

되었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추정치도 산정되었다. 

 등록/프로파일링 시행 이전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공공 정보 캠페인이 운영된다. 

 실제 등록 이전에 캠프 인구를 ‘확정’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등록 시행을 위한 방법이 

선정되어 있다. 

 수급 카드 및/혹은 등록 카드와 같은 적절한 서류가 선정되어 있다. 

 유포되는 서류에 대한 정보가 기밀성의 차원에서 평가되었다. 

 캠프 직원에 의한 사기 행각을 포함한 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검토되었다. 

 자료는 기밀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자료 공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하에 안전하게 저장

된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등록 관리가 계획되어 있다. 

 주민들이 캠프를 떠나거나 사망할 시에 등록 취소를 관리하고 장려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획되어 왔다.

 이재민 프로파일링 시에 정량적 방법 및 질적 방법 모두가 적절하게 검토되고 사용되어 

왔다.



  캠프 관리 툴킷 | 제9장 등록과 프로파일링  307

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Guidance on the use of standardised specific needs codes

! Save The Children, 2004. Care & Protection of Children in Emergencies. 

A Field Guide. www.savethechildren.org/publications/technical-resources/

childsurvival/SEPARATED_CHILDREN_CONTENTS.pdf

! UNHCR, 2006. Address Systems for Refugee and IDP Camps-A Guidance 

Note. 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CFA06/(httpKeyDocum

entsByCategory)/030DF8322BC46A3DC12572350047C334/$file/Camp%20

Address%20Prov%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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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폭력 
예방과 대응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서 론

성차별 폭력이란 무엇인가?

성차별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기인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성별)에 기반하여 어떤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자행되는 모든 가해 행위를 포괄하는 상위 

용어이다. 성폭력 및 성차별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이라는 용

어도 이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정의하는 데 쓰이고 있다. 

▶▶ 성차별 폭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

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의 『비상사태에서의 성차별 폭력 조치를 위

한 안내서(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Emergency 

Settings)』를 참조하시오.

성차별 폭력의 특정한 유형의 특징 및 범위는 문화, 국가,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 그 예는 다음

과 같다:

! 성적 착취/학대 및 강제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

! 가정 폭력

! 인신매매

! 강제 결혼/조혼

! 강간

! 여성 할례, 명예 살인, 지참금이나 기타 가족 분쟁으로 신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 죽은 

남편의 형제가 미망인을 아내로 삼는 미망인 상속 등의 전통적 폐습

성차별 폭력은 보통 여성과 소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남성과 소년들 역시 성차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차별 폭력은 가족 혹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때로 경찰, 

경비 요원, 군인, 무장단체, 유엔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권력을 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자행

된다. 이는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학교, 수용소, 종교 시설과 같은 기관에 의해서도 발생하거나 

혹은 묵인될 수 있다. 불행히도 최근 경험을 통해 난민과 국내이재민에 대한 성차별 폭력이 인도

적 지원 담당자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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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환경이 성차별 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의 위험

을 최소화하고, 성차별 폭력에 노출된 캠프 거주민들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며, 발

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책임을 공유하

고 있다. 

 ▶ 캠프 내 남녀노소가 직면한 특정한 위험 요인 및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

과적인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에 있어 필수적이다. 

 ▶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이 성차별 폭력을 예방 및 대응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에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캠프 내 의사 결정에 여성의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및 그들과

의 협의가 필요하다. 

 ▶ 캠프 관리 직원은 배급소, 치안 검문소,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 서비스 기관 및 위험이 높

은 지역에 자주 정기적으로 (되도록 하루 중에도 여러 번) 모니터링 방문을 해야 한다. 이

들의 모니터링 결과는 관련 보호 파트너들 및 인도적 지원단체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 효과적으로 성차별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기관 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호, 보건, 치안, 캠프 관리 부문은 서로 함께 협

력하여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이행되고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이 캠프 생활의 모든 측

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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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성차별 폭력의 발생 원인과 요인

성차별 폭력 행위는 특히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만연하다. 불평등한 젠

더 관계 및 차별은 성차별 폭력의 근본 원인이다. 커뮤니티 안전 메커니즘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재이주 상황은 그러한 폭력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난민 캠프와 국내이재민 캠프는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대신 그들을 이러한 형태의 폭력에 더욱 노출 시킬 

수 있다. 

전쟁, 분쟁, 국제적 갈등이 피난과 이재이주의 주요 원인이지만,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차별 

폭력 또한 피난을 촉발할 수 있다. 피난 와중에도 노상강도, 인신매매범, 국경경비대 및/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과 박해를 피해 도

망가는 남성 및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여성과 소녀들 역시 인신매매 알선자에게 

돈을 내고 위험한 여정을 해야만 한다.

캠프는 종종 민병대의 습격을 받기 때문에, 폭력과 성차별 폭력의 문제는 이재이주 동안에도 

계속된다. 여성 캠프 주민은 개인별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서비스 제공 체계가 열악한 경우

에 그리고 식량 및 비식량물품의 배급이 불충분할 때, 성적 착취와 학대의 더 큰 위험에 노출

된다. 여성과 소녀는 일반적으로 식량, 연료, 일자리를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비상사태 및 이재이주의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 가정 및 커뮤니티는 엄청난 심리 사

회적 부담을 받고, 이는 종종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캠프 내와 주변

에서 발견되는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생존과 경쟁, 이재이주 이후 성 역할의 변화 등은 폭

력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사회구조의 파괴, 남성의 전통적 역할 상실, 문화적 전통의 빠른 변화, 빈곤, 생산적이거나 제

대로 된 혹은 보수가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좌절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인권 존중 부

족 등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야기될 수 있다. 

▶▶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과 NGO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s)을 참조하시오. 

 성차별 폭력의 행위는 국제조약 및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많은 보편적 인권을 침해

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성차별 폭력의 형태가 불법이며, 국가법하에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성차별 폭력의 결과로는 급성 혹은 만성적인 신체적 상해, 원치 않는 임신, 성병, HIV/AIDS, 

요로 감염증, 누공 (fistula,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인체에 생긴 구멍), 생식 보건 문제, 감정 

및 정신적인 외상, 사회적 낙인, 배제, 소외, 우울증, 성차별 심화가 있으며, 때때로 죽음으로까

지 이어지기도 한다. 강간을 당했던 여성과 소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 구금되거나 불법적인 

임신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고문, 폭력,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여성은 특정한 신

체적, 정신적 필요를 가질 수 있다. 강간, 성적 착취 및 가정 폭력을 포함한 성차별 폭력의 생

존자들은 다시 학대 받을 수 있는 증가된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장의 목소리

“많은 문화권에서 폭력을 성별 ‘렌즈’로 들여다보는 것, 혹은 성별과 폭력을 연관 짓는 

생각은 종종 굉장히 서양적인 해석으로 간주된다. 성차별 폭력의 예방이 보호 혹은 국

제인권의 수호로 항상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대한 사회적 구조는 복잡하고 종

종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성차별 폭력 가해자나 생존자에 대한 보편적 특징이 있

는 것도 아니다. 이 폭력의 형태와 정도, 그리고 이 폭력이 이해되는 방식은 정황에 따

라 다르다. 종종 캠프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 두려움 그리

고 취약성은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권력관계를 촉진하고 강화하며, 이를 통해 성차별 폭

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및 유대를 촉발한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성차

별 폭력의 인식에 대해 훈련을 받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 혹은 성차별 폭력을 보호 및 

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 훈련받은 여성이 

국제 NGO, NGO 및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에서 지도자 및 권한자의 위치를 점할 필요

가 있다. 캠프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폭력 및 성차별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이는 해당 비상개입(emergency intervention) 조치가 식량, 물, 쉘터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성별 관계 및 성별 문제, 그리고 이재민 

커뮤니티가 이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없다면 특히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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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우에 이 여자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했었던 집안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

가족의 의무가 지워지자 과도한 부담을 느꼈다. 또한, 남성들이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

려 하지 않았고, 또한 많은 여성이 사망했기 때문에 강제 결혼 및 조혼이 급격하게 증가

했다고 여성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때로 가해자들은 생존자들이 도움과 보호를 의지하고 있는 경찰, 정부 관리, 인도적 지원 담

당자 및 평화유지군과 같은 사람들이다. 모든 직원과 캠프 주민들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사

람들은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명해야 한다. 2003년 유엔 사무총장이 발행한 공고인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는 유엔의 지휘와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

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포함해 모든 유엔 직원과 유엔과 계약 관계에 있는 NGO에도 적용된다. 

여러 캠프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조치는 이재민들이 가해자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식별하는 데 더욱 능숙해지게 했고, 경찰에 의해 자행되는 성차별 폭력 행위가 최소화되게 했

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폭력 및 성적 착취 문제에 대한 의무 훈련, 신원 확인을 쉽

게 하기 위한 이름표 의무 착용, 모든 경찰관의 사진 기록 마련 등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여성 경찰관의 참여가 성차별 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경찰의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전통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의 역할을 반드시 이해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장 많이 존중되고 이용되는 책무성 조치이지만, 여성 성차별 폭력 생존자를 

위한 충분한 시정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

비상사태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성차별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련의 

조정 활동이 반드시 조속히 그리고 모든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 파트너

들에는 여성 단체, NGO, 정부, 유엔 기관, 이재민 커뮤니티 및 수용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다.

! 성차별 폭력에 대한 보고, 대응,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체계 및 메커니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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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가 피난할 때 그들은 각자의 관습과 전통을 함께 가지고 간다. 이 중에는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FGM)와 같이 유해한 전통적 관행도 있다. 때

로 존중되어야 할 문화적 전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해한 관행은 심각한 인

권 침해이다. 

특정한 범주의 여성과 소녀는 특히 더 성차별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 여성 혹은 소녀가 미

혼 가장인 경우 및/혹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취약한 소녀들로는, 보

호자 미동반 소녀, 위탁 가정의 소녀, 구금 중인 소녀,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는 소

녀, 정신 및 신체 장애가 있는 소녀, 차일드 마더(child mother),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들 등

이 있다. 

 실제에서의 보호: 캠프 내 성별 균형의 의미

이재이주 이후에 캠프 인구 중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특히 전체  인구 중에 여

성이 가장인 가구의 수가 훨씬 높은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캠프 관리 

기관은 여성이 가장인 가구를 식별하여 그에 따른 지원 및 보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그러나 남아시아 쓰나미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달랐다.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남

성보다 여성이 네 배 더 사망했고, 스리랑카에서는 두 배였다고 알려졌다. 그 이유는 주

로 쓰나미가 강타한 지역 및 시간대에 따른 것이었지만, 생선을 말리거나 목욕을 하려

고 해변에 있었던 것,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혹은 몸무게를 무겁게 하는 옷을 입

고 있었던 것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여성들은 빠르게 피신하지 못했고 이는 여성들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쓰나미 이후 캠프 관리 기관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남겨진 홀

아비 또는 “한부모 가정”과 같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새로운 집단을 상대하고 있었다. 

기관들은 그렇게 많은 한부모 가정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보호의 

영향을 감지하는 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 스리랑카 북부의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

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성이 자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그 부담은 여성 노인들과 여자아이들을 포함한 생존한 여성 친척들에게 전가되었다.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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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치안

! 보건

! 심리 사회적 대응

! 법적 대응

성차별 폭력 예방

조사 Assessments /모니터링

! 참여형 평가를 시행하고, 캠프에서 수행되는 모든 조사를 옹호하는 합동 다기능 팀(joint 

multi-functional teams)이 참여적이고,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남녀노소를 포함하도

록 한다. 

! 성차별 폭력 생존자에 대한 2차, 혹은 3차적 정신적 외상을 조장하거나, 이들이 보건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청하지 못하게 하는 커뮤니티 관행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세심히 살핀다. 

!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공동 수용 구역, 등록 및 배급 지점, 오락 센터와 가축에게 풀을 뜯

어 먹이거나, 장작을 모으거나, 혹은 곡식을 기르던 곳을 포함해 캠프 내 치안 위험이 있는 

곳을 모니터한다.

! 캠프 환경에서 남녀노소가 직면한 특정한 위험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 이러한 분석을 캠프별 치안 전략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여성과 소녀가 주로 이용하는 지

역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고, 장작을 모으러 가는 길에 순찰을 제공하고, 등·하굣길을 모

니터링하는 것 등이다.  

! 보호 주관기관과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한다. 

보호에 초점을 맞춘 쉘터 및 부지 계획

! 화장실 및 다른 공동 시설의 배치를 포함하여 캠프의 물리적 배치가 커뮤니티의 참여로 함

께 계획되며 성차별 폭력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 쉘터가 유일한 선택안일 경우 가족과 남녀 간의 적절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여성이 가장인 가정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과 (가능하다면 출입문 자물쇠를 포함하여)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 

! 가족 간의 공간 분할을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동 쉘터를 설계한다.

! 제공된 해결책이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한지 확인한다.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서는 미혼 여

! 성차별 폭력의 생존자들은 의료 서비스, 심리 및 사회적 지원, 치안 및 법적 지원에 대한 접

근권을 필요로 한다. 

! 성차별 폭력의 원인 및 조장 요인 해결을 위해 예방 활동이 커뮤니티와의 조정을 통해 반드

시 정착될 필요가 있다. 

!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비상개입 및 인도적 개입의 모든 단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여성개발기금(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UNICEF, UNHCR 그리고 성차별 폭력을 다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

문 NGO와 같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커뮤니티와 함께 하나로 조정되고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

는 기관 간 대응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 활동의 주관 및 조정을 맡은 이러한 기관들과 공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성차별 폭력 프로그램이 문화적 세심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특히 국가법이 커뮤니티 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차별 혹은 부인함이 명백할 때에는 

프로그램이 국제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프 환경 내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성차별 폭력 예방과 성차별 폭력 대응 조치 모두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된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성차별 폭력 예방

! 조사(assessments)/모니터링

! 보호에 초점을 맞춘 쉘터 및 부지 계획

! 배급과 서비스

! 커뮤니티 인식 제고

! 안전과 치안

! 보호 시스템

! 윤리 

성차별 폭력 대응

! 위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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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인식 제고

! 참여적 방법을 이용해, 성차별 폭력에 대해 캠프 커뮤니티의 의식을 고취하고 인식을 높이

도록 한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난민 혹은 국내이재민의 권리, 수용국의 법률에 대한 정

보도 이에 포함된다.

! 보호 파트너들이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작성하고 성

차별 폭력 예방 메시지를 배포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캠프와 문화적 정황에서 이 지역의 모든 훈련이나 인식 제고 활동

이 각각 여성 1명, 남성 1명으로 이루어진 공동 퍼실리테이터(co-facilitators)가 진행

하도록 하고, 모든 워크숍이 통역을 통해서가 아닌 현지 언어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활동들은 캠프 인구와 문화를 대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된 자국 직

원(national staff)이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성차별 폭력이 주민들 사이에 만연하다면 

캠프관리 체계의 일부로서 상담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캠프 주민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회는 잘 훈련 받아야 하고, 기밀을 

준수해야 하며, 사법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 외상과 함께 사

회적/문화적 낙인 때문에 종종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성차별 폭력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신고 시스템이 관료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것이 다반사이다. 현장에 

잘 훈련받은 여성 직원을 두는 것은 필수이다. 여성 직원의 비율을 50%로 맞추는 것은 

겨냥해볼 만한 좋은 목표이다.”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위해 최적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를 선택하는 일은 정

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현지 커뮤니티 구성원을 활용하는 것이 나

을 수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는 국제 직원(international staff)이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

을 수도 있다. 퍼실리테이터의 성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안전과 치안

! 성차별 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들을 파악하기 위해 캠프 주민을 동원하고, 여성을 포함하

는 ‘커뮤니티 감시 팀’ 등 커뮤니티 지원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 커뮤니티 치안 유지 활동 및 모니터링, 그리고 고위험 구역,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남

녀가 직면한 특정 위험을 고려한 치안 체제를 지지한다. 

성 혹은 미망인을 그들끼리만 한 곳에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이러한 집단의 안전과 웰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한다. 

! 공동 구역 (특히 화장실과 샤워장)의 조명과 가족용 손전등과 같은 개별 사용 목적의 조명

을 위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대체 에너지원을 위한 준비를 한다. 

!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사생활, 안전 및 치안을 보호하는 한편, 커뮤니티 정신을 고양하고 커

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쉘터 구역의 위치와 설계를 계획한다. 

! 여성과 커뮤니티 소수 집단 구성원이 서비스 위치와 쉘터 설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

미 있는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사용하는 구역이 안전하고, 커뮤니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적의 대안에 대한 커뮤니티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대체 연료를 준비한다: 이는 반드시 

우선적인 예방 활동이어야 한다. 

! 여성과의 상담 시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성차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심리 사회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상담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여성 센터를 제공한다. 

배급과 서비스

! 캠프 거버넌스 메커니즘 및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의미 있고 평등한 참여를 증진

하고 모니터한다. 

!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에 대한 결정이 해당 캠프 커뮤니티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특히 

다양한 배경과 연령의 여성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급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한다. 

! 소녀에 대한 교육을 향상시키고 여학생의 중퇴율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 캠프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포함하는 기술 훈련과 소득증대 프로그램 수립을 장

려한다.

! 남성의 생계활동을 장려하고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갈등과 문

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특히 미혼 여성이 가장인 가구, 젊은 미망인, 남녀 노인, 그리고 그 밖에 학대, 착취, 배제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 확보와 생계 전략을 촉진한다. 

! 남녀 청소년에게 생계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시행하고, 직업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추가 소득으로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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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원이 해당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도록 

한다. 

! 충실한 여성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하며 다른 관계자들의 여성 직원 고용을 촉진한다. 

! 캠프 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의 이름과 직

무를 서면으로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불만사항이 제기될 때 후속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를 통해 생존자가 자신의 이야

기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도록 요청받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언론매체를 포함한 방문자와의 

인터뷰에 대해 생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도록 한다. 

 캠프관리 팀원을 모니터 요원, 트레이너, 코치, 현장 직원 또는 감독관으로 캠프 환

경에 보내기 전에 성차별 폭력에 대한, 특히 성차별 폭력 예방이 인권 보호 및 수호에 있

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성차별 폭력 대응

성차별 폭력을 경험한 캠프 거주민은 종종 캠프 관리 기관에 맨 처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

가온다. 캠프 관리 기관의 직원은 기밀성, 존중, 세심함, 생존자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하여 그

러한 사건을 다룰 준비가 되어야 한다. 네 가지 대응 분야 (보건, 심리 사회적, 안전 및 법적 대

응)를 포괄하는 제안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위탁 시스템

! 인터뷰 기술과 위탁 절차 및 이용 가능한 선택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생존자

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적절한 보호 기관 및 NGO 파트너들과 자료 보호 요건을 포함하여 기밀성, 존중, 세심함, 

생존자의 존엄성을 특히 고려하는 사건 신고 절차 및 위탁 시스템 (가능하고 관련이 있을 

시에)에 대해 합의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해 파트너들이 총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떤 정보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지, 또 정보 수집 시에 생존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떤 

정보가 어떤 역할로 공유될 필요가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개인과 조직이 해당 사건

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해당 생존자, 정보 및 응답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여성을 포함한 캠프 주민이 캠프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현지/수용 당국이 수용 커뮤니티의 복지에 대해 활발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들과 연계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이를 통해 공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한다. 

!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충분한 횟수의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지지하고, 모든 치안 담당 직원 

간의 성 평등을 촉진한다.

보호 시스템

! 캠프 내 성차별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조정되고, 기밀이 유지되며, 적절한 위탁 및 신고 절

차를 세우는 데 있어 담당 보호 단체들과 협력한다. 

! 보건, 심리 사회적, 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네트워크 설립을 제고 및/혹은 지원하며, 이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 성 평등 및 성차별 폭력 예방을 위해 남성 집단에 대한 훈련 및 동원을 촉진한다.

! 시정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생존자가 정보에 근거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경우에 생존자가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업무별 표준업무절차(Operation-specific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는 아동 생존자의 경우에 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규정해야 한다. 일부 국가

에서는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공식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후견

인이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의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부모

나 후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관련 국가 아동 보호 당국으로 이관되어

야 하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 보호의 주관기관이 아동의 최대 이익을 결정

(Best Interests Determination, BID)해야 한다. 

윤리 

! 인도적 지원 담당자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캠프 커뮤니티에 제공한다. 

! 인도적 지원 담당자, 평화유지군 및/혹은 보안 요원과 관련된 불만 신고 절차에 대해 캠프 

커뮤니티에 설명한다. 

! 기관 직원의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고 훈련/설명회를 적절하게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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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의 미확인 정보는 관련 보호 기관에 적절하게 공유되도록 한다. 

안전과 치안

! 생존자와 그 가족, 기관 직원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시해야 한다. 

! 생존자의 희망 사항, 권리, 존엄성을 존중하며 동시에 커뮤니티 전체의 필요 및 안전을 항

상 고려해야 한다. 

! 아동이 항상 나이에 맞는 인터뷰 및 상담 기술 훈련을 받은 이들에게 인터뷰를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아동 생존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번 인터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생존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며, 개별적으로 조심스러운 치안, 

후속 지원 및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 가능할 때마다 커뮤니티 내의 가해자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

! 가능한 경우 캠프 내 보건 서비스가 성차별 폭력 생존자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

도록 지지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용 가능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 피임제

 ○ (HIV 노출에 대한 대응으로) 사후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

 ○ 성매개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 치료

 ○ 간염 및 파상풍 예방접종

! 성차별 폭력 생존자를 위한 신속한 의료 대응 및 치료를 보장하는 위탁 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6장을 참조하시오. 

심리 사회적 대응

피해자가 심리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위탁 시스템을 지지한다. 

커뮤니티가 추진하는 심리 사회적 지원 메커니즘이 생존자의 권리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법적 대응

! 법률상의 보상책을 찾는 생존자는 담당 보호 기관(들)에 위탁한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성차별 폭력 문제와 적절한 예방 대응 및 위탁 시스템에 대한 훈

련을 받는다. 

 캠프에 오기 전 성차별 폭력에 노출된 캠프 거주민은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는다. 

 캠프 관리 기관은 성차별 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심리 및 사회적 지원, 안전 및 법적 지원을 포함해 명확한 위

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성차별 폭력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대책을 계획하

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에서 참여형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젠더 및 권력관계, 전통적 역할, 유해한 전통적 관행을 포함한 이재민 커뮤니티의 문화를 

통해 성차별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제공된다. 

 캠프 설계 및 배치가 성차별 폭력 예방을 돕는다.

 특히 성차별 폭력에 취약한 집단과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캠프 관리 기관은 보호 관계

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직원과 캠프 거주민을 대표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이에 

서명했다. 

 커뮤니티 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고 모니터한다. 

 안전하고 기밀성이 준수되는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는 이것을 이용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캠프 내 고 위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캠프 관리 기관의 우선 사항이며, 이 모니터링

은 일관적이고 정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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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의 일상적 관리와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하

고 성차별 폭력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을 돕는다.

 캠프 관리 기관은 성차별 폭력에 대한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기관 간 접근법을 지지하

고 지원한다. 

 성차별 폭력 대응 및 예방은 캠프 내 프로그램의 분석, 기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의 모

든 단계에 통합(편입)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 및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긴밀히 공조한다. 

 성차별 폭력 피해자의 안전, 치안, 존엄성이 항상 최우선시 된다.

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R. Bauer. Shelter & Gender. Briefing note

! Proposed system for organising, monitoring and promoting firewood patrols

! Reproductive Health Response in Crisis (RHRC) Consortium, 2004. Gender 

based Violence Tools Manual. For Assessment & Programme Design, 

Monitoring & Evaluation in Conflict-affected Settings. 

www.rhrc.org/pdf/GBVsingles.pdf

! RHRC Consortium, The Gender-Based Violence Global Technical Support 

Project, 2004. Checklist for Action. Prevention &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in Displaced Settings. www.rhrc.org/pdf/Checklist.pdf

! IASC, Protection Cluster, Early Recovery Cluster, 2007. Protection of Conflict-

induced IDPs: Assessment for Action (pilot version for field testing)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20approach 

%20page/clusters%20pages/Protection/P%20R&T/frameworksmallsize.pdf

! UNHCR, 2006. The UNHCR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20

approach%20page/clusters%20pages/Em%20Shelter/Tollkit%20Field/7.2%20

Assessment/7.2.2%20Guidelines/7.2.2.8%20UN HCR%20Participatory%20

Assessment%20Too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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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본 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특정한 보호관련 필요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주요 집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재민의 취약성과 보호관련 필요는 정황

에 따라 다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약 집단은 다양할 것이다. 다음이 이와 같은 집단에 해

당된다. 

인구 범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소년과 소녀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아동

소년 소녀 가장

청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자리가 없는 청소년과 청년

여성

미망인을 포함한 여성 가장

남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여성

성차별 폭력의 생존자인 여성

노인
가족 혹은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조부모 가장 가정

질병, 장애, 정신적 외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 혹은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

고문 생존자

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특정한 보호관련 필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가족 혹은 커뮤니티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 적절한 보호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도, 종종 지원 역량은 한계

에 다다르고 자원은 한정된다. 가족과 커뮤니티의 지원 부재 속에서 이들 집단에 속한 이들은 

캠프 내에서 증가된 보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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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캠프 주민 중 일부 집단은 특정한 필요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필요에 맞춘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필요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들 집단 내부 혹은 외부의 개인들은 다른 캠프 거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취약할 수 

있다. 

 ▶ 캠프 관리 기관은 가장 초기 단계 및 이재이주 사이클에 걸쳐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을 찾기 위해 연령, 성별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개별 자료가 등록/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 참여형 평가 및 캠프 내 모든 집단의 참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필

요를 갖고 있을지 결정하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커뮤니티 지원 체계를 통해 평소에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거주민들이 지원을 받지만, 이

재이주로 인해 이 체계는 무너질 수 있다. 모든 기획과 프로그램은 가능한 기존의 대응 기

제를 지원하거나, 대안적인 조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들 집단의 우려 사항을 통합해야 

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은 취약한 거주민의 특정한 보호관련 필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해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과 개별 사례 관리 체계간의 결합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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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및 직원들의 캠프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행동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특히 여성 및 아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필요를 가진 다른 집단을 담당하는 직원이 행

동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취약 집단 - 현장의 목소리

“세르비아의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에는 많은 수의 취약 집단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

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노인,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한 NGO의 추산에 따르면 이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이재

민 임시수용시설 내 거주민의 최대 40%가 정신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열악한 생활 환경이 거주민들

의 취약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국내이재민들 간의 갈등, 알코올 중독, 자살 

시도, 심리 사회적 문제, 우울증, 성차별 폭력 사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우려 사항이 비좁은 생활 환경, 사생활 부족과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수용 

생활에서 비롯된 제도화에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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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소년과 소녀

일반 아동에 대한 조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발달상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보살핌 및 관

심을 필요로 한다. 아동은 성인의 도움 및 보호에 의존적일 수 있으며 질병, 영양실조, 신체적 

부상과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해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 국내이재민 아동 혹은 난민 아동은 이

재이주와 가정 및 커뮤니티의 붕괴뿐만 아니라 보통 이러한 상황에 수반되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캠프 환경에서 난민 아동 혹은 국내이재민 아

동은 폭력, 성적 학대 및 착취, 강제 징집 혹은 강제 노동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은 출

생 등록 및 서류절차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학교 환경은 안전하지 

못하고 이 아동들을 착취와 학대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캠프 환경 내의 특정한 필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커뮤니티 내 다른 주민에 비해 박탈, 피해, 착취, 침해 등

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취약성으로 인한 결과가 인지되고 해결되지 않는

다면, 이는 그들의 신체 및/혹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으며, 그들의 안녕과 기본적인 인권 접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경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연령, 장애, 사회적 낙인 혹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필요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보호 없

이는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알리거나 불편한 점을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재이주의 상황에서 가족과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긴장의 압박 속에 놓이고 종종 해체

되기도 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들이 받던 수준의 관리와 지원

을 캠프 환경에서는 해당 커뮤니티로부터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두려움, 박탈, 긴장이 

문화 및 윤리/사회적 가치의 붕괴로 이어지는 캠프 환경에서는 커뮤니티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이 보호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방치 혹은 폭력,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의 존재를 고려하고 그들의 우려 사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고안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의 보호를 ‘주류에 포

함시키는’ 것이다. 

! 그들의 취약성과 필요에 맞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 혹은 개인적 위탁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개인의 특정한 필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 내 개인들이 직면한 보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 

예로, 캠프 내 위탁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이 다시 본인 가정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곳에 

재정착할 시에는 다른 종류의 필요를 가질 수 있다. 혹은 딸이 있는 나이 든 여성은 그 딸이 결

혼을 해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갈 때 다른 필요 사항이 있을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에게는 캠프 직원이 모든 집단과 개인,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

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고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

히 캠프 직원은 행동 수칙에 대한 훈련을 받고 이에 서명해야 하는 데, 이 행동 수칙은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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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이 해당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향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을 고안해야 한다. 지원 그룹(support groups), 학부모 위원

회, 인식 제고, 코칭(coaching), 커뮤니티 동원가, 정보 캠페인 등이 모두 이를 위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 캠프 내 운영 중인 보호 기관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는 국가 및 지역 아동 복지 당국과의 조

정하에 아동 보호 위원회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그러한 위원회가 성별적으로 균형 잡

히고 모든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위원회는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

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소년과 소녀를 캠프 관리 기관 혹은 담당 보호 체계로 위탁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 캠프 서비스 및 시설 접근에 관한 권리 위반 혹은 차별에 대한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

에 제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드백 절차와 후속 절차가 마련되도록 한다. 

! 캠프 내 아동 친화적인 공간과 활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한다. 사교 및 오락 

시설과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다. 이는 또한 보호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아이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 캠프 바깥으로 나갈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이에 포함된다. 스포츠와 놀이, 오락을 위한 공간은 좌절과 분노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으며, 커뮤니티 화합을 다지고, 가족과 커뮤니티의 결속을 도울 수 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캠프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평화롭게 만든다. 

아동의 보호관련 필요에 대처 시 캠프 관리 기관은 아동의 최대 이익 결정 원칙에 따라야 한

다. 이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결정 혹은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대 이익이 주요 목

적으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아동 보호 및 관리 문제에 접목되

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아동의 최대 이익 결정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보통 이러

한 결정은 국가 아동 보호 체계 내에서 혹은, 필요 시에는 캠프 내 활동 중인 혹은 거주민들을 

대표하는 보호 기관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공식적인 아동의 최대 이익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필요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과 참여를 통해 아동을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성공적

인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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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캠프 환경에서 유엔아동기금과 같이 아동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

으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다. 심리 사회 지원, 가족 찾기, 가족 재결합, 이전에 

소년병이었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등의 아동 보호 활동 혹은 아동의 최대 이익 결정을 

위해서는 특정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가족 찾기의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적격 단체이다. 

그러나 캠프 관리 기관 역시 아동들이 캠프 내 보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위험에 처

한 특정 아동들의 식별 및 그들의 필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 및 

프로그램을 조율(adapt)하고 조정하는 대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취해야 

할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소년과 소녀가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또한 중퇴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닐 기회를 보장한

다. 교육은 올바르고 또한 근본적인 보호 도구이다. 교육은 심리 사회적 필요 및 발달 필요

의 충족을 도울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고, 착취나 학

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제공받도록 돕는다. 학교에 다님으로써 

이재이주에 따른 정신적 외상의 일부 영향에 대응할 수 있으며, 너무도 필요한 요소인, 일

상 및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 줄 수 있다. 안전한 학교 환경과 캠프 내 모든 난민 

아동 및 국내이재민 아동의 교육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은 캠프 관리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난민 아동 혹은 국내이재민 아동 (예를 들어, 보호자 미동반 아

동 및 이산 자녀, 소년 소녀 가장, (청소년기의 소녀를 포함한) 소녀)의 교육에 대한 접근 기

회를 막는 장애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조

치를 도입하는 것이 이 분석의 목표이다.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적이고 긍정적인 학

습 환경 지원은 캠프 내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캠프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 지원 기관의 부재 시에는 캠프 관리 기관이 비공식적인 학교 교육 

및/혹은 자발적 교사의 채용 지원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정보는 제17장을 참조하시오. 

! 소년과 소녀가 직면한 특정한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동 보호 체계의 수립 및 

강화를 지원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정확한 역할은 아동 보호 기관 및 NGO의 존재 유무와 

그들의 참여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체계에는 위험에 처한 아동 조기 확인, 아동의 상황 

모니터링, 예방 대책을 위한 책임사항 배정,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별 사

례의 후속 조치를 위한 위탁 시스템 등을 위한 절차가 포함된다. 가족과 커뮤니티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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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

 보호자 미동반 아동(unaccompanied children)이라 함은 부모와 친척으로부

터 떨어져 법 혹은 관습상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에 의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산 자녀(separated children)라 함은 부모로부터 혹은 반드시 친척은 아니지만, 

법 혹은 관습상 이전의 일차 보육자로부터 떨어진 상태의 아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

의 부모가 아닌 성인 가족 구성원들에 동반된 아동도 이에 포함된다. 

고아(orphans)라 함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아로 여겨지기도 한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는 보통은 부모가 제공하는 일차적인 보육 체계가 부재함으

로 인해 보호관련 문제의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04년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에 관한 기관 간 지침(Inter-agency Guiding Principles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에 따라,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재정착 혹은 본국 송환/귀환 등으로 인한 이산 위험이나 혹은 장작 모으기와 같이 아이들

이 캠프 바깥에 나가서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특정 활동에 의한 이산 위험에 대해 모든 캠프 

거주민들에게 정보 및 인식 제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동 이산을 방지한다. 거주민들 또

한 이산 혹은 유괴 방지를 위한 조치, 식별 및 시행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캠프 내 대응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여 아동들이 이 체계에 따라 만약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그러한 아동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등록하며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부

모가 사망하거나 떠남으로써 캠프 내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가 된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제도 이에 포함된다. 

! 부모나 법 혹은 관습상 일차 보육자를 추적하기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가족 재결

합이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은 그러한 서비스를 마

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 기관들이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데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는 이 부문에 대한 권한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하는 첫 번째 단체

여야 한다. 만약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없다면, UNICEF나 UNHCR 혹은 아동 보호 

NGO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아동의 최대 이익 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유엔난민기구의 『공식적인 아동의 최

대 이익 결정에 대한 안내서(Guidelines on Formal Determination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를 참조하시오. 

 현장의 목소리

“분쟁 이후 북부 우간다의 대규모 캠프에서는 귀환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는 여

전히 지속적인 평화 합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캠프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트랜지션 부지(transition sites)’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동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해 원로 위원회에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진

짜 집’에 가지 못하는 동안은 이 장소가 캠프와 자신들의 출신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

로서, 자신들의 미래 계획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그들의 땅과 가까워서 경작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원래 고향을 ‘가서 보고’ 

올 수 있었다. 고향 마을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메인 캠프에서 지원과 치안이 제공됨을 알고 밤에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트랜지션(transition)’ 부지 제공에는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또한 일부 문제점도 있었

다. 트랜지션 부지에 적어도 단시간이나마 거주한 것은 항상 부모들, 대부분은 남성들

이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메인 캠프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배급이 이루어졌고, 교육 

및 다른 시설들이 제공되었으며, 많은 아이들이 출생 이래 이곳에서 쭉 생활해 왔다. 하

지만 부모의 부재는 특히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취약하게 했다. 원로 위원회는 종종 조

부모들에게 어린 세대들을 돌볼 책임이 맡겨지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적절히 보살필 능

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이주로 인해 커뮤니티의 사회 구조와 윤리 체계가 무너졌다. 

폭력과 학대 사건이 빈번했고, 캠프 커뮤니티 출신의 젊은 남성들이 홀로 남겨진 소녀

들을 강간하고 유린했다. 이러한 패턴의 학대가 분쟁과 강제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원로 

위원회가 말했다. 소녀와 젊은 여성의 부모들은 트랜지션 부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과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캠프에 계속 남아있는 것 사이에서 난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캠프 내 원로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소녀들

을 적절히 보호하고 조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에 기반한 해결책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아동 집단을 위한 조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 소년 소녀 가장,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아동

을 포함한 특정 아동 집단은 군대 징집, (성적) 착취, 학대 혹은 폭력 등과 같은 증가된 위험을 

포함한 특정 보호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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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또한 군대 및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

었던 소녀들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 

! 이전에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이들을 지목하는 것은 이들을 따돌리는 결과

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각종 프로그램은 포괄적이여서 무력분쟁에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캠프 내 모든 아

동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특정 집단의 아동들의 특별 대우를 위

해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그들이 커뮤니티에 편입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징집되었던 아

동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특히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소녀들과 그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연관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행

동과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과거에 따라다니는 사회적 낙인은 심화되고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이 소녀들을 능동적으로 보호해야 할 수 있다. 

! 재활 및 가족과 커뮤니티로의 재편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단체들과의 조정하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모든 캠프 주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전에 참전했던 아동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장 단체와 

관련이 있었던 소년과 소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점과, 해당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활동에 

접근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우간다 북부에서 이전에 유괴된 적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한 국제 NGO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수용 및 재통합 센터에서의 임시아동보호(interim care)가 포함된다. 도착과 동시에 모

든 아동은 해당 지역 병원에서 건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 개별 아동을 위한 가

장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심리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아동은 기

본적인 보호 및 상담을 받고,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정된 활동에 참여한다. 

가족 찾기, 가족 재결합 및 후속 조치. 아동이 도착하자마자 해당 NGO는 가족 찾기 및 

가족 재결합 절차를 즉시 시작한다. 

 ▶▶

! 계류 중인 가족 찾기와 재결합의 경우, 적절한 임시 아동 보육 방법을 찾기 위한 체계가 마

련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친척 혹은 위탁 가정에 의한 보살핌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들이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

록 장려해야 한다. 캠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캠프 내 활동 중인 보호 단체가 없는 

상황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위탁 가정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아동 위탁을 위해 선정된 가정에 대해서

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또한 서류 서명을 통해 위탁 보육 과정을 공식화하는 것이 

권고된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들은 또한 나이가 많은 형제가 가장 역할을 하

는 가정에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보육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차별 혹은 착취, 학대의 증가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어린 

형제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나이 많은 아동들은 교육 및 여타 활동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할 수 있다. 

!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에게 확대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동 보호 기관 및 

NGO에 의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들은 대가족 구성

원에 의해서나 위탁 가정 내에서 차별 혹은 학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상황, 특히 임

시 보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이재민 혹은 난

민 중의 자원 봉사자들 역시 커뮤니티 복지사 및 사회 복지사로 훈련 받아 훈련 및 모니터

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산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줄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고려하여, 심리 사회적 치료가 제공

되도록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은 캠프 내 이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립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아동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이전에 연관이 있었던 소년과 소녀들은 재활 및 커뮤니티로의 재편입

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문 단체가 수행해야 할 일이나, 캠프 관

리 기관에서도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분쟁에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다른 단체들을 지원한

다. 이러한 아동들이 성차별 폭력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을 경험 혹은 자행했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재활 프로그램에는 각종 심리 사회적 프로그램이 종종 포함된다. 재활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기반이어야 하며 교육, 기술 훈련, 화합과 심리 사회적 상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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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캠프 내 자신들의 권리와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시설,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 방

법을 잘 알고 있도록 한다. 캠프 서비스와 시설 접근에 관해 권리의 위반 혹은 차별 발생시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제기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 청소년이 해당 커뮤니티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

법을 찾는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청년 집단을 설정하여 자신들과 특히 관련이 있는 캠프 

생활의 일부 측면, 예를 들면 HIV/AIDS 및 환경 문제 인식 제고 활동 등을 다루도록 위임

한다.

 캠프 청년 및/혹은 수용 커뮤니티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 위원회는 스포츠팀이나 

스포츠 행사에 중점을 둔 위원회가 아닐 경우 특히나, 시작하기에 가장 힘든 위원회 중 

하나이다. 포괄적인 참여를 이유로, 청년 활동 및 위원회를 시작할 때 스포츠에만 초점

을 맞추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종종 스포츠 관련 이니셔티브는 캠프 내 청년기 

여성 및 인근 수용 커뮤니티의 청년기 여성들에게 완전히 수용되지 않는다 (수용 커뮤니

티의 청년기 여성들이 다른 청년, 특히 남자 청년들과 대부분 함께하는 단체 스포츠 행

사에 참가하기 위해 캠프 내로 가는 것을 가족 구성원이 자주 허락하지 않는다). 스포츠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취약하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의도치 않게 소외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청년 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언: 현장의 목소리

“1. 가능하다면 여성 위원회를 먼저 장려하고 청년 위원회가 그 뒤를 이어 발전할 수 있

도록 하는 겁니다. 종종 어머니, 할머니, 이모가 캠프 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경

험하고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그들이 결국 청년 위원회의 특정 측면을 지원하고, 장려

하고 심지어는 옹호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이 가장이거나 혹은 생계를 부양하는 가정에

서는 종종 청년들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정보를 서로 소통합니다.

2. 기술 향상을 위해 캠프 내 남성 위원회/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남성 중심의 청년 위

원회를 개발하고, 스포츠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젊은 남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실

직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커뮤니티 기반의 심리 사회적 지원.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사례별 사회복지사

가 정기적으로 후속 방문을 한다. 학교장들과의 회의를 열어 해당 아동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NGO가 후원하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

족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커뮤니티 의식고취, 가

족 및 또래 집단 토의, 학부모 지원 그룹, 스포츠 팀, 전통 무용 장려, 연극 및 문화적 의

식, 청소년 보건 교육 및 생활 기술 훈련, 직업 훈련 및 소득 창출 체계 등이 포함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실업 상태인 청소년과 청년

 아동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도점과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이 문제는 캠프 관리 기관이 해당 커뮤니티 및 캠프 내 서비스 제공자들과 논의

하여 각종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된 정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부분이다.

특히 주민이 캠프 내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교육, 직업, 소득 창출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청소년기의 소년과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장

기적으로 이는 일부 청소년 집단 사이에 권태, 좌절,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캠프 

거주민들에 대한 성차별 폭력과 같은 보호관련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경우 이는 알

코올과 약물 남용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 의한 보호관련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필요 조사 시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왜 학교에 다니지 않는지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필요가 반영되고 그들의 역량이 캠프 내 일상적인 활동과 프

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기의 소년과 소녀들을 위한 스포츠 및 오락, 생활, 직업 및 기술 훈련, 심리 사회적 

지원 등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확립을 위해 인도적 지원 단체를 지지함으로써, 청소년기 소

년 소녀들의 필요에 충분히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기 소년과 소녀들에 

대한 참여적 절차에 기반하여 캠프 관리 기관은 이들 집단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발견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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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은 가족 내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학습, 기술 훈련, 

사교 프로그램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또한 학대와 착취의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미망인은 강제 결혼과 같은 해로운 전통적 관습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은 현지법 혹은 사망한 

남편의 가족의 관습에 의해 상속권 혹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법적 

기제는 이 집단에 대해 어떤 보호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군대 혹은 무장 단체와 관련이 있었던 여성과 소녀들 또한 재징집 혹은 유괴의 위험을 포함한 

증가된 보호 위험과 성적 학대 및 착취를 포함하는 차별 혹은 학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 사회적 필요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이 가정을 꾸

려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수 있으며, 혹은 그들의 아이들이 커뮤니티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여성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특정한 필요를 분석하도록 

하고, 이들을 참여시킬 뿐 아니라 지원과 프로그램을 이에 따라 조율(adapt) 혹은 조정하는 조

치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성차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0장을 참조하

시오.

특정 대응 기제 마련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성에 대

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대응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캠프 관리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이 해야 할 활동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난민 여성 및 국내이재민 여성의 개별적인 등록 및 문서화 작업. 특정한 필요를 가진 여성 

집단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 여성 집단이 직면한 위험 정보 

및 보호관련 우선 사항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원 및 역량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참여형 평가

를 통해 개별 등록을 보완해야 한다. 

! 캠프 설계 시에 여성이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구호 물자 배급과 같은 활동과 서비스를 평가 시에 모두가 평등한 접근권을 갖도록 하고, 

여성을 성적 착취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난민 여성 및 국내이재민 여성에게 국제법 및 국가법하에 자신들의 권리 및 캠프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주변의 수용 커뮤니티 내 청년들이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그 구조를 

먼저 조사합니다. 유용한 청년관련 정보 및 공통적인 성공 사례를 수집하도록 노력합니

다. 너무나 흔히 청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지역 청년 문화와의 접촉이 끊긴 

어른들이 청년 위원회를 장려하는 일을 합니다.”

 청년 위원회는 캠프의 다른 위원회와는 다른 구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청년 위원

회에는 ‘이중’ 역할 (두 명의 의장, 두 명의 서기, 두 명의 총무 등) 및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흥미를 잃고/잃거나, 

관심이 없어서 혹은 다른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돌보기, 생계 및/혹은 교

육 기회로 인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에서 탈퇴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년 위원회에

서 구조의 모든 측면을 ‘이중화’ 한다면, 회원들이 가입하고 탈퇴할 시에도 위원회는 피

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여성

캠프 내 모든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주의 남성 역시 특정 위험 (예를 들어, 

제대한 남성은 커뮤니티에서 배척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그들의 성별 혹은 법적 지위,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특정한 보호관련 우려

에 노출될 수 있다. 여성은 권리 행사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남성과 같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특정한 대책이 실행되어야 할 수 있다. 이재이

주 동안이든 혹은 캠프에 도착한 이후이든 여성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

을 포함하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거나, 혹은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이나 생계 활동에 대

한 접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특정 여성 집단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한 필요를 갖고 있다. 보호자 

미동반 미혼 여성과 미망인을 포함한 미혼 여성 가장이 이에 포함된다. 쉘터가 거의 아무런 보

호가 되어 주지 못하고, 물리적 사생활 및 치안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캠프 환경 내에서 이

들은 증가된 치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은 차별, 희롱,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노출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여성들은 또한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성 가장 가



344  캠프 관리 툴킷 | 제11장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   캠프 관리 툴킷 | 제11장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  345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 현장의 목소리

“여성이 가장인 가구들을 위한 소득 창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참석률

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 가장들이 수업 혹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때문이었다. 해결책을 찾다가, 여성들 간의 조정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일부 여

성들이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다른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그것을 교대로 하

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전개’이자 혁신을 맞았다. 캠프 내 노인들을 초대하여 아이들에게 이

야기를 해주도록 하였다. 이는 아이들에게 오락거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전설

을 들려줌으로써 교육까지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다. 또한, 이는 

노인들에게는 잃어버렸던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다시 가져다주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 

특히 거동이 상대적으로 편한 노인들과의 더 나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프로젝트를 

통해 더 나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노인

노인은 국내이재민 혹은 난민 커뮤니티 내에 취약성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또 다른 집단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노인”을 60세 이상의 개인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늙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평균 수명, 건강 상태, 경제 상황과 같은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노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거동이 불편해 짐에 따라 식량과 비식량물품 혹은 급수, 보건 서비스, 

참여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있다. 노인에게는 특별한 식품 관련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간과되는 부분이다. 이들은 강도를 당하거나 폭

행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노인 여성은 국내이재민 혹은 난민 캠프 인구 중에서 노

인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성적 학대의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특정 노인 집단은 높은 보호관련 위험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 보호자 미동반 노인, 조부모 가

장, 건강 문제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정신적 혹은 신체적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제한적인 노인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캠프 관리 기관 

및 여타 보호단체들이 참여형 평가에 노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다양

! 캠프 거버넌스 체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활발한 개입을 보장한다. 특정 여성 집단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찾아

내는 일을 포함하여, 캠프 관리 기관이 기획,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난민 여성 및 국내이재

민 여성의 완전하고 활발한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여성의 리더쉽,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 장려. 이는 여성의 권한 강화에 기여하고 결과

적으로 캠프 내 여성들의 보호 상황을 개선하게 된다. 

! 주관 정부 당국 및 보호 기관과의 협력하에 캠프 환경 내의 취약한 개별 여성의 물리적 안

전관련 필요를 해결한다.

! 캠프 서비스와 시설 접근에 있어서의 권리 위반 혹은 차별에 대한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어

디에 제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남성의 특정한 필요

여성, 아동, 장애인, 여타 집단의 특정한 필요는 주로 인지되는 반면, 남성의 특정한 필

요 역시 캠프 관리 기관에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캠프에서의 삶은 종종 

많은 문화권에서 남성의 주요 역할(전통적인 역할)의 본질, 즉 가족을 부양하고 커뮤니

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캠프 환경은 남성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캠프에서 남성은 주요 생계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자신의 

가족에게 식량, 쉘터, 가정 용품을 제공하는데 있어 외부인들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의지

해야 할 것이다. 캠프 내 리더쉽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국가 당국과 캠프 관리 

기관 같은 추가적인 활동가들이 존재하므로 남성들은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전부 혹은 일부 상실하게 되면서 남성들은 무력하게 되고/되거나 

소외되고, 굴욕감을 느끼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며 심지어는 우

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대조적으로, 여성이 주로 맡게 되는 주요 활동인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지속된다. 만약 캠프 내에서 여성들이 과거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으면 이에 대한 분노도 발생할 수 있다. 

활발한 참여와 생계 활동 기회(제3장과 제18장을 참조)를 장려하는 데에는 중요한 심리 

사회적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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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이재이주 이전에 커뮤니티 내 노인이 수행했던 역할을 이해하고, 노인들이 커뮤니티의 자

원이며 커뮤니티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한다. 노인들은 교육, 의사소

통, 갈등 해결, 가족과 커뮤니티 내 리더쉽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커뮤니

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적인 노인

들은 기술 훈련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들이 커뮤

니티 위원회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생활에 활발히 참여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

에는 갈등 해결 절차에 대한 개입, 보육 활동, 전통적인 출산 서비스, 커뮤니티 전통 계승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 노인 남성과 여성 모두 참여형 평가뿐만 아니라 캠프 거주민을 위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프로그램 및 활동의 설계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별도의 특별 서비스를 고안해 내기 보다

는, 노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안하는 것이 

캠프 내 대다수 노인을 위한 목표이다. 

! 가족 찾기는 보호자 미동반 노인이 가족 구성원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계류 중인 가족 재결합, 커뮤니티 차원의 관리 이니셔티

브, 지원 이웃 및 가족과의 연계 등을 장려하여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적절한 쉘터, 프로그

램,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외로움, 사별, 우울증 극복을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심

리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조부모 가장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이 마련되

어 있도록 한다. 조부모 가장 가정은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들 조부모는 살아

남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는데, 식량, 물, 연료를 얻어오는 일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경제 활동을 떠맡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장작을 모으기 위해 캠프 바깥으로 나가는 등 추가적인 보호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건강 문제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의료 서비스 및 구호 물자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

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이 구호 물자 접근에 있어 의도치 않게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

고, 구호 물자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절도 혹은 위협, 폭행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구호 물

자 배급 체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이 캠프 내 자신들의 권리와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시설 및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방

한 성별 및 연령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보호자 미동반 노인은 자신의 소지품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절도의 높은 위험에 처

해있을 수 있다. 쉘터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낯선 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게 하고, 이들

은 노인을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다. 일부 보호자 미동반 노인은 물

과 비식량물품을 타오거나 운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들은 고립, 외로움, 우울

증의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노년층’ 혹은 노인은 많은 존경을 받고, 커뮤니티 내 사회적, 종교

적 의식과 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주로 출생, 결혼, 죽음, 그리고 소

녀의 초경과 같은 성인이 되는 의식에  있어 중요하다. 이들이 가진 지혜와 훌륭한 상담

으로 인해 이들은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었으며, 많은 문화권에서 노인은 또한 전통적인 

법 제도와 갈등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전통적 문화 가치 및 윤리

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노

인들의 커뮤니티 및 전통에 관한 지식과 이에 더해 해당 커뮤니티가 이재이주에서 직면

한 어려움에 대한 의식은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주민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하게 보호하

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비상사태에서 노인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NGO들은 비상사태에서 노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 거동 불편 - 노인이 위기로부터 피신하고 인도적 서비스에 접근할 역량에 영향을 준다. 

! 만성적으로 열악한 건강 상태 - 위기 동안 나타난 즉각적인 건강 문제들은 기존에 앓고 있

었던 만성 질환의 영향, 보건 직원들의 차별,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대응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특징지어지며 더욱 악화된다.  

! 영양상의 필요 - 다르푸르(Darfur)에서 2006년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수행한 신속 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거의 40%가 영양실조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외 - 2006년 9월에 수행된 심리 사회적 필요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 노인 생존자에게 정신 건강 우려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 중에는 

소외되고 있고 부담이 되고 있다는 느낌, 세대간 갈등, 또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

대한 손실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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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에게 ‘노인 친화적인’ 물품을 포함해달라고 부탁했다. 목욕할 때 필요한 물바가

지, 추위를 많이 타는 노인들을 위한 스웨터와 숄, 차와 수프를 오랫동안 뜨겁게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 등이 이에 해당했다.”

환자와 장애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장기적인 신체적 혹

은 정신적, 지적, 감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 이들 장애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하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은 타인과 대등한 기반에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캠프 인구 중 환자 및 신체적, 정신적 혹은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특히 그들의 가족과 커

뮤니티가 부재 혹은,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 혹은 의지가 없는 경우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장애는 가족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형벌”로 여겨져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따돌림이나 소

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이 직면하는 보호관련 문제에는 적절한 살 곳 및 공동 서비스에 대

한 접근 같은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데 대한 장애물에서부터, 성적 학대 및 착취에 더욱 많

이 노출되는 문제 등이 있다. 장애아동은 또한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

며, 가정에서의 학대 또는 소외, 혹은 커뮤니티에 의한 차별적 대우에 직면할 수 있다. 장애여

성은 그들의 성 역할로 인해 이중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술적인 조치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요

구 사항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편리한 높이의 화장실 문고리

! 쉘터와 세면장에 잡을 수 있는 봉이나 지지 난간

! 올바른 앉은 자세를 지지할 수 있는 쿠션

! 쉘터 구역에 가까운 그늘이 드는 편안한 앉을 곳을 마련해, 전체 커뮤니티에 쉽게 접

근하고 접촉할 수 있게 함

!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길

 ▶▶

법을 잘 알고 있도록 한다. 캠프 서비스와 시설 접근에 관해 권리의 위반 혹은 차별 발생시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제기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 계획 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제한된 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자신들의 권리 및 캠프에 존재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면 

노인의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 국제 NGO는 비상사태에 처한 노인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인도법 및 인도주의 관행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노인을 취약 집단에 포함시켜 그들

을 보호한다.

2. 자료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노인을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사이클의 모든 단

계에 노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3. 기관 정책에 노인의 우려를 주요 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직원에게 노인 관련 문제를 

훈련한다. 

4. 적절한 지원 제공을 위해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연구에 자원을 제공한다.

 인식 제고 - 현장의 목소리

“이곳 스리랑카 북부에서는 캠프에서 거주하는 장기 이재민 간에 위원회가 잘 조직되어 

있고, 이들은 평가 및 배급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매우 협조적이다. 우리가 발견

한 점은, 배급하는 동안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 대

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먼저 도움과 지원을 받고 뙤

약볕 아래 서 있지 않아도 되도록 캠프 위원회에 노인과 장애인을 식별하여 그들의 배

급 카드를 제일 위에 올려놓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배급

받은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우선권을 갖도록 주장하고, 커뮤니티에 이들

을 돕게 함으로써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인식 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진행한 모니터링 활동에서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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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와 진료소로의 위탁 시스템을 포함한 캠프 내 보건 서비스 및 적절한 수용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지지하고 모니터링 한다. 

! 캠프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에 관해 권리 위반 혹은 차별에 대한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의사 소통 장벽이 있

는지, 혹은 일부 주민들이 거동이 불편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보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

시되도록 한다. 

! HIV/AIDS와 관련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해 주의하고,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들

의 HIV 보균 상태가 해당 커뮤니티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 제공자 및 사회 복지사, 커뮤니티 복지사들을 지지한다. 

!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 집단 혹은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집단이 비밀이 보장되는 

HIV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지하

며, 이들이 소외되거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성매매 종사자와 약물 사용자들을 위해 취약성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확립되도록 한다. 

 라이베리아의 캠프 폐쇄 프로그램에서 HIV/AIDS를 주류화하는 일

라이베리아의 캠프 폐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캠프 관리 기관은 HIV/AIDS 문제

에 관한 특정 질문들을 정보 툴(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등록 서식)에 반영했으며, 이 툴

은 캠프 주민들이 출신 지역 혹은 귀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동 시에 그들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질문들은 정황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다음과 같다: 

! HIV/AIDS에 대한 인식

! HIV/AIDS에 대한 문화적 태도

! 콘돔 사용

! 캠프 환경 내 이재이주 동안 HIV 관련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접근 기회

캠프 관리 기관은 귀환 지역에서의 HIV 예방을 위한 재편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이 

정보를 이용해 관련 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을 도왔다. 

위의 방법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종종 아주 적지만, 이를 위해서는 계획 및 필요 사

항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점 집단(focus group, 시장 조사나 여론 조사를 

위해 각 계층을 대표하도록 뽑은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과 같은 커뮤니티 참여형 

평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캠프 관리 기관이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적절하고 특

정한 해결책을 지원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HIV 보균자 및 HIV 위험군은 특정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동성애

자, 약물 사용자 등이 HIV 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커뮤니티 및 다른 곳으로

부터의 차별과 낙인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HIV 상태에 있는 이들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장애인의 보호관련 필요, 우려 사항, 역량을 적절히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참여형 평가

에 포함시킨다. 장애인과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은 보호관련 위험을 줄이고 특정한 필

요를 충족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책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 지원 제공 및 자원봉사자들의 가정 방문을 포함한 상황 모니터링, 장애인 간병인과의 협력

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 체제를 확립한다. 이는 보호관련 위험 및 대응 발견 시에 장

애인들의 특정한 필요 , 우려사항, 역량, 자원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간병인들

의 필요와 지원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되어야 한다. 

! 휠체어와 목발 제공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 단체 혹은 재활 서비스와의 협력을 시

작한다. 

! 장애인들이 시설 접근에 있어 방해 받지 않도록 화장실과 샤워장과 같은 캠프 서비스를 조

정한다. 이들의 서비스 및 구호 물자에 대한 접근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그러

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커뮤니티 내 정신 장애가 있는 이들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장애인

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포함하여 캠프 내 자신들의 권리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정

보에 대해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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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직원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 훈련을 받으며 행동 수

칙에 서명한다. 

 등록 및 연령과 성별로 분류된 자료를 통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

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취약 집단 및 개인의 필요가 부문별 프로그램 및 캠프의 일상생활에 통

합(주류화)될 수 있도록 캠프 내 다른 이해관계자 및 기관과 함께 이를 지지한다. 

 캠프 설계 및 설립 시에 해당 커뮤니티 내 취약 집단의 보호관련 필요를 고려함에 있어 

안전, 치안 및 취약 집단의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권을 염두에 둔다.

 캠프 내에서 시행되는 참여형 평가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포함하며, 캠프 관리 기

관이 이들의 취약성 및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캠프 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위험에 처해 있는 특정 집단의 필요에 

대응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가족 및 커뮤니티 관리 체계를 지원

하고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의 격차를 발견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캠프 내 아동 및 소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및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

간과 기회가 있다. 

 여성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사가 잘 대변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캠프 활동에서 의사가 대변되고, 참여하고 있다. 

 캠프 내에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위한 위원회가 있으며, 특정한 필요를 가진 주민들

의 의사가 부문별 위원회에서 대변되고 있다. 

 병원 및 진료소에 대한 접근은 캠프 주민들에게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캠프가 가장 가까운 도시 혹은 마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욱 그렇다. 한 가지 해결책은 해당 캠프 혹은 수용 커뮤니티 내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

는, 또한 그 차량을 병원 택시/구급차 서비스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성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응급 상황 시, 혹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의료상의 이유

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해당 커뮤니티는 차량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소유자의 그러한 서비스 및/혹은 

연료 비용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 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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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호 업무를 맡은 단체들은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보호자 미동반 아동 혹은 이산 자

녀, 고아, 환자 아동, 무장 세력과 연관이 있는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전한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캠프 관리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 및 지원된다. 

 청소년이 캠프 생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한 훈련 및 오락 프로그램과 기

회가 제공된다. 

 캠프 노인 거주민을 보살피고 존엄성을 증진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중요

시하고 개발할 계획을 마련한다. 

 환자, 장애인, 및/혹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필수적 지원 및 서비스, 보호 프로그램에 대

한 접근권이 보장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지하며 이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캠프 주민은 병원, 전문의, 진료소에 접근할 수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지원이 제공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 혹은 HIV/AIDS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

호하고 이들의 기밀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HIV/AIDS의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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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치안 및 
직원의 안전

CAMP SECURITY AND STAFF SAFETY



서 론

생활, 자유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은 사람들이 흔히 피난을 가는 이유이기는 하나, 탈출한 이후

에도 이러한 위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며 종종 이재이주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이재민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이재이주의 상황에 놓이고, 자신들의 커뮤니티 내의 평상시의 보호 환

경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안보 위협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대응 기제와 가족 단위의 보호 기능이 종종 떨어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위협으로

부터 피신하는 동안 이재민은 스스로를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이는 특

히 그들이 집단으로 수용 커뮤니티에 도착하고 수용 커뮤니티의 자원이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난민과 국내이재민은 일반적으로 캠프를 안전한 피난처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곳으로 여길 

것이다. 이는 당연히 캠프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이재민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박해나 폭력의 충격적인 

경험에서 도망쳐 온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적 구조물인 캠프 역시 무법 환

경을 조성하고, 폭력과 범죄를 불러일으키거나, 군대 혹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분쟁 상황에서 캠프는 주로 분쟁 당사자나 국경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이는 불안의 위협을 가

중시킨다. 대부분의 안보 활동은 반드시 그러한 위협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에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캠프 위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국가는 그 영토 내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 국내이재민, 수용 커뮤니티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의 안전을 보장하며, 치안 및 안보가 대내외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요한 책임을 진

다. 인권 활동 단체와 인도적 지원 관계자는 안보나 안전에 대해 보장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는 안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성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자들은 폭

력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폭력의 끔찍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취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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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신체적 안전과 안보는 난민 캠프 및 국내이재민 캠프 내에서 보호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 난민과 국내이재민에 대한 신체적 보호 및 캠프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하에 있다.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 기관은 캠프 거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협을 발

견하고, 그러한 위협의 충격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 및 이행하며, 국가 

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캠프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안보 위협은 일반적인 법질서 위반, 범죄와 폭력, 캠프의 무장

화, 수용 커뮤니티와 이재민 커뮤니티 간의 갈등 등이다. 

 ▶ 캠프 직원의 안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위험도는 위

협의 정도와 그 위협에 대한 취약도에 따라 결정된다. 직원과 캠프 거주민들은 종종 각종 

위협에 의해 그들의 안전과 치안에 피해를 입는다. 

 ▶ 캠프 관리 기관은 현장의 상황 및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상황의 정황과 

관계자, 동기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는 안보 및 직원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 조기경보 시스템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해당 상황을 적절히 모니터링, 전달,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

 핵심 용어

! 안보(Security)1 는 캠프 거주민, 인도적 지원기관 직원, 자산을 폭력, 공격, 손상, 

절도 등의 위험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관련 있다. 

! 안전(Safety)은 캠프 거주민과 직원의 신체적 안녕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 있다. 

! 보호(Protection)는 안보와 안전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캠프 거주

민과 인도적 지원기관 직원의 인권을 수호하는 활동과 관련 있다. 

1 역자 주: Security는 문맥에 따라 ‘안보’ 혹은 ‘치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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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캠프 관리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해당 정황에 대한 지식과 관련 이해관계자들 및 그

들의 동기에 대한 이해는 기관 직원과 캠프 거주민들에 대한 안보 위협 및 위험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캠프 직원이 안전하고 자산이 보호될 때, 기관들은 캠프에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이는 캠프 거주민들의 안전, 안보 및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위험이 잘 관리될 때,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더 잘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안보 위험은 인도적 지원 관계자의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주민에 대한 접근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난민과 국내이재민은 필요로 하는 보호와 지원을 받

을 수 없게 되며, 이들에게 추가적인 안보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직원 

안전 규정과 표준업무절차(SOP)를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안보 

및 대피 절차와 계획은 모든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들과의 긴밀한 조정하에 신

중하게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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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법질서의 붕괴: 범죄, 폭력 그리고 학대

커뮤니티의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캠프의 원활한 운영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상호 존중과 해

당 커뮤니티 전체가 수용하고 고수하는 방식으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려는 구성원들의 의

지에 달려있다. 법질서의 붕괴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영토 내에 있는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궁극적 책임은 국가 당국에 있지만, 국가 당국 혹은 현지 당국은 난민과 국내

이재민 캠프에 보호를 제공할 역량 혹은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무력분쟁과 제도 및 기반시설의 붕괴와 같은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일부 경우, 국가에

서 도리어 캠프 주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폭력이나 공격, 학대를 지원하거나 묵과할 수

도 있다. 

이재민들은 이재이주 및 그들의 상황과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 불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 빈곤, 교육 기회의 부족, 생계를 꾸려갈 제한된 기회가 사회적 규범 및 

가치의 붕괴와 함께 결합하면서, 이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범죄, 착취, 학대

의 현저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보 용어 정의:

! 위협(threat): 캠프 거주민이나 캠프 직원, 캠프 관리 기관 혹은 자산, 재산에 대한 

위험

! 취약성(vulnerability): 특정 위협 혹은 위험에 대한 노출도

! 위험도(risk):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과 그 영향

안보에는 위험도 평가를 내리는 위험도 관리가 포함된다 - 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위험도(risk) = 위협(threat) × 취약성(vulnerability) 이다. 

▶▶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0

장과 제11장을 참조하시오. 

본 장에서는 캠프 내 난민과 국내이재민이 가장 흔히 노출되는 세 가지 일반적인 위협의 범주

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 위협이 실현되면 한 범주에서 그 여파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

고, 이는 나머지 범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세 가지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되

어 있다: 

! 일반적인 법과 질서의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 부상, 죽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해나 위협, 혹은 다른 피해나 고통과 같은 

개별 혹은 집단 범죄 및 폭력을 포함

! 무력분쟁의 정황에서 발생하는 위협 - 예를 들어, 분쟁 당사자인 군대 혹은 무장 단체에 의

한 혹은 그들의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위협

! 난민이나 국내 이재민 인구 내에서 공동의 갈등 혹은 집단 내 갈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위협 

- 예를 들어, 토지, 물 또는 장작과 같은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민족 및/

혹은 종교적 노선에 따른 갈등 혹은 난민 및 국내이재민과 수용 인구 간의 갈등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의 안전은 많은 면에서 난민과 국내이재민의 안전과 안보에 연관되어 있

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기관의 직원은 난민과 국내이재민과 같은 위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

으며, 그러한 위협에 대한 취약도도 같지 않을 수 있다. 여러 특징 중에서도 개인의 성별, 연

령, 건강, 민족,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가 특정한 위협에 대한 개인의 취약도에 영향을 줄 것

이다. 캠프 환경에서 보호자 미동반 아동은 강제 징집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특정 민

족 집단의 구성원은 학대나 폭력, 살인에 더 취약할 수 있다. 

364  캠프 관리 툴킷 | 제12장 캠프 치안 및 직원의 안전



4. 해당 위험 및 당면한 장애물을 해결할 국가의 현재 역량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의 종류

5.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그들이 취한 대응 전략,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스스

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

! 캠프는 위치, 배치 디자인, 서비스 접근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 및 안보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고려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

될 것이다:

1. 무력분쟁 및 다른 폭력의 원인으로부터의 거리

2. 해당 캠프의 크기

3. 가족 부지 배치에 커뮤니티 참여

4. 가족 당 적절한 공간의 할당

5. 식량, 물, 장작과 같은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6. 경찰, 캠프 관리 사무소, 공중위생 시설, 학교, 시장 및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서비스

7. 보안등

8. 아동 친화적 공간 마련

! 여성 경찰을 포함해 적절한 수의 훈련받은 직업 민간경찰이 난민 및 국내이재민 캠프 근처

에 (내부는 아님) 배치된다. 보호 기관들은 사법당국에 통신 장비를 포함한 물질적인 지원 

및 훈련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치안순찰대의 조직과 관리에 있어 가능하다면 경찰의 협력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안순찰대는 그 성격상 원래 민간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원들은 법 집행의 

기본 원칙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

절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티 기반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보 전달이 라디

오, 극장 혹은 인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치안 관련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캠프 규정 및 법질서와 관련하여 캠프 거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에 관한 정보도 이에 해당된다. 

구호품 지원을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면 범죄, 폭력 및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구호품 배급 시에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주민 및 수용 커뮤니티의 필

요를 고려해야 한다. 범죄, 폭력, 인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고 절차가 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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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위협은 절도와 공공 기물 파손과 같은 다양한 경범죄에서부터, 더욱 심각한 형태의 위

협 및 착취, 혹은 신체 폭행, 살인, 강제 실종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캠프에서 성

차별 폭력은 가장 흔한 범죄로서 이는 종종 가정에서도 발생한다. 강간, 성폭행, 성적 학대 혹

은 성적 수치심 유발, 그리고 강제 성매매 및 원조 지원 대가성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적 착취

가 모두 캠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폭력에 포함된다. 

▶▶  성차별 폭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0장을 참조하시오. 

자신의 집, 가족, 커뮤니티를 잃고 쉘터, 식량, 물과 같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재민들은 

흔히 폭력을 당할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그 위해로부터 회복할 능력이 약화되

어 있음을 발견한다. 또한, 이들이 처한 상황은 개인과 가족들이 그들의 안보에 관한 우려 사

항을 해결할 역량이 제한되게 한다. 캠프와 정착지의 주로 폐쇄적인 환경이 불안, 절박함, 소

외, 항구적 해결책에 대한 희망 부족 등과 합쳐지며 그러한 폭력 행위의 빈도 및 심각성을 심

화시키는데 일조한다. 

캠프 관리의 책임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캠프 관리 기관은 범죄, 폭력, 학대 사건을 포함

하여 캠프 내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법

질서 위반의 원인뿐만 아니라 위법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필요

가 있다. 이들은 또한 특히 효과적인 정보 관리 및 조정을 통해 관련 보호 기관이 보호 관련 위

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  조정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4장과 제5장을 참조하시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안보 전문가가 안보 위험도 평가 및 분석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표준업무절차와 비상사태

계획을 포함한 안보 전략의 기본을 확립해야 하며, 위험도 완화 및 위험 예방에 초점을 두

어야 한다. 위험도 평가 및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협의 형태와 종류 

2. 겨냥 대상 또는 취약한 대상과 그들의 취약도

3. 관련 관계자와 그들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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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투원은 민간 주민들로부터 격리되어 다른 곳에 억류되어야 한다. 무장한 민간인에게는 

캠프 내에서 무기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가능한 곳에서는 관련 정부 당국

에 의해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 국가 당국은 그러한 절차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역량을 개발하도록 국제사회가 국가들을 도와야 할 수도 있다. 

 운영 환경, 다른 활동 단체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해당 정황과 위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안전 및 안보 계획에 필수적

이다. 해당 정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배적인, 혹은 예상되는 위험에 따라 안보 

시스템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 안보 담당 직원과 협력하여 무력 분쟁 및 무력적 요소의 캠프 침투를 포함하여 잠재적 치안 

위협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기 경보 및 준비 체계를 확립한다. 

! 캠프에 대한 공격 및 무력적 요소 침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치안 조치가 취해

지도록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난민/국내이재민 캠프 안보 위원회 설립 및 훈련

2.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혹은 여타 활동을 이용해 무장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 제고

3. 분쟁 진행 지역 혹은 원래 불안정하거나 고질적 폭력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캠프가 위치하도록 함

! 캠프 지도자 및 안보 위원회를 포함한 캠프 거주민들과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한다. 그러한 협의를 통해 난민과 국내이재민은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공유된 책임

감을 가지게 되며, 그들의 안보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무장화와 안보 문제, 그리고 늘어난 위협을 암시하는 정황 및 징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기관 직원들이 훈련받도록 한다. 

! 만약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위험도 평가 절차 및 안보 전략의 정기 검토, 표준업무절차

(SOP) 및 비상사태계획을 포함한 효과적인 안보 관리를 우선화 한다. 

한다. 그러한 절차에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들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기록하고, 기관 

간에 조정하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진행해야 한다. 

커뮤니티 및 구호품 배급 위원회를 포함한 캠프 관리 위원회는 특히 여성과 특정한 필요를 가

진 다른 집단에 대해 비차별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혹은 직업 훈련과 문화적 활동, 종교적 활동, 스포츠 활동에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뿐 아니

라, 주민들이 폭력에 의존할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이 폭력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해 생계를 꾸

려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캠프의 무장화

캠프의 민간적 성격 및 인도주의적 성격은 난민과 국내이재민의 안전 및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보호 기준이다. 하지만 원칙이 항상 존중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난민 캠프와 국내이재

민 캠프는 무장화 되기 쉬웠으며, 현재에도 그렇다. 특히 난민 캠프와 국내이재민 캠프가 분쟁 

지역 내 혹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캠프의 무장화란 해당 캠프에 전투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투원들이 휴식 및 

식량과 의료 혹은 여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혹은 캠프 구성원을 (강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징

집하기 위해 잠입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캠프의 무장화는 신체적 폭력 및 성차별 폭력 증

가, 법질서 위반, 주변국 혹은 군대나 무장 세력의 해당 캠프 공격,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캠프 

민간 주민들에게 가지 못하고 군대나 무장 세력으로 전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력적 

요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NGO와 유엔 직원들은 캠프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심

지어는 인질이나 폭행, 살인 등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캠프

가 무장 단체에 장악되면 수용국 정부는 난민들을 강제송환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하거나 지

역 편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국내이재민은 

무장 단체 혹은 출신국에 의해 출신지로의 자발적 송환이나 귀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다. 

캠프의 무장화는 항상 해당 캠프와 수용 주민들 간의 관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일부 경우,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당할 경우 캠프를 전략상 인간 방패로 쓸 수도 있다. 

활동 초기에, 전투원이든 혹은 무장한 민간인이든 무력적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특히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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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도 15세 미만인 - 혹은 유엔 총회가 2000년 5월 25일 채택한 1989년 『유

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조인국에 한해서는 18세 미만인 - 이재민 아동은 징집되거나 또는 교전에 

참여하도록 요구 받거나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민 소년·소녀는 사회 및 커뮤니티의 보

호 약화 혹은 차별, 경제, 교육 및 다른 기회의 부족 때문에 강제 징집이나 군대, 성적 혹은 노

동 목적의 유괴의 특정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 혹은 이산 자녀는 징

집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 징집이 위험 요소인 상황에서 신속한 가족 추적 활동을 

더욱 더 중요하게 만든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 군대 혹은 무장 세력의 징집 위험에 처한 집단이나 주민을 찾아내기 위해 상황 분석을 시행

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잠재적 징집 중개인과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다. 예를 들어, 등·하굣길에 아동을 유괴하거나 캠프 내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어두운 구

역을 목표로 하는 것 등이 그 전술이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민족과 같이 해당 커뮤니티 내

의 특정 집단을 더욱 징집되기 쉽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커뮤니티 인식 제고 및 커뮤니티 기반의 노력을 포함한 불법 징집 예방책을 개발하도록 한

다. 또한 지원의 수준이 적정하도록 하고,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며 소득증대사업을 

제공하는 일은 캠프 거주민들의 취약성 및 징집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징집 사건 혹은 아동 징집 시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일에 있어 중심 역

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소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을 위한 가족 생계 활동, 직업 훈련, 오락 활동, 의료 서비스를 증

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시행하여 이들을 징집에 덜 취약하도록 만든다. 캠프 관리 

기관은 그러한 활동을 시작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야 한다. 

! 소녀들을 포함한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강화한다. 모든 아동이 학교를 다니도록 장려해

야 하지만, 학교가 무장 단체들이 징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

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학교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 치안순찰대와 같은 특별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수 있다. 

! 캠프 내 모든 아동, 특히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이산 자녀를 개별 등록하고 문서화한다. 이

! 캠프 주민들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의식 고취 활동을 시행한다. 

무력적 요소가 캠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캠프 관리 기관은 정부 당국과 관련 유엔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운영 초기에 캠프 관리 기관은 이 문제를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보호 기관과 논의해야 하며, 캠프 관리 기관이 무력적 요소의 존재를 인지했을 경우에 대

비해 이에 대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교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경우에 지뢰 인식제고 활동이 모든 관련 관계자들과 적절

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지뢰제거 기관이 시행해야 하나, 이러한 기관이 없을 시

에는 관련 인식과 경험을 보유한 지정 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 

 ‘정치적 지원에 대한 요청’ - 현장의 목소리

“정치 집회가 시내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 하루 전에 민병대가 부지로 찾아와

서 캠프 지도자들에게 캠프 커뮤니티 내 지원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민병대가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는 그 다음 날 시내에서 열리는 이재민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논의에 그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버스가 그들을 데리러 왔을 때, 일부 캠프 거주민들은 버스에 오르기를 

망설였다. 캠프 지도자는 민병대의 위협을 받았으며 거주민들을 왜 더 설득하지 않았냐

는 다그침을 받았다.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캠프 지도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야 했고, 현지 국내이재민 부지에서 온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정치 집회에 

참석해야 했다.”

아동 징집을 포함한 징집

국가는 그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무장 단체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국제 인도법은 수용국이 난민의 출신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시에, 해당 난민을 국군으로 강

제 징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더 폭넓게는 국가는 난민을 징집해서는 안 되며, 비록 국제법

에서 이를 명확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징집이 망명의 민간적이고 인도적인 성격에 

어긋나고, 망명을 구하고 누릴 난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난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이재민이 만약 해당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군의 징병 의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이재민은 그들의 이재이주의 결과로 군

대에 징집되는 차별적인 관행으로부터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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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커뮤니티 및 현지 커뮤니티와의 관계

강제적 이재이주의 많은 상황에서 주변 커뮤니티 혹은 수용 커뮤니티와 캠프 거주민 간의 관

계는 경직될 수 있으며 이는 캠프 거주민에게 보호 위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국내

이재민 캠프나 난민 캠프의 존재 또한 수용 커뮤니티에 안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데, 한 예

로, 캠프가 무장화되거나 캠프 내 법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 그러할 수 있다. 반면 수용 커

뮤니티와의 좋은 관계는 보호 위험을 줄이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용 커뮤니티는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

으며 캠프 주민들의 현지 편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호의적인 현지 

커뮤니티는 또한 캠프 거주민들의 웰빙에 기여하고 그들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커뮤니티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캠프 관리 기관은 초기부

터 수용 커뮤니티의 우려 사항 및 분쟁의 근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캠프 관

리 기관은 또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수용 커뮤니티와 캠프 커뮤니티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에는 민족이나 인종 갈등, 혹은 캠프 거주민들이 수용 커뮤니티에 도착함으로 인해 수용 

커뮤니티가 무장 공격이나 늘어나는 범죄 또는 불안정, 질병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있다. 또한 대규모의 난민 혹은 국내이재민 도착으로 인해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소외 지

역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이나 식량, 농경지, 

목축지뿐만 아니라 장작도 모자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권을 보호하

고자 하는 수용 커뮤니티는 폭력에 의존하거나, 국가 당국에 해당 캠프 거주민이 캠프 바깥에

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책을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인도적 지원 담당자의 존재 또한 문화적,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에도 물가 인상을 불러오는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관 직원의 수용 인구 및 캠프 인구에 

대한 행동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기관 직원 간의 행동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도적 활동이 

커뮤니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특히 수용 인구가 캠프 커

뮤니티만큼이나, 혹은 때로 더 많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더욱 그러하다. 국가 및 현지 당국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최우선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나 노동권과 같은 캠프 

거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환경은 종종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초기부터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해 주의

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용 커뮤니티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이며, 또한 두 커뮤니

티 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아동의 징집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보호 도구이다. 등록 자료는 캠프 혹은 학

교에서의 징집이 조기에 발견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예방책이 취해

질 수 있다. 

! 예방책에 아동의 의견 반영을 포함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청

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 집단을 만들도록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다른 청

년 활동에 있어 UNICEF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전에 소년병이었던 아동과 군대나 무장 단체와 연관이 있었던 다른 아동은 재징집이라는 

특정한 위험에 취약한 집단이므로 이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

인도적 활동이 중립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이 군대와는 명확하게 구분되

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도적 활동과 군대 활동은 서

로 뒤엉키게 되고, 이는 난민과 국내이재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의 역량을 심각

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동시에 매우 무장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긴급 구호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

곳의 인도적 노력은 군 자원의 지원 및 도움 없이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중립성 유지와 인도적 활동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일부 환경에서는 군대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민군 관계자 간의 관계

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정책 지침서가 존재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인도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도적 측면의 활동에 군대가 참여할 수 있

다는 것을 캠프 관리 기관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난민 캠프와 국내이재민 캠

프 혹은 인근 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안보 제공, 인도적 활동 및 인 도적 지원 기관 직원

에 대한 안보 제공, 혹은 심지어 안보의 범위를 벗어나 예를 들어 물류 지원 제공과 연계

될 수 있다. 

인도적 목표에 혼선을 주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락

망과 명확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난민 및 국내이재민에게 투명성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대와의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 전략 기획 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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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복구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지하고 활성화한다. 삼림 파괴가 우려 사안인 경우 재조림

(reforestation)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수용 커뮤니티 및 캠프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환경 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두 커뮤니티간의 더욱 훌

륭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다. 

! 수용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이 캠프 거주민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 패키

지 및 프로그램 개선을 지지한다. 장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난방과 취사를 위한 대체 

연료를 발견하고 분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연료는 장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의 장작만을 필요로 하는 연료이다. 

! 갈등 관리 및 해결 포럼을 열고 지원해 관계가 경색되기 전에, 혹은 갈등이나 폭력이 신뢰

를 무너뜨리기 전에 보호 주관 기관과의 조정하에 문제들을 시기적절하게 해결한다. 

직원의 안전

캠프 관리 기관은 견실한 안보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프 및 지역 환경 상황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 위험, 취약성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및 모니터링을 수

행하는 일이 이러한 노력에 포함된다. 또한 사건 보고 체계 및 근무 시간 중 혹은 근무시간 외

의 안보 문제에 있어 직원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 직원의 안보 - 현장의 목소리

“공습으로 인해 국내이재민에 접근할 수 있는 예상가능하고, 제 기능을 하며, 안전한 인

도적 지원 경로의 개설 및 유지와 캠프에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저해되었다. 그뿐

만 아니라 공습 때문에 캠프 관리 현장 직원들을 위한 안보 전략을 재구성해야 했다. 캠프 

관리 계획은 결코 치안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일부 경우에는 안보 위험으로 

인해 캠프에서의 필요가 증가하는 때에도 캠프 관리 활동이 그저 중지돼버리기도 했다. 

도로 상에 위험이 증가하면서 캠프 장소로의 이동이 축소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었다. 

해당 팀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이동팀의 보호 모니터 요원들이 식량, 물, 취사

용 연료, 차량용 휘발유, 응급처치용품과 통신 장비와 같은 기본적인 보급품을 받아 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캠프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캠프의 눈과 귀가 되어서 해당 사무소

로 모니터링과 보고를 전달했다.
 ▶▶ 

▶▶  환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본국 직원 및 국제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한 요소는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문

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인지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당 상황과 연관되

는지를 아는 것이다. 만약 캠프 직원이 현지의 가치 및 관습 체계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해당 수용 커뮤니티의 문화에 부합하고 용인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들이 특정 

사회가 기능하고 행동하며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캠프 거주민과 수용 커뮤니티 간의 갈등의 원인 혹은 분쟁의 잠재성을 찾아내기 위한 상황 

분석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형 접근법을 활용하여 캠프 및 수용 커뮤니티 두 곳 모

두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 난민/국내이재민과 수용 커뮤니티 간의 정기적 회의를 포함해 신뢰를 구축하고, 두 커뮤니

티 모두의 대표와 함께 공동 위원회 설립을 지원하고 진행한다. 

! 이해, 수용, 관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용 커뮤니티 내 의식 고취 캠페인을 지원하

고 활성화한다. 이는 커뮤니티 전체뿐만 아니라 학교, 종교 커뮤니티, 현지 당국, 언론 매체 

등과 같은 특정 집단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두 커뮤니티 모두의 아동을 위한 오락 및 스포츠 활동을 조직한다. 

! 보건 및 교육 기관, 교육 서비스 같이 캠프 거주민과 수용 커뮤니티가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

한 시설과 활동의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지역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개선하거나, 캠프와 수용 커뮤니티 모두에 물을 제공하기 위한 수리 시설을 

짓는 일이 수반될 수 있다. 기술 훈련 및 다른 생계 유지 활동과 같이 캠프 주민을 위해 만들

어진 프로그램에 수용 커뮤니티가 접근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장작을 모으고 자르는 것이 우려 사안인 경우에는 삼림 파괴 가능성을, 또 국내이재민 혹은 

난민들이 소나 다른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도 방목을 포함한 환경 우려 사항에 

대해 캠프와 수용 커뮤니티의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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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캠프 관리 기관은 모든 직원이 보안 지침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받고, 안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직원 구성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동료의 

안전에도 중요한 일이다. 분쟁 환경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반드시 핵심 현장 상주 직원 사이에 

안보 담당관을 두도록 해야 한다. 

 다음의 세 가지 안보 접근법은 불안한 환경에서 직원과 자산을 보호하는 안보의 ‘트

라이앵글’의 각 부분을 구성한다.

수용 접근법(Acceptance Approach): 캠프 주민 및 수용 인구로부터의 수용과 선

의 (다음 페이지 박스 참조)

보호 접근법(Protection Approach): 해당 위협을 줄이기 위해 취해지는 보호책으

로서 그 범위는 사무소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대피 계획까지 이르며, 예를 들어 무전기, 

경비 요원, 방범창 등이 있다. 

저지 접근법(Deterrence Approach):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 보복의 위협을 가하

는 것으로서, 법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제재 등이 그 보복의 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도적 단체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기관들은 저지책으로써 『유럽 공동체 인도주의 

사무국 안보 지침(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 (ECHO) Security 

Guide)』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철수를 활용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 및 이를 대표하는 모든 직원은 이재민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좋은 관계는 중요한 안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뿐

만 아니라 수용과 신뢰를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

이다.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항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인도적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또한 종교 및 문화 전통에 대해 세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때에도 항시 모범적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

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무례함, 거만함, 듣지 않으려는 태도, 

문화적 규범에 대한 존중 부족, 전반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은 해당 기관의 신뢰도에 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직원은 행동강령을 엄격

하게 준수해야 하며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직원의 위법 행위

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견책받아야 한다. 

복잡한 치안 상황은 해당 프로젝트에 다음과 같은 몇몇 어려움을 가져왔다:

!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진심 어린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우려

! 치안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의 부족

! 관련된 공식 당사자들에게서 전달되는 정보의 정치 이슈화

! 인도적 지원기관 간의 일관적이고 조정된 개입의 부재

! 공습에 대한 명확한 대응 부족  -  일부 단체들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행동을 

같이하여 사무소를 폐쇄하고, 다른 단체들은 여전히 ‘평상시처럼’ 사무소를 운영

해당 팀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1. 운전사와 사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 직원은 안보 훈련을 받았다.

2. 치안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였다.

3. 모든 공습을 관찰하고 사무소는 계속해서 폐쇄하였다.

4. 외국에서 온 직원들은 본국 직원들과 함께 국내이재민 캠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거리를 다니면서 가능할 때마다 상주함으로써 보호를 이행했다.

5. 대규모의 다양한 팀 덕분에 캠프관리 직원들은 현장 순환 근무를 통해 며칠 간 쉬

면서 역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 시간을 낼 수 있었다.

6. 폭력 사건을 신고하기 위한 기밀 보고 체계 및 위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이 소유한 혹은 직원이 방문하는 건물의 안전을 위한 표준업무절차 및 대피 계획은 적절

한 커뮤니케이션 및 안보 사건 대응 요령 절차와 함께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직

원이 그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안보 관리 계획을 갖고 있

어야 하며, 캠프 관리 기관이 그러한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모든 직원이 그 계획에 포함되도록 

조정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는 일정 위협에 대한 취약

성을 줄여 해당 위험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업무와 행동의 방식을 정해놓은 보안 지침

이다. 이 절차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과 어떤 사건이 일

어날 경우를 대비해 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비 요원은 SOP를 통해 건물을 얼마나 자주 순찰해야 하고, 어떤 장비를 소지해야 하

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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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및 산업 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비상사태대

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대책에는 인식 제고 및 모든 집단을 위한 교육, 가능

한 경우 정부 시스템과 연결된 조기 경보 체계, 확실한 연락선, 대피 혹은 동면 계획

(hibernation plans), 접선 지역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또한 비상사

태 저장물품 및 절차에 관한 비상사태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안보에 대한 접근법으로서의 이미지와 수용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이미지와 수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기관은 사

람들이 해당 기관의 존재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해당 커뮤니티 및 인도적 지원단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해당 

인도적 단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직원의 안전뿐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성패에도 

영향을 준다. 인도적 지원기관들은 먼저 스스로의 정체성과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무

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기관 정체성의 명료성에는 해당 기관을 이끌어 가는 강령, 

원칙, 가치를 아는 것과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포

함된다. 

다음 단계는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해당 기관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

고, 위험 감소를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다. 

기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임무, 원칙 및 가치

! (기관의 국적 및 해당 국가의 관련 외교 정책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근원

! 프로그램과 수혜자

! 기금 출연 기부자

! 국내 파트너 

! 자원 사용처

! 채용 및 해고 절차

! 정책

! 직원에 대한 처우

! 해당 단체의 행동 방식

! 해당 단체가 접촉하는 대상

! 해당 단체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

 때로 정부 당국에서는 캠프에 울타리를 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캠프 출입을 통제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가 캠프 내 이재민들의 신체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캠프에는 

울타리가 없고 이동의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관리와 후속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와 폭력의 생존자를 위한 위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안보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캠프 관리 기관이 해당 환

경의 안보 수준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캠프 위원회 구성원들은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며, 캠프 내에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효과적인 안전과 안보를 계획함에 있어 캠프 거주민들과 협의하고 참여한다. 

 무력적 요소가 캠프 내 존재한다는 것을 캠프 관리 기관이 인지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표준업무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군대 혹은 무장 단체의 징집의 위험에 처한 집단이나 주민들이 식별되어 왔으며, 징집하

기 위해 사용된 전술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 왔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와 수용 인구 및 현지 커뮤니티 간의 긴장 상황과 잠재적 불안의 

원인을 알고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와 수용 커뮤니티 간의 긍정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조성하

는 데 적극적이다. 

 캠프와 수용 커뮤니티의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포럼 

및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은 해당 커뮤니티 내 그들의 존재의 영향에 대해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관의 임무와 인도적 목표를 이해하고 전달하며, 개방성, 존중, 선의를 함양하

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캠프 내 지원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수용 커뮤니티의 필요가 고려된다.

  캠프 관리 툴킷 | 제12장 캠프 치안 및 직원의 안전  381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관리 기관은 그들의 활동 환경에 대한 상황 평가를 시행한다. 정치, 경제, 문화 상황 

및 관련 관계자와 그들의 동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거주민 및 직원에 대한 안보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그리고 해당 

위협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을 규명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위험도 평가 및 분석, 안보 시스템 및 표준업무절차를 개발하는 데 참

여할 안보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대피 계획을 포함한 안보 시스템 및 비상사태대책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며 모든 직원이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캠프 설계 및 계획은 안전, 안보, 보호 위험을 고려하며, 특히 위협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훈련을 받은 직업 민간 경찰이 캠프 내가 아니라 캠프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다.

 커뮤니티는 민간인 치안순찰대를 통해 스스로 치안 유지에 참여하며 이들은 훈련, 감독, 

모니터링을 받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캠프 내 평등한 지원 프로그램 및 보호로 인해 범죄, 폭력, 학대에 대한 노출이 경감된다. 

 커뮤니티는 캠프 내 교육 및 직업 훈련, 생계 유지 활동, 종교, 문화, 스포츠, 오락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다. 

 커뮤니티 기반의 이니셔티브들이 안보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 라디오, 극장, 정보 전단, 위원회, 이해 집단 회의 등에서 전달될 

수 있다. 

 캠프 거주민들이 범죄나 폭력, 인권 유린, 치안 위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

하고 안전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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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 비식량물품은 주민들의 생존, 건강, 안녕, 존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불가능한 캠프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장 필수적

인 비식량물품과 함께 완전한 식량 바구니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식량과 비식량물품은 캠프 

환경에서 귀중한 물자이며, 심각한 치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관

련자 모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캠프 거주민들의 식량 및 적절한 영양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비상사태에서는 최우

선 사항이다. 이재민들은 피난을 올 때 충분한 양의 식량을 가져올 시간이 거의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제한되어 있다. 보통 이들 이재민들은 피난을 오기 전에도 기본적인 

식량 필요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영양실조를 앓고 있

는 채로 캠프에 도착한다. 

식량 확보는 급수, 공중위생, 보건, 영양, 보호와 같은 다른 캠프 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부문 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캠프 차원에서 원활하게 조정하

도록 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이다. 

 식량 확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의해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식

품 관련 필요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 선호를 충족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해 항상 신체적, 경제적 접근”을 보장받는 것으로 정의 

내려졌다.

비식량물품은 또한 특히 쉘터, 물, 환경 같은 캠프의 다른 부문과도 연관되어 있다. 개별 가구

는 기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 사생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들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또 다른 기관을 감독하고 있든지, 아니면 배급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든

지 간에 배급에는 매우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배급은 명확한 역할과 책임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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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사람들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 및 비식량물품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 모든 집단에게 물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급 카드 체계 및 배급 절차를 고안

하는 데 있어 남성 및 여성 캠프 거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배급될 물품, 배급량, 배급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캠프 거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

이다. 그러한 정보를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물자가 어떻게 사용 (혹은 오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가

정 방문, 창고 점검, 배급 후 모니터링 조사 및 캠프 거주민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 기관과의 협력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배급 물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캠프 거주민들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집단은 캠프 환경에서 우선적인 처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가진 취약성의 성격에 따라, 배급소에서의 신속한 접근이 보장되

어야 하며, 더 많은 양의 물품 및 영양 보충 센터와 같은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야 한다. 

 ▶ 배급 동안에 직원, 캠프 거주민, 물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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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캠프 주민들로 구성된 캠프 배급 위원회와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참여해야 한다. 

! 이재민 중 취약한 구성원을 돕는 것

! 배급 계획

! 전체 캠프 주민에게 배급 과정을 설명

! 배급 중 군중 관리

! 배급 모니터링 (식량 바구니 모니터링 및 배급 후 모니터링)

배급을 하는 내내 수혜자, 정부 당국, 여타 사람들은 직원에게 질문과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배급 절차 및 배급소를 잘 알지 못함

! 도난, 분실 혹은 잘못된 내용이 있는 배급 카드 

! 물품의 결함 혹은 식량의 질이 나쁨

! 더 많은 물품 혹은 식량을 받기 위한 허위 주장

이와 같은 문제를 캠프 배급 위원회 대표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급 직원 중 책임자 한 

명을 지명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질문과 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앞으로 발

생할 문제의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8  캠프 관리 툴킷 | 제13장 식량 배급과 비식량물품

핵심 사안

역할과 책임

비상사태의 초기에는 해당 정황과 긴급성, 사용 가능한 대응력에 의해 누가 식량 및 비식량물

품 배급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지원 기관 도착의 속도 및 캠프의 크기에 따

라 캠프 관리 기관은 적어도 처음에는 배급 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후 단계에서는 이 책임을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배급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캠프 거주민들의 필요 충족 여부를 알기 위해 배급 문제에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요구 받

을 수도 있다. 다음은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 기관 감독 시에 따라야 할 일반적인 지침이다. 

! 배급 기관, 캠프 거주민, 배급 위원회, 현지 당국 간에 전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주민들과 취약 주민들의 필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 캠프 커뮤니티

의 필요와 격차를 모니터링 한다. 

! 캠프 내 배급을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날짜, 시간, 장소 및 배급에 초점

을 맞춘 한도가 포함된 캠프 배급 달력을 만든다. 접근 방식들을 조화시키고 캠프 배급 위

원회와 협력하는 것이 더욱 투명하게 인식될 것이다. 

! 창고, 저장고 및 파트너 물품 저장소 유지관리를 점검하여 캠프 주민들을 위한 물품이 안전

하고 위생적으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관련 정부 당국과 배급을 위한 치안 계획을 조정한다. 

! 배급된 물품과 식량의 효율성 및 질을 평가하기 위한 배급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한다. 

! 캠프 주민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자료(출생, 사망, 새로운 도착 혹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특정한 필요의 변화)를 배급 기관에 업데이트 및 회람한다. 

▶▶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9장을 참조하시오.  

! 비식량물품 및 식량 배급 시기, 위치 혹은 식량 바구니의 변경된 점을 캠프 주민들에게 알

린다. 

! 캠프 배급 위원회를 설치한다. 

▶▶  캠프 주민들의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 파트너 기구에게 필요한 물자의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알린다. 

소규모의 조화로운 업무 환경이라 하더라도, 공식 서면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

각이다. 모든 공식 서신은 사본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 식량과 비식량물품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캠프 관리 기관과 파트너 기관 사이에 명료하게 

형식화되어야 한다.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무 사항의 정확한 한계

를 명시한다. 이와 같은 서면 계약의 형식성의 정도는 여러 정황에 따라 다양하고, 해당 캠

프 혹은 비상사태의 진전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공식적인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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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경우에는, 식량과 비식량물품에 대해 같은 배급 체계와 절차가 동등하게 적

용되어야 한다.

배급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여러 NGO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식량 부문 및 배급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캠프 내 

식량 기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식량 운송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은 WFP이다. 비

식량물품의 주요 공급자로서는 유엔난민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각국 정부

가 있다. 또한 비식량물품을 기증하는 많은 기관들 (예를 들어, 국가 및 국제 NGO, 지역 종교

단체 혹은 민간 이니셔티브)이 있는데, 이들은 종종 위에서 언급한 단체의 전략적 파트너 혹은 

이행 파트너들이다. 

배급 기관의 일반적인 책임은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된다: 

! (기관 간 혹은 장소별) 필요 조사(needs assessments) 시행 

! (주문 및 수송을 포함한) 물류 준비

! 생활 필수품 전달 조정

! 물품 창고 저장 및 보관

! 현장 배급 관리

! 기부 받은 생활 필수품의 사용 및 품질을 포함하여 배급 동안과 배급 후에 모니터링 

새로운 지역의 식량 필요에 대한 평가는 캠프 관리 기관, 캠프 거주민, 정부 당국, 지원 기관 간

의 공동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영양 상태

!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잠재력

! 취약성

! 취사 연료에 대한 접근

! 식품 선호도

만약 해당 주민들의 일부가 중증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면, 이러한 평가에는 더욱 전문적인 

계산 및 치료적 영양공급센터로의 위탁이 필요할 수 있다. 

배급 체계

유엔난민기구의 의해 적용되는 배급의 세 가지 유형 혹은 체계가 존재한다. 각각의 체계에서 

배급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전달된다: 

! 집단 지도층을 통해 수혜자 집단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 체계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유입되

는 비상사태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접근 방식이다. 아직 등록이 시작되지 않

았고/않았거나 배급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을 시에 이 안은 유일한 선택안일 수 있다. 이 체

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배급

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개인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장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이 대표들은 배급을 받으면 즉시 이

를 개별 가장들에게 분배한다. 이 체계는 비상사태 가장 초기 단계와 제대로 된 캠프를 수

립하는 중간의 과도기, 혹은 배급소가 여의치 않고 배급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

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이 방법이 잘 조직된다면, 집단 배급 체계는 통제

권을 분산하고, 배급 절차에 있어 커뮤니티 연계 및 자립적인 관리도를 높이게 된다. 

!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개인, 가급적이면 여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정황에 따라, 캠프가 

세워지고 등록 및 배급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체계가 종종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체계로서 사용되고 있다. 개별 가장들에게 배급이 이루어져야만 캠프 내 모든 개

인들이 자신의 배급량을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될 것이다. 

 여성들이 개별 가정을 대표하고 식량과 비식량물품을 배급 받도록 장려해야 한다. 

경험에 따르면 이재이주로 인한 좌절감과 분노로 인해 남성은 배급품의 일부를 파는 부

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  배급 체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물자 배급 지침(Commodity Distribution Guide), 

UNHCR, 1998년』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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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체계를 캠프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캠프 관리 기관과 식

량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물자 배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급 카드 체계를 세운다. 대부분의 식량 지원 제공자들이 지

역적 맥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배급 카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을 것이다. 

! 예상 가능한 (월간/주간) 배급 주기를 설정한다. 이는 식량 배급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분

이다. 정기적인 주기가 있으면 배급 도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일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 배급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배급 훨씬 이전에 알려준다.

! 한정된 수의 수혜자들만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배급소에 모일 수 있도록 배급을 조직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 배급 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치안 사건이나 지연이 방지될 것이다. 

! 불만 신고 절차를 마련해서 캠프 거주민들이 수급 및 서비스를 검증할 방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기나 절도 혹은 학대의 경우 캠프 거주민들은 그들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

어야 하며, 캠프 관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대책을 취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 배급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배급의 질이 좋은지, 양은 충분한지,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배급 체계와 접근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 2004년 판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개발은 주로 시

에라리온(Sierra Leone) 국내이재민 캠프에서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그 곳

의 배급의 질은 캠프마다 차이가 컸다. 불만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던 관리가 열악

한 캠프에서는 인도적 지원 단체 직원이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캠프 거주민, 

특히 여성들을 자주 학대했고, 배급에 대한 대가로 뇌물이나 성적 대가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기 혹은 재판매, 재활용을 막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캠프들에서 배급이 동시에 진

행되어야 한다.

캠프 배급 위원회

캠프 배급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지만, 설립이 되면 

이상적으로 캠프 주민들의 참가 및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상적으로 해당 인구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반영해야 하고, 해당 캠프 내 모든 집단을 대변해야 한다. 배급과 관

련된 모든 문제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배급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기관과 캠프 관리 기관, 캠프 주민간의 연결 고리로서 캠프 배급 

위원회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비현실적인 기대를 억제한다.

! 각종 절차와 제한을 전반적으로 이해시킨다.

! 배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캠프 주민들의 피드백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한다.

 배급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기관이 캠프 배급 위원회 구성원들을 위하여 훈련 및 의

식 고취를 포함한 행동 수칙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 공지

캠프 거주민들에게 공급 물자의 도착 및 배급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는 메시지에는 누가, 무엇

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야 한다. 배급 이전에 배급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배급 기관의 책임이지만, 캠프 관리 기관 역시 이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 공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다양한 전달 통로를 사용해 해당 캠프 내 각기 다른 모든 집단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특히 여성과 캠프 배급 위원회를 포함해서,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정보가 전달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들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 (취약인구를 포함한) 수혜자 집단과의 회의, 포스터 및 그림 메시지, 정보 게시판, 라디오, 

확성기 및 기타 도구와 같은 서로 다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맹인 캠프 거주민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 캠프 거주민들이 그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한 뒤 피드백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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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급 도중에 발생한 실수가 배급소에서의 무질서 혹은 혼란,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배급받은 식량을 운반해 가기 위해 어떤 물품 (예. 박스, 양동이, 가

방)을 수령 장소로 가져와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줄을 길게 서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사람들을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보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을 참조하시오. 

 

 배급일은 절대 현지 혹은 캠프 주민들의 국경일이나 종교 축제와 겹쳐서는 안 된다.

배급소 조직

배급소는 캠프 관리 기관이 설계했든, 혹은 식량/비식량물품 서비스 제공자가 설계했든 간에 

배급과 물품 수령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정돈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져

야 한다. 

UNHCR은 20,000명 당 최소한 한 곳의 배급소가 있어야 하고, 1,000명의 수혜자 당 두 명

의 배급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모니터 요원이나 치안 담당 직원을 포함

하지 않은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배급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쉘터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제한적 거리 (최대 5km)에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수혜자들/캠프 거주민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 물품이 도난 당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해야 한다. 

! 여성들이 어두워진 뒤에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한 배급소에 가기 위해 군대/경찰 검

문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야외 시장 혹은 진료소, 종교적 건물과 같이 붐비는 지역에 너무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 

! 급수장에 가까이 있어야 하며 남녀 화장실이 따로 지어져야 한다. 

! 현장에서 물품 저장이 가능하고, 배급이 지연되거나 우천시에 줄을 설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 배급 담당자를 위한 휴식 시설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 

! 그늘을 제공하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식물 혹은 나무 근처에 지어져야 한다. 

! 줄을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나 벤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부 경우, 무거운 쉘터 물품과 같이 부피가 큰 물품에 대한 배급소에로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캠프 근처의 적절한 특정 위치를 찾아야 한다.

 경험 있는 캠프 관리 기관들은 모든 캠프 거주민들이 서로 다른 식량 및 비식량물품

을 배급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캠프 배급소(들)이 표시된 

큰 지도를 그려 공개하고 모든 캠프 거주민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  캠프 배급 체계의 조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마지막에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저장소 및 창고 시설의 관리

각 기관에는 자체 서식 및 물품 창고 관리 절차가 있다. 하지만 한 NGO의  비상사태 코

디네이터(emergency coordinator)가 아래에 제공한 조언은 배급 담당 기관이 창고 

및 저장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가능하다면 조달, 운송, 프로그램 기능들 간에 적절한 업무 분담을 위해 창고 담당관

을 고용한다. 이러한 분업과 관련해 창고 열쇠/출입권을 가진 사람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2. 화물 운송장, 원료 카드, 재고품 파악 카드, 재고품 원장에 기반한 강력한 제고 

관리 시스템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전산 처리 혹은 종이 서류로 처리될 수 있으

나 모두가 이 시스템에 투자해야 하고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3. 물품을 하역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대기 직원을 둔다.

4. 창고 치안 담당 직원을 고용한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과 저장된 물품이 위험에 처하

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기관의 직원이 자행한, 혹은 이

재민 커뮤니티 내 범죄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절도 및 사기는 캠프 환경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흔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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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고가 깨끗하도록 유지하며 가능하다면 선반 및/혹은 운반대를 이용하여 물품을 바

닥에 놓지 않도록 한다. 이는 청결 및 체계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책무성까지 개

선할 것이다. 어떤 물품이 저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쥐 잡기는 필수적일 수 있다. 고양

이를 키울 것을 권장한다. 

6. 명확하고 집행이 용이한 재고 방출 요청 시스템에 투자해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수의 관리 직원만이 재고 방출을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명확한 시각표가 있어, 프로그램 직원이 그들의 물품이 배급될 준비가 되기 전에 창

고 담당관에게 얼마만큼의 통지 시간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한다. 

7. 창고 및 그 직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창고 담당관이 잠글 수 있

는 사무실과 현장 전력,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불시에 재고 확인

을 하고 동시에 훈련에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지원을 제공하고 재고관리에 쏟는 노

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한다면, 재고가 창고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  창고 및 저장고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식량은 쉽게 부패하고 곤충이나 설치류에 의해 빠르게 손상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량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식량물품 저장과는 다른 더욱 보

호적인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배급소에서의 안전/군중 통제

배급소는 빠르게 혼란스러워지고 붐빌 수 있으며,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수혜자에게까지 위험

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 때때로 유일한 해결책은 직원을 

대피시키고 물품을 버리는 것이다. 신중한 계획을 통해 그와 같은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다음

과 같은 권고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현지 정황과 해당 캠프 내 혹은 주변의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긴장 상황을 파

악한다. 

! 문제가 발생해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요원/현지 당국

을 가까이에 둔다. 치안 불안 지역에서는 배급을 시행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이재민, 해당 인도적 이해관계자, 현지 당국 간의 공동 평가를 통해 배급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한다. 배급소 배치 혹은 배급 조직 방식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위

험을 세심하게 그려봄으로써, 다음 배급 전에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할지 찾아내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 배급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사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유엔 안보 당국 및/혹은 현지 사

법 당국에 요청한다. 대부분의 정황에서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 중의 치안은 현지 당국/

현지 사법 기관의 책임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분쟁 상황에서 현지 

사법 기관은 캠프 거주민들에게 중립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다른 군중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비상사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람들이 선 줄과 배급되는 물품을 쌓아놓은 곳 사이에 명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트럭을 

줄 세워 놓거나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는 폭동 시에 군중이 기습적으로 물품에 다가가는 것

을 막지 못할 것이다. 

!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배급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람이 붐비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혜자만이 특정 시간에 모이는 방법으로 배급을 

조직한다. 이는 캠프 배급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는 교환권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수혜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배급 순환로를 마련한다. 표지판 혹은 

안내줄을 사용해 배급소와 대기를 위해 줄을 선 곳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다. 

! 배급소 주변에 전략적으로 군중 통제 직원을 충분한 숫자로 배치한다. 

! 특히 식량 바구니 부족 혹은 배급 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 현장에서 치안 결정에 대한 책임을 맡을 한 사람을 지명한다. 다른 모든 직원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도록 한다. 이 사람은 쉽게 눈에 띄어야 한다. 

! 배급이 시행되기 전에 배급될 물품을 배급 위원회에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배급 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해당 캠프 주민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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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무전기, 호루라기 같은 통신 수단을 제공하거나 비상사태를 신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마련한다. 

! 사기 사건이나 무질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위반자들을 배급소에서 가능한 빨리 

나가게 한다.

▶▶  캠프 및 직원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시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 집단

캠프 관리 기관은 배급 기관과 식량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별도의 빠른 대기 줄 - 대가족, 이산 자녀 혹은 노인과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취약 주민을 우선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조화 절차 (모든 배급에서 활용되는 절차)에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 

! 손수레나 당나귀 수레로, 혹은 커뮤니티 지원 집단의 도움을 받아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품

을 배급소에서 개별 가정으로 운반한다.

!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거동이 불편한 이들, 수유를 하는 엄마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햇

빛과 비를 가려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배급과 성적 착취

캠프 환경에서 제공되는 지원과 성적 착취 간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는 많은 현장 조사가 이루

어져 왔다. (식량 바구니 안의 물품 및 비식량물품 배급 모두에서) 어떤 물품이 배급되는지 캠

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착취와 학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재민 여성과 

소녀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식량 혹은 비식량물품에 

대한 대가로 성적 대가를 강요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성적 학대 및 착취를 줄이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여성들이 물품에 대한 평가, 계획, 실제 배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급 기관을 

장려한다. 남성이 지배적으로 배급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뇌물이나 성적 대가

를 요구할 위험이 높다. 

! 해당 캠프 내부 및 주변에 여성(소녀)에게 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아낸다. 식량이 부족하거

나 특정 필수적인 전통적 요소가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보통 보충식을 찾으려고 한다. 보

충식을 찾아 나서는 여성들은 불가피하게 더 높은 성차별 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

러한 상황에서는 식량 개입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식량 바구니가 이재민들의 식생활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차별 폭력의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연료 절약 스토브

를 도입하거나, 커뮤니티 순찰을 강화하고, 또는 커뮤니티 기반의 다른 이니셔티브 (예를 

들어, 무리를 지어 물 길러 가기)을 수립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차별 폭력 위험을 경감

할 수 있다. 치안 위험 지역 및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접근 방식이 필

요하다. 

▶▶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8장을 참조하시오. 

▶▶  성차별 폭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0장을 참조하시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1장을 참조하시오. 

식량 원조

식량 배급은 보통 1인당 하루 최소 열량 섭취량인 2,100kcal에 기준한다. 이 계산을 사용하

면 보통 성인은 하루 560g의 식품을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치는 보통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며, 해당 주

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영양과 스스로 식량을 제공하고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된

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미량 영양소 역시 고려된다. 

임산부는 균형 잡힌 식사뿐만 아니라 하루에 추가적으로 300kcal를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

과,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으

로 500kcal를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식량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는 캠프 관리 기관이 식량 물품을 배

급하거나 주문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항상 완전한 식량 바구니를 조

달 혹은 배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합의가 된 품목은 식량 부문 주관기관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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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완전한 식량 바구니의 물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식량 품목의 조합으로 이루

어져 있다: 

!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 벌거 밀(bulgur wheat), 수수, 쌀(곡물류) - 420g/1일/1인

! 말린 렌즈콩이나 콩(콩류/콩과식물) - 50g/1일/1인

! 조리용 기름(지방류) - 25g/1일/1인

! 소금 - 5g/1일/1인

캠프 인구를 만 명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

! 강화 혼합식 - 40~50g/1일/1인

! 일일 - 5.6미터톤

! 주당 - 39.2미터톤

! 월당(30일 기준) - 168미터톤

1미터톤(metric ton) = 1,000kg

식량 지원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위한 일일 배급량 예시

(WFP의 비상사태 현장 활동 포켓북(Emergency Field Operations Pocketbook))

식량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옥수수 가루/쌀/벌거 밀 400 420 350 420

콩류 60 50 100 60

식물성 기름 25 25 25 30

통조림 생선/고기 - 20 - 30

강화 혼합식 50 40 50

설탕 15 - 20 20

소금 5 5 5 5

계(g/1일) 555 560 550 565

위 배급식의 영양적 가치

열량(kcal) 2,113 2,106 2,087 2,092

단백질(g 및 %) 58g/11% 60g/11% 72g/14% 45g/9%

지방(g 및 %) 43g/18% 47g/20% 43g/18% 38g/16%

만약 옥수수가 곡류의 형태로 주어진다면 제분에 대한 비용을 캠프 거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제분으로 인해 손실되는 양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배급량을 늘

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이재민들에게 배급될 수 있다: 

! 설탕

! 옥수수· 콩 혼합 영양식(corn-soy blend, CSB)과 같은 강화 혼합식 

! 통조림 고기 및/혹은 생선

! 신선한 과일과 야채

! 멀티비타민

 기본 영양소 요구량(WHO): 2,100kcal/1인/11일, 전체 열량의 10~12%는 단

백질로부터, 17%는 지방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며, 신선하고 강화된 식품을 통해 적정

한 미량영양소 섭취도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 바구니 모니터링 및 배급 후 모니터링

배급 중에 식량 지원 기관은 식량 바구니 모니터링(Food Basket Monitoring)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배급소에서 무작위 수의 가구를 골라, 그들이 배급받은 물품의 무게를 재고, 

그 결과를 계획된 배급량 및 배급 카드에 기재된 가족의 크기와 비교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배급이 끝난 후에는 배급 후 모니터링(Post-Distribution Monitoring, PDM)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니터링의 목표는 배급받은 식량의 양, 식량 원조의 이용, 수용성

(acceptability) 및 질(WFP의 정의)에 대한 정보를 가정 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이다. 배급 후 

모니터링은 매월마다 진행되는 배급 이후 평균 2주간 시행된다.

추가적인 캠프 내 식량 프로그램

필요, 정황, 타당성에 따라,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보통 아동이 학교를 다니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한 부모가 아동을 학교로 보내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권고된다.  식량이 저

장되고 마련되기 위해 학교로 보내지면, 그 사용되는 양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조

리사, 교사, 여타 관련 직원은 그 식량이 해당 학교 직원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의 원천”이 아니

라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식량이 도난 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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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그리고 어떤 아동도 식사에 대해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또한 HIV/AIDS 교육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본 장의 마지막에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에 있는 WFP 문서를 참조하시오. 

영양보충 프로그램 및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

영양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ry Feeding Programs, SFP)은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

해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식량을 주로 주민들 중 일부에게만 제공하게 된

다.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Therapeutic Feeding Programs, TFP)은 중증 영양실조 환

자에게 더욱 개별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모든 캠프 주민이 영양보충 프로그램과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

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은 시기를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진료소에서 충분히 먹었고 그래서 집에서는 먹을 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캠프에서 발생하는 더욱 심각한 영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 캠프 관리 기관은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 근거를 포함하여) 영양보충 프로그램과 치료적 영

양공급 프로그램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영양실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6장을 참조하시오. 

 완전 모유 수유는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완전 모유 수유를 한 아기는 모유 대체품 (pre-lactate, 분유 혹은 다른 우유 제품)이나 

물, 차, 보충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완전 모유 수유의 비율이 낮은 곳의 캠프 

주민들은 분유 혹은 다른 분유 대체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완전 모유 수유 법을 장려하

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영양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식량물품 NON-FOOD ITEMS (NFIS)

쉘터 물건, 물통, 의복, 침구, 주방 도구 및 다른 비식량물품은 직접적인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

기 위해 아마 가장 필수적인 물품일 것이다. 이들 물품은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기상 상황으로

부터 보호를 제공하면서, 이재민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고,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음식

을 요리하고 먹고, 쉘터를 짓고 수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비식량물품에 대한 필요, 격차, 접근 기회를 확인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이 주요 책임 사항 

중 하나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전체 주민들의 필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곳에서는 특정한 필

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 및 쉘터를 위한 비식량물품

캠프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쉘터 및 화장실을 짓는데 가능한 최대로 참여해야 한다. 공사 자재

와 도구를 고르고, 배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배급소와 같은 캠프 기반시설을 설계 및 배치하는 

등의 작업에 캠프 거주민을 포함시키는 일은 모든 캠프 주민들로 하여금 초기 질서를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쉘터의 형태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쉘터 물품에는 종종 플라스틱 시트 혹은 방수포가 포함된

다. 도구와 자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어, 후속적인 배급이 필요할 수 있다. 도구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망치

! 둥근 삽

! 각형 삽

! 도끼

! 못

! 밧줄

 말라리아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살충 처리된 모기장이 각 가정에 제공되어야 한다.

▶▶  쉘터 건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5장을 참조하시오. 

의복 및 침구

『Sphere 핸드북』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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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캠프 거주민들은 맞는 크기의 의복 한 세트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히 속옷을 세탁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한 세트 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복이 문화적으로 수

용되며 계절과 기후에 적절하도록 한다. 

! 모든 캠프 거주민들은 추위나 더위로부터 쾌적함을 제공받고, 필요한 만큼 별도의 잠자리

를 쓸 수 있도록 침구 및 매트리스/매트를 함께 제공받아야 한다. 

! 2세 미만의 영아와 아동은 적어도 100×70cm보다 큰 담요를 제공받아야 한다. 

! 필요 시 문화적으로 적절한 수의가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노인, 아동은 추운 날씨 환경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렵고, 보온을 

위해서는 옷을 더 껴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 캠프에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인위생

이상적으로 1인이 한 달에 받는 개인위생 용품은 다음과 같다: 

! 목욕 비누 250g

! 세탁 비누 200g

! 여성과 소녀를 위한 생리 위생 용품

! 영아와 2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세탁 가능한 기저귀 12개

칫솔, 치약, 샴푸, 면도기 등과 같은 추가적인 물품은 문화적 적절성/사용 가능성에 따라 배급

될 수 있다.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만성 질환 환자, 요실금 환자, 장애인,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는 목욕 및 의복 세탁을 위한 추가 수량의 비누를 받아야 한다.

 『Sphere 핸드북』, 2004년

식기 및 취사 도구

캠프 내 각 가정은 다음과 같은 물품 배급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취사 도구 및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식기를 포함한 주방 도구. 모든 플라스틱 물품은 식품용

이어야 하며, 모든 금속 도구는 스테인리스 강 혹은 대체 비철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물을 길어오고 저장하기 위한 두 개의 용기/물통. 각각 10~20ℓ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물을 길어오기 위한 용기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운반하기 쉬워야 하며, 물 오염 

및 그에 따르는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깨끗한 보관이 용이해야 한다. 

취사 도구 및 식기 배급은 각 가정의 크기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의 내구성, 품질, 이용 가능성

에 의해 결정된다. 

▶▶  자세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스토브와 연료

스토브와 연료 배급을 계획하면서 담당 기관 및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 

! 취사 시설 및 가스, 등유, 장작과 같은 연료의 사용 가능성과 선택안

! 주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료 절약 전략

! 연료 절약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다:

1. 콩, 렌즈콩, 쌀과 같은 곡물을 그대로 배급하기 보다는 쪼개어 배급한다. 이로써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장작을 쪼개고 적절히 건조하도록 장려한다. 이렇게 하면 높은 온도에서 타서 장작이 

덜 소요된다. 

▶▶  에너지 절약 전략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 개별 가정에서 누가 식사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정보

! 취사 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난방을 하는 데 스토브와 연료가 필요한지 여부

! 만약 스토브가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 공간이 충분히 환기되고 있는지 여부

! 화재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 요리법을 고려하기 위한 스토브 디자인

가능하다면, 공동 혹은 공유 취사 시설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시설은 연료 사용을 

줄이고 특히 여성과 아이가 화재와 연기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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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연료 전부를 제공받을 수 없는 곳에서 캠프 거주민들은 캠프 바깥으로 가서 

더 많은 연료를 얻어오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연료 절약 기술을 도입하면 여성과 

아동이 특히 캠프 바깥에서의 성희롱에 덜 노출되므로 중요한 보호 기능을 하게 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료를 운송해 오는 것 보다, 지역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수용 커뮤니티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이 고갈되는 수준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캠프 환경 관리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학용품 키트

학용품 키트를 캠프 학교 및 학생들에게 배급되는 곳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

! 노트

! 연필

! 크레용

! 자

! 연필깎이

! 등·하교시 책을 가지고 다닐 책가방이나 가방

▶▶  “학습도구 상자(school in a box)”를 포함한 학교 용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7장을 

참조하시오. 

원예 세트

현지 원예 활동에 따라 채소 재배를 위한 도구와 세트가 배급된 곳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품

목들이 포함된다:

! 종자

! 각형 삽

! 마체테(날이 넓고 무거운 칼)

! 갈퀴

! 물뿌리개

! 양동이

적절한 곳에서는, 원예 도구는 다른 생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될 수도 있다. 

 배급 후 모니터링의 일부분으로서, 배급된 품목이 판매 혹은 교환되고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배급 체계 상의 오류를 보여주거나 혹은 배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품목을 획득하기 위해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응 기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또한 부정확한 인구 수치, 부적합한 물품의 배급, 혹은 사람들이 현금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가정 차원에서 혹은 시장에서 시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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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물품 배급을 위한 일반적인 문제와 원칙

 어떤 배급 체계가 해당 맥락에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개인 할당 방식이

나 집단 배급 체제 중에서 결정하는 식이다. 

 (적절한 성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식량 배급 위원회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 필요한 식량 

배급 기제를 수립한다.

 수혜자의 수가 알려지도록 하고, 대상이 정해진 배급이든 일반적인 배급이든 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의 양이 전체 집단에 대해 충분하도록 한다.

 해당 물품, 양, 대상, 절차 등과 같은 배급 관련 정보가 해당 주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도록 한다. 

 군중 통제 및 물품 안전과 같은 원활한 배급을 위한 적절한 치안 조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배급 중 현장 모니터링, 식량 바구니 (혹은 비식량물품) 모니터링, 배급 후 모니터링 등과 

같이 필요한 모니터링 기제가 마련되도록 한다. 

 불만 신고 절차가 마련된다. 

각 배급 준비 및 시행 중에 고려해야 할 특정 사안

배급소 조직

 주민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도록 배급이 조직된다. 

 식량/비식량물품이 적절하게 취급되며 식량은 바닥에 쏟아지지 않는다. 

 배급소는 햇빛, 비, 바람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된다. 

 배급소는 청결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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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있는 배급을 위해 충분한 치안이 제공된다. 

 군중 통제를 위해 배치된 직원이 충분하다. 

 배급소는 밧줄이나 플라스틱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배급 절차 및 성명 확인

 배급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소지자가 수혜자 명단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된다. 

 배급소에 들어오는 즉시/식량/비식량물품을 받는 즉시 배급 카드에 구멍을 찍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전산화된 수혜자 명단을 활용한다. 

 모든 식량 배급 직원은 식량 물품을 나누어 줄 때 위생 규칙을 준수하여 장갑을 낀다.

 가족 집단 크기는 식량 배급 주기 동안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가족 크기에 어떠한 변

경이 있으면 배급 기관에 의해 기록된다.  

 수혜자들을 이름을 부르기 위해 확성기가 사용된다. 

분배 공평성 및 취약한 수혜자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용이한 접근을 위한 별도의 줄이 있다. 

 직원 한 명이 더 취약한 주민들 혹은 증가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배급/배급량을 받도

록 돕는 데 참여한다. 

 직원 한 명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기 줄을 모니터링 한다. 

 해당 명단에 없는 이들에게는 식량/비식량물품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들이 수혜자 명단

에 없는 원인을 찾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취해진다. 

 모든 사람이 합의된 배급량을 받고, 그 양은 모니터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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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에 대한 정보 공유

 모든 수혜자가 배급일, 장소, 시간, 배급될 물품의 양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모든 수혜자가 식량 배급의 한 스쿠프(scoop) 분량에 들어있는 식량의 양에 대해 잘 알

고 있고, 한 스쿠프의 크기는 변함없다. 

 모든 수혜자는 식량 바구니/배급량의 변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미성년자/청각 장애인/노인/환자)에게 적절하게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사용된다. 

 책무성의 기준(인도주의 행동 수칙)이 이행 파트너에 의해 준수된다.

배급 시간

 배급은 정시에 시작된다. 

 이행 파트너는 모든 설치 준비를 하기 위해 정시에 도착한다.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물품을 내리고 다룬다. 

 WFP, UNHCR, USAID, (다른 공여 기관), 및 현장의 이행 파트너가 배급 절차 내내 함

께 한다. 

스쿠프(Scoops, 큰 숟가락 또는 국자)가 식량 배급에 사용될 경우

 표준 스쿠프가 사용된다.

 모든 스쿠프는 정확하며 정확한 양을 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식량 물품에 대해 같은 스쿠프가 사용되고 있다. 

 만약 식량 배급량은 똑같은데 배급마다 스쿠프가 변한다면, 이 점이 수혜자들에게 명확

하게 설명된다.

410  캠프 관리 툴킷 | 제13장 식량 배급과 비식량물품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Examples for food and nutrition indicators.

http://202.54.104.236/intranet/hfn/Food/Food_page.htm

! Food Distribution Monitoring Checklist.

www.the-ecentre.net/toolkit/Food/FTM-2(b).doc

! Gender and non-food items in emergencies (from the IASC Gender Handbook). 

www.who.int/hac/network/interagency/b6_non_food_items.pdf

! Key points for an effective distribution system (from UNHCR Commodity 

Distribution Guide, 1997). http://202.54.104.236/intranet/hfn/Food/Food_page.

htm#FTP-3

! Principles of storage and warehousing (from UNHCR Supplies and Food 

Aid Handbook, 1989). http://202.54.104.236/intranet/hfn/Food/Food_page.

htm#FTP-3

! Sample Food Plan.

http://202.54.104.236/intranet/hfn/Food/Food_page.htm#FTP-3

! Strategies to counteract ration shortfalls.

http://202.54.104.236/intranet/hfn/Food/Food_page.htm#FTP-3

! Warehouse checklist (from UNJLC).

! Warehouse Manager. Specific example of a Terms of Reference (from RedR).

! WFP, UNHCR. Joint Food Needs Assessment.

http://202.54.104.236/intranet/hfn/Food/Food_page.htm

툴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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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서 론

WASH 서비스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이 서비스를 충분히, 양질로 공급하는 일은 사

람들의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서비스는 캠프에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물 부족, 불충분한 화장실 혹은 통제

되지 않는 노상에서의 배변, 열악한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배수 시설은 모두 설사병 및 콜레라와 

같은 질병과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다.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줄이고 캠프

의 WASH 부문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일은 대부분의 캠프 및 유사 캠프 환경에

서 특화된 인도적 지원 단체인 WASH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다. 

WASH 서비스는 특히 여성과 소녀의 보호를 위해 타당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행되

어야 하므로, 기술적 측면에 한정되도록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캠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는 

취사, 청소, 세탁 및 가족을 위해 물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내에서, 

그들은 종종 학대와 성차별 폭력에 더 취약해진다. WASH 제공자 및 캠프 관리 기관은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화장실 및 여타 WASH 기반시설이 보호되고, 여성과 소녀가 주야로 안전하

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소녀가 WASH 서비스 계획, 이

행, 유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일은 때로 어려울 수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일이다. 원칙적

으로 이들의 참여는 최대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급수 및 공중위생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최소한의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대변 - 경구 질환(faecal - oral diseases) 및 질병 매개체 전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

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목표는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화장

실을 사용하고 씻을 수 있는 등 생활 및 일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

록 돕는 것이다...”

 『인도주의 헌장과 재난 대응 시 최소 기준』, Sphere 프로젝트, 2000년, p. 19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깨끗한 식수만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인 수질의 물을 충분히 제

공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WASH 서비스는 특성상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캠프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책무성을 갖고 계획되며 이행될 필요가 있다. WASH 서비스의 

질, 책무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모니터링 서비스가 자주 이행되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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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WASH 서비스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충분한 양과 질의 WASH 서비스를 사람

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과 건강 유지에 있어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서비

스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로서 가장 먼저 캠프에 제공된다. 

 ▶ 음용 및 취사, 개인위생에 쓰기에 안전한 물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이용하기에도 안전한 좋은 공중위생 시설이 있어야 한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를 통해 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 물의 양,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은 질병 및 전염병 예방

을 위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으로서 다루어야 한다. 

 ▶ WASH 조치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캠프 주민, 특히 여성과 소

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능할 때마다, 계획, 이행, 조정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후속조

치와 같은 WASH 조치의 모든 측면에서 캠프 거주민의 협의를 구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

끌어낼 필요가 있다. 

 ▶ 특화된 인도적 지원 단체, WASH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WASH 조치의 계획, 조

정, 이행, 유지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WASH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은 캠프 관

리 기관에 의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측 기관 모두 협력하고 이재민 커뮤니티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 WASH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활동 및 부문에 대한 기준과 지표는 이재민이 안전하게 존

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인도적 지원 단체에게 알려주며, 

인도적 조치의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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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

일반적으로 WASH 서비스 제공자는 캠프 내 WASH 부문을 이끌고 조정하며, WASH 서비

스와 기반시설의 계획, 이행, 유지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한 캠프 내 여러 WASH 서비스 제

공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 중 한 제공자가 해당 캠프의 WASH 부문 주관 기관이자 나아

가 캠프 관리 기관 및 현지 위생 당국이 맨 처음 접촉하는 기관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2005년 파키스탄 지진은 많은 도시와 마을에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긴급 구호 지원의 조직과 조정에 있어 현지 위생 당국은 보통 지방

에 있는 캠프에서보다 도시 환경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자연

재해로 인해 파괴 혹은 붕괴된 현지 상수도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 최고의 기술적 지식

을 갖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그러하듯이, 한 캠프에서 제공되는 여러 인도적 지원 서비스의 총괄 조정과 모

니터링에 대한 캠프 관리 기관의 핵심적인 책임은 WASH에도 적용된다. WASH 제공자는 

캠프 관리 기관이 전체적인 WASH의 구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작업 계획 

및 수집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된 서비스와 발견된 격차에 대해서 캠프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때에만, 해당 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전체적 전략 및 계획에 일조할 수 있다. WASH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을 위

한 방법에는 정기 회의, 공동으로 합의된 정보 관리 전략을 통한 정기적인 정보 공유, 캠프 주

민 내 대상 집단 및 커뮤니티 집단, 핵심 개인/지도자에 대한 접근 촉진, 필요 시 업무 분담에 

대한 협상 등이 있다. 

캠프 운영 초기에 캠프 관리 기관 및 WASH 제공자는 조정을 위한 지침, 규칙, 규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캠프 서비스 조정을 위한 전체적인 규칙과 규정에 부합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적절하게 합의된 ToR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 및 WASH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해당 캠프 주민 및 현지 행정 당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 WASH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혹은 현지에서 합의된 기준과 지표에 부합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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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일차적 책임은 전문가적 의무로서 WASH 제공자에게 있으며, 이차적 책임은 인도적 지원 서

비스 제공의 총괄적인 조정자로서 캠프 관리 기관이 맡고 있다. WASH 제공자와 캠프 관리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상호 역할과 책임을 캠프 거주민 및 현지 행정/정부 당국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이 중요하다. 

캠프 내 WASH 부문은 보건, 쉘터, 환경 및 다른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독립적

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기획부터 설치, 유지관리 및 폐쇄에 이르기까지 캠프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부문 간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물이 오염되면 주민들은 병에 걸

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져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

다. 폐기물 처리를 조직하고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지 못하면 이는 캠프 주민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당 환경 및 수용 커뮤니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캠프에서 제공되는 WASH 서비스는 국제 혹은 현지 기준 및 지표에 부합해야 한

다. WASH 제공자는 Sphere 프로젝트 혹은 유엔난민기구(아래 박스 참조)가 정하고 권고한 

기준 및 지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적용 기준은 하루 일 인당 

15~20ℓ로서, 이는 음용, 취사, 개인위생을 위해 사용된다. 캠프 관리 기관 및 WASH 제공

자는 이들 기준 및 지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준 및 지표는 인도적 지원 단체가 

이재민의 안전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며, 

인도적 조치의 질과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캠프 관리 기관은 Sphere 프로젝트의 “Sphere 기준 핸드북(Sphere Standards 

Handbook)”으로도 알려진 인도주의 헌장과 재난 대응 시 최소 기준 및 유엔난민기구

의 긴급상황에 관한 UNHCR 편람을 각각 한 부씩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이 두 핸드

북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단체를 위한 기준이다. 이 핸드북들은 캠프 관리 

기관의 모든 직원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지침, 규칙, 기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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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엔지니어, 기술자, 커뮤니티 동원가와 같은 WASH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들은 WASH 

기반시설을 검사하고 보수하거나, 혹은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등 캠프 

주민과 매일 접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인도적 지원 기관 직원

들과 마찬가지로 WASH 직원이 해당 캠프 거주민에 대해 문화적으로 세심한 태도를 유지하

고, 특히 여성과 소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캠프 관리 기관은 WASH와 같은 캠프 내 다른 기술 지원 프로그램

의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캠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책

임을 지는 것은 긴장 상황, 명확성 부족 및 이해관계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

나 캠프 내에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거나 캠프 내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수

가 적을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이 추가적인 책임을 맡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부룬

디(Burundi)의 한 난민 캠프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전략적 파트너인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관리뿐만 아니라 WASH 서비스 제공, 배급, 교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

급수

비상사태 및 캠프 내에서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는 물을 충분히 즉각적으로 제공하

는 일이다. 제공하는 물은 음용, 취사, 개인위생에 안전하고 적합해야 한다. 수질은 전문적인 

기술 장비와 함께 영구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좋은 수질의 물을 적은 양만 제공하는 것

보다는 평균적인 수질의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 종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수질 기준이 캠프에서 준수되지 않거나 충분한 양의 물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에, 해당 캠프 거주민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적용할 보존 및 위생 방법 뿐만 아니라 대안과 

단기적 제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캠프 관리 기관 및 WASH 제공자는 이들에게 관련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캠프에 제공되는 물은 두 범주로 나뉜다. 강과 호수로부터의 지표수와 우물, 보어 홀

(boreholes, 시존기에 의해서 파여진 구멍 또는 우물), 샘으로부터의 지하수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표수의 수질을 통제하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캠프 내 물이 부족한 곳에서 강 혹

은 보호되지 않은 주변 수원이 존재한다면 캠프 주민은 종종 그곳에서 물을 가져오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때 여성과 소녀는 안전하지 못한 지역을 통과하여 먼 거리를 걸어야 할 수 있

으며, 이때 성차별 폭력의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 WASH 부문을 위해 제 기능을 하는 모니터링 및 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 격차에 대한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급수 시스템, 화장실과 배수 등 WASH 

기반시설의 정기 점검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모니터링 및 유지 체계 (예. WASH 위원회)

가 마련되어 있다.

! 캠프 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가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수용되는 WASH 시설의 설계, 시공 

및 배치에 참여한다.

! 캠프 거주민의 목욕 비누, 세탁 비누, 여성 생리용품,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경우) 세탁 

가능한 기저귀와 같은 개인위생 용품에 대한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다.

▶▶  비식량물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3장을 참조하시오.  

! 캠프 주민이 캠프 바깥의 급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 및 유지에 대해 해당 수용 

커뮤니티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 캠프 주민과 현지 위생 당국의 기술 및 문화적 지식과 전문지식이 인지되고 활용된다.

! 정부 WASH 규정이 준수되고 국가법이 존중된다.

캠프에서 활동하는 WASH 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높은 기술적 전문지식과 물품에 대한 

훌륭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특정한 책임사항과 직무는 정황에 따라 다르며, 캠

프 주민의 참여 혹은 캠프와 이재이주 지역 내에 이미 존재하는 WASH 기반시설의 유무와 같

은 요인들에 따라 다양하다. WASH 기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 기준에 따라 음용, 취사, 개인위생을 위한 물을 충분히 적시에 제공한다.

!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게 정기적으로 수질 관리한다.

! 액체를 담는 용기, 제리캔(jerry cans), 빗물을 모으기 위한 용구와 같아 물을 저장하고 모

을 수 있는 용품을 제공한다.

! 비누 및 위생물품과 같은 개인위생 용품을 제공한다.

! 안전한 변소와 화장실, 목욕 및 세면 시설, 쓰레기 구덩이 혹은 쓰레기장과 같은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빗물과 폐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배수 시설과 같은 WASH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 이재민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캠프의 WASH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청소한다. 

! 질병이 어떻게 감염되고 예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위생 및 위

생교육과 적절한 WASH 기반시설과 기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촉진/의식고취 캠페인을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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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기준 및 지표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및 책임에 따라, 난민 캠프에서 보통 물 공급은 (유엔난민기구의 『긴급상

황에 관한 UNHCR 편람』에 설명되어 있는) 자체적인 기준 및 지표에 부합하도록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준을 국내이재민 캠프에 적용하는 것은 종종 더욱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내이재민 캠

프에서 활동하는 WASH 제공자는 Sphere 프로젝트의 『인도주의 헌장과 재난 대응 시 최소 

기준』에서 설명된 기준과 지표를 활용한 자체적인 대책을 계획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엔난민

기구의 기준과 지표가 국내이재민 캠프에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Sphere 프로젝트는 캠프 내 급수를 위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주민은 음용, 취사, 개인위생을 위해 충분한 양의 물에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

다. 공공 급수장은 최소량의 물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쉘터에서 충분히 가깝다. 

집수 지점의 물은 음용에 적합하며, 단기간 사용으로 수인성 질병이나 화학적 또는 방사

능 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 위험의 유발 없이 개인 및 가정 위생을 위해 마시고 이용하

기에 적절한 수질이다. 

음용, 취사, 개인위생을 위해 충분한 양의 물을 모으고, 저장하며,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식수를 사용하기 전까지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물자를 주민들

이 갖고 있다. 

지하수로부터 물을 얻는 방법은 상당히 명확하며, 자연적 여과를 거치므로 수질도 적절하다. 

주로 보어 홀과 우물이 캠프 내에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

호 및 유지도 더욱 용이하게 한다. 지하수 수원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 평범한 우물과 같이 깊이가 3m 미만이고 얕다고 간주되는 것

! 보어 홀과 같이 (3m 이상의) 깊다고 간주되는 것

 현장의 목소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 섬의 아체(Aceh)주의 기후는 열대 기후로서 우기에는 

폭우가 내린다. 해안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얻기 위해 아주 깊이 땅을 파본 적이 없고 

개별 가구는 각자의 얕은 우물에 의존했다. 2004년 쓰나미가 아체주를 강타했을 때, 수

십만 명의 아체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 대부분이 집과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이고 국내이재민이 되었다. 해당 해안 지역을 덮친 물의 양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습지가 되었다. 그 재해 이후 몇 달간 캠프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얕은 

우물은 더 이상 선택안이 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3m 미만 깊이의 물은 염수의 침투

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우기 동안에 지붕 재료나 특정 빗물 집수 기술을 사용해 빗물을 모으는 것이 또 다른 선

택안이 될 수 있다. 만약 빗물 집수가 빈번하게 활용된다면, WASH 서비스 제공자는 빗물의 

수질을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빗물은 식수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 

및 개인위생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물은 캠프 외부에서 온 급수 트럭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저수통 및 자루에 저장할 수 있다. 

WASH 제공자는 물이 캠프 주민에게 제공되기 전에, 수원에서부터 전 수송 과정을 거쳐 캠프 

수준에서 그 수질이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도시 지역이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공공 용

수 및 공중위생 제공 시스템이 크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물을 

트럭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재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즉각적 선택안이 될 

수 있다. 급수 트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WASH 

제공자와 현지 위생 당국은 만약 가능하다면 원래의 WASH 기반시설을 복구하여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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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이재민 캠프에서는 국제 기준 및 지표에 따라 물을 공급하는 일이 종종 어렵거나 심

지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대부분 이재이주 지역에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하거나 인도적 지원자

금의 부족, 혹은 다수의 이재민에 비해 WASH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인도적 지원 단체 및 현지 행정 당국이 캠프 주민들의 존엄성과 건강을 

보호하는 생존권 보장을 여전히 목표로 하여 현지 기준 및 지표에 대해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

다. 클러스터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내 이재이주의 상황에서는 WASH 클러스터가 CCCM 클

러스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난민 상황이든 혹은 국내이재민 상황이든, 캠프에 대한 급수를 조직하고 기준 및 지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에 있어, 관련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캠프 주변의 수용 커뮤니티 내의 물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기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인도적 지원 단체에 의해 

캠프로 공급되고 있는 와중에 수용 커뮤니티는 상당한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상당한 불균형이 심각한 긴장 및 치안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

신들의 문제와 필요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나머지 캠프 WASH 기반시설을 고의로 파괴

한 사례들도 있다. 그러므로 수용 커뮤니티 역시 캠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목소리

“부룬디의 난민 캠프는 언덕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강력한 발전기를 이용해 매일 낮

은 곳에 있는 천연 수원으로부터 캠프 내 콘크리트 저장고로 물을 퍼 올린다. 수원은 적

절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전체 급수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WASH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관리 및 유지되고 있다. 수용 커뮤니티와도 협의하여 이들도 캠프 바깥에서 수원에 접

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물을 길어 올 수 있고, 이 기반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 후

속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물 배급

물을 배급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한 일이다. 건기, 계속되는 

가뭄, 기반시설의 파손 혹은 물 공급을 제한하는 캠프에 대한 제한적 접근 상황은 모두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물이 배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모든 경우에 캠프 관리 기관은 WASH 제

공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아동,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특정한 필

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 공급을 우선시한다.

아래 표는 물의 사용과 공급과 관련하여 UNHCR과 Sphere 프로젝트의 일부 지표간의 비교

이다:

Sphere UNHCR 비고

깨끗한 물의 최소량 (ℓ/인/일) 15 15~20
UNHCR의 생존을 위한 

최소 할당량은 7

개별 쉘터에서 수도 및 

배급소까지의 최소 거리 (m)
500

200 (혹은 도보로

몇 분 거리)

수도당 최대 인원수 250 80

우물/수동 펌프 당 최대 인원수 - 200

공중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ℓ/사용자/일)
1~2 1~2

두 기관 모두 

공중 화장실 청소를 위해 

2~8ℓ/화장실/일 권고

보건소 및 병원에 물 공급 

(ℓ/환자/일)
40~60 40~60

치료적 영양공급센터에 물 공급 

(ℓ/인/일)
15~30 20~30

▶▶  일 인당 급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아래 표는 Sphere 프로젝트의 일 인당/하루당 15ℓ의 지표를 활용한 것이며, 일정 기간에 걸

쳐 특정 수의 이재민이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물의 양(단위: 100만ℓ)에 대한 개요를 제

공하고 있다. 

시간 (일 DAYS)

인구 1 30 60 90 120 180 360

500 0.0075 0.225 0.45 0.675 0.9 1.35 2.738

1,000 0.0150 0.450 0.90 1.350 1.8 2.70 5.475

5,000 0.075 2.250 4.50 6.750 9.0 13.50 27.380

10,000 0.1500 4.500 9.00 13.500 18.0 27.00 54.750

20,000 0.3000 9.000 18.00 27.000 36.0 54.00 108.600

50,000 0.7500 22.500 45.00 67.500 90.0 135.00 273.750

100,000 1.5000 45.000 90.00 135.000 180.0 270.00 547.500

500,000 7.5000 225.000 450.00 675.000 900.0 1,350.00 2,737.500

1,000,000 15.000 450.000 900.00 1,350.000 1,800.0 2,700.00 5,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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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 촉진 활동 및 의식 고취 캠페인을 시행하고 캠프 주민들이 이를 이해한다.

! 개별 가정에서는 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뚜껑이 있는 양질의 플라스틱 물통, 용기 및 

다른 적절한 용품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원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들 수원은 자주 검사해야 

하며 이는 지하수와 지표수 모두 위험성이 있고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일이 항상 최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처리에는 캠

프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WASH 제공자들로부터의 안전한 전문 기술 지식이 필

요하다. 물을 소독하기 위해 화학용품을 쓰는 일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  본 장의 툴 부분에서 우물 및 보어 홀 청소와 소독에 대한 WHO의 단계별 자료표를 참

조하시오. 

▶▶  환경 문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공중위생

분뇨 및 배설물의 안전한 처리는 캠프 설치의 가장 초기부터 우선 사항이다. 특히 장기적인 비

상사태에서 적절한 공중위생은 충분한 급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분뇨는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주로 각종 건강 문제와 설사병, 이질, 콜레라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된

다. 그러므로 적절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의료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WHO는 공중위생(sanitation)을 대변과 소변을 포함한 분뇨(배설물)를 화장실 제

공 및 개인위생 증진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환경적 공중위생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수질 보호, 사람들의 배설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벌레 및 설치류 

통제, 음식물 처리 관행과 배수를 아우르는 문제들을 포함한다. 

충분한 수의 변소/화장실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WASH 제공자들의 주요 책임사항 중 하나이며, 이는 캠프 관리 기관이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변소나 화장실은 개별 쉘터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게 하여, 특히 

! 캠프 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와의 협의를 통해 펌프와 수도 개방 및 폐쇄 시간표를 마련

한다.

! 캠프 주민이 왜 물이 부족한지, 왜 특정 제한 사항이 마련되었는지를 알고 이해하도록 급수 

관련 변경 사항 혹은 배급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전달한다.

! 씻을 때 물을 절약하고,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충분히 캠프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한다.

 물 부족 시, 다음의 《4R》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물 소비량 줄이기(reducing water consumption)

! 빗물 모으기(rainwater harvesting)

! 물 재활용하기(recycling water)

! 자연적 물 순환 체계를 복원하기(restoring natural water cycles)

오염 방지

안전한 식수 제공에 있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식수 보호이다. 물은 그 수원에서부터 운송되

는 동안 그리고 보관 중에 보호되어야 한다. 지표수 및 천연 수원 혹은 캠프 바깥의 강은 보호

하기 어렵지만, 우물과 보어 홀 같은 지하수원은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의 오염

은 집수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가정 내의 열악한 위생 습관은 

종종 안전한 식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WASH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보장해야 한다:

! 가능한 곳에서는, 집수된 빗물을 포함하여 우물, 펌프, 보어 홀, 물탱크 안의 수질이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급수장 및 수도, 우물과 보어 홀 주변에는 어린이와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울타리를 

친다.

! 동물에게 물을 줄 때는 캠프 주민이 사용하는 급수 시설에서 안전하게 떨어진 곳에서 물을 

준다.

! WASH 기반시설에서의 안전 및 치안 점검이 캠프 주민 및 캠프의 WASH 위원회를 통해 

조직된다.

! 이상적으로는 급수장과 수원 근처의 원활한 배수에 초점을 맞추는 커뮤니티 기반의 배수 

유지관리 및 청소 시스템이 세워져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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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의 이재이주가 자주 일어나는 비상사태 초기에는 종종 캠프 주민의 공중위생 

관련 필요 및 합리적인 공중위생 지표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UNHCR은 

화장실 한 개 당 최대 100명까지를 용인할 수 있는 숫자로 권고하고 있다. 혹은 이에 대

한 대안으로써 필요 시 노상에 배변할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WASH 제공

자와 캠프 관리 기관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변소와 화장실

캠프 및 시골 지역에서 사람들의 배설물 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재래식 화장실(pit 

latrines) 혹은 도랑 화장실(trench latrines)을 만드는 것과 같이 간단하고 저렴하다. 이들을 

설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적인 노하우는 종종 이재민 커뮤니티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제공되는 몇몇 종류의 화장실과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재래식 화장실(pit latrines)은 캠프 및 캠프 환경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형태로서 통풍시

설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통풍 개량식 재래식 화장실(Ventilated Improved 

Pit latrines, VIP latrines)이 된다. 이상적으로는 단일 가구 혹은 몇 가구로 이루어진 하

나의 집단만이 사용한다. 통풍 개량식 재래식 화장실에는 또 다른 구덩이를 만들 수 있으며 

(통풍 개량식 이중 재래식 화장실, Ventilated Improved Double Pit latrines), 이는 구

덩이를 깊게 팔 수 없고 따라서 빨리 채워지는 곳에서는 특히 더욱 적절하다. 

! 도랑 화장실(trench latrines)은 사용자의 수가 훨씬 많은 비상 상황에 주로 설치된다; 그 

깊이는 1.8~2.5m여야 하고 넓이는 75~90cm여야 한다; 길이는 100명 당 3.5m가 권

고된다. 

! 물을 부어 오물을 씻어내리는 화장실(pour-flush latrines)은 설계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물이 침투하기 위한 투과성이 좋은 토양이 필요하다. 이 화장실은 오물을 내리는 데 사용할 

물이 있을 때, 그리고 캠프 주민들이 이러한 방식의 화장실에 문화적으로 익숙할 때에만 가

능하다. 

! 보어 홀 화장실(borehole latrines)은 손으로 혹은 기계로 구멍을 뚫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악취, 불결함, 파리 번식, 지하수 오염 등의 위험이 높다. 

여성과 소녀가 무방비 지역 혹은 어두운 지역을 지나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공중위생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에 WASH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편의성

! 위생

! 안전

! 문화적 적절성

공중위생 시설은 전통적인 배변 및 청소 습관, 선호하는 화장실 위치, 또는 기타 문화적이나 종

교적 규범과 가능한 양립해야 한다. 이는 해당 캠프 주민 자체 내에서 가장 잘 조사된다. 

캠프 내 WASH 시설의 범위와 기술적 정교함은 정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WASH 제공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한 공중 혹은 가족 변소/화장실

! 공중 혹은 가족 목욕 시설이나 샤워 시설

! 공중 세탁 및 건조 시설

! 정기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

! 폐수 및 빗물 배수 시스템

공중위생의 기준 및 지표

공중위생의 경우, UNHCR과 Sphere는 자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아래의 표는 수치가 사

용되는 일부 지표를 열거하였다. 다른 기준은 본 장의 관련 단락에서 언급된다. 

Sphere/

UNHCR

공중 화장실/변소 한 개 당 최대 인원수(명) 20

쉘터로부터 화장실/변소까지의 최대 거리(m) 50

지하수원으로부터 화장실/변소 및 배수 구멍까지의 최대 거리(m) 30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지하수면까지의 최대 거리(m) 1.5

쉘터로부터 쓰레기 컨테이너 혹은 가정용 쓰레기 구덩이까지의 최대 거리(m) 15

100ℓ 쓰레기 컨테이너 한 개당 가구 수(가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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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덩이를 막은 후 새로운 화장실을 짓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혹은 유일한 선택안이다. WASH 

제공자는 캠프 WASH 위원회와 함께 보통 화장실에 오물이 얼마나 찼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 환경에서의 비상사태에서는 아스팔트가 지면을 덮고 있으므로 구덩이를 파는 

일이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화학식 화장실(chemical toilets)

이나 간이로 땅에 얕게 구멍을 판 화장실(simple drop-hole latrines)이 종종 처음에

는 유일한 선택안이 되기도 한다.

▶▶  부지 계획 및 공중위생에 관한 Sphere와 UNHCR의 최소 기준에 관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  비상사태 공중위생에 관한 정보는 본 장의 툴 부분에 있는 WHO의 기술 메모를 참조하

시오. 

노상 배변 Open Defecation

일부 시골 문화에서는 노상에서 배변하는 것이 여전히 흔한 관행이지만 캠프 관리 기관은 가

능한 캠프 거주민이 캠프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옹호 활동을 해야 한다. 

노상 배변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질병과 전염병의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극도의 비상사태

에서는 화장실 시공의 속도가 초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노상 배변은 

때로 피할 수 없으며 배변 시설은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급수장 혹은 음식 준비 및 저장 장소, 생활 구역, 공공건물, 도로에서 안전하게 멀리 떨어진 특

정한 배변 구역이 지정되고 울타리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침수될 수 있는 저지대는 노상 배변 

장소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배변 장소는 특히 여성과 소녀가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한다. 캠

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자는 모든 캠프 거주민이 노상 배변 구역이 수반하는 위험성에 관

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을 설계하고 WASH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과 사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프 주민이 제공되는 이러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편안하고 익숙

하게 느껴야 한다. 사생활과 사적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생리 중인 여성은 위

생 보호복을 세탁하고 적절하게 위생 보호용품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장실 설계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는 UNHCR의 『긴급상황에 관한 UNHCR 편람』 (pp. 

270~272)을 참조하시오. 

 Sphere 프로젝트는 캠프 내 사람들의 배설물 처리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설

정하고 있다. 이들 기준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거지에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충분

한 수의 화장실을 가짐으로써, 밤낮으로 언제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용인되는 방식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사용하기에 편안하고, 위생적이

며, 안전한 방식으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되는 화장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이다.

화장실의 배치와 종류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캠프 부지 및 인근 지역의 물리적 특징 - 예를 들어, 토양의 종류와 침투, 물의 이용 가능

성, 바람, 강우량, 경사면과 배수

! 캠프 주민의 문화적 습관 및 규범 -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배변 습관

충분한 면적 위에 계획된 캠프에서라면, 이재민 커뮤니티는 보통 WASH 부문을 포함하여 국

제 기준에 부합한 적절한 부지 및 캠프 구성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계획되지 않은 캠프

에서는 화장실 및 WASH 기반시설의 배치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 공간의 부족이나 빽빽하게 

들어선 쉘터, 혹은 부적당한 지리적 환경은 종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캠

프 관리 기관 및 WASH 제공자는 기준과 환경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래식 화장실은 비워지거나 혹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 이는 맨 처음 화

장실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부드러운 물체와 액체를 제거하는 

데는 배수로 흡입기(진공 흡입 트럭)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차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화

장실 부지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화장실을 폐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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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배수 시설의 계획 및 이행은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자가 캠프 주민들

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적절한 도구와 기술적 훈련을 제공받은 

가구에게는 그들의 개별 쉘터 주변에 위치한 간단한 수로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필요 시, 배수 시설은 캠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용 커뮤니

티도 동등하게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캠프를 계획하는 일은 종종 불가능하다. 이재이주는 자주 예상치 못하게 발생

한다. 쉘터 혹은 텐트가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세워지거나 혹은 양질의 토양이 물의 침투를 

어렵게 만드는 곳에서는 배수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급수장 및 다

른 WASH 기반시설 혹은 배급장소 인근의 작지만 중요한 배수 개선으로 캠프 주민이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캠프 생활 구역을 가로질러 폐수가 흐르는 개방 수로는 종종 유일한 놀이터가 되어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주민들은 물이 부족할 때 개방 수로의 폐수를 생활 용수로 

쓸 수도 있다.

WASH 기반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

WASH 기반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는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

다.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WASH 기반시설을 올바르고 사

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캠프 주민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선출된 

WASH 위원회가 WASH 부문에 있어 캠프 주민을 대표할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의 위원회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캠프 주민의 상당한 참여가 없이는 WASH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제 기능을 하는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WASH 서비스 제공자, WASH 위원회, 캠프 주민 모두가 역할과 책임, 규칙과 

규정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WASH 기반시설 검사를 위한 일일 작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격차는 WASH 제공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WASH 제공자의 지도를 받고 적절한 훈

련을 받은 WASH 위원회는 WASH 기반시설의 올바른 사용, 청소, 유지관리에 대해 캠프 주

민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책임을 맡게 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공중위생 시설은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배변 관습과 양립되어야 한다. 그

러나 대규모 이재이주 동안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관습은 도

전 받거나 혹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주로 야외나 강 혹은 수풀에서 배

변하는 것에 익숙한 커뮤니티에 공중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러나 위생 증진 활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로 하여금 화장실 사용에 익숙해지

도록 장려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배수

화장실과 목욕 시설 혹은 취사와 설거지로부터 나오는 폐수는 각종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배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염, 질병, 전염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여있는 폐수 혹은 고여있는 빗물은 쉽게 모기와 같은 해충의 번식지가 될 수 있다. 

 Sphere 프로젝트는 배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물

침식(water erosion)의 위험과 빗물, 홍수로 불어난 물, 생활 하수 및 의료 시설 폐수

를 포함한 고여있는 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가져야 한다. 두 번

째는 그들이 생활 하수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쉘터와 

가족 혹은 공동 시설을 홍수와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 즉 해당 시설 (배수로/

하수 구멍)과 도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 그리고 정황에 따라 캠프 배수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서비스 제공자 혹은 심지어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현지 위생 당국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캠프 주민들

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 캠프 부지는 국내이재민 혹은 난민이 도착하기 이전에 계획되며, 모래흙과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지가 선호된다. 토양과 부지의 종류에 따라 침투 시스템(infiltration system)

에 대한 선택안이 결정될 것이다. 침투는 보통 배수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종종 적용되나 항

상 최고의 선택안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질의 토양 위에 세워진 캠프 내 배수 구덩이는 

토양 흡수를 제한하고 이는 사실상 비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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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화재와 연기가 밀집된 캠프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각은 부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폐기물은 결코 매립되어서는 안되며 기술적으로 적절한 

소각로에서 훈련받은 의료진의 감독하에 소각되어야만 한다.

! 퇴비화는 분명 원예 및 농업 활동에 있어 유용하지만 비상사태에서는 이행되기 어렵다. 이

는 장기적인 캠프 및 캠프 안과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실행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기술적 지식, 훈련,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 분리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퇴비화 장소 및 구덩이가 더 넓어지면 이 또한 캠프 주민들의 건강 위험

을 유발할 수 있는 연기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캠프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할 때, WASH 서비스 제공자와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 사항

을 보장해야 한다: 

! 쓰레기 통, 컨테이너, 구덩이, 소각로에 관계 없이 모든 자재와 기반시설은 견고하고 사용

하기에 안전하다.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모든 지역과 장소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특히 아

동을 보호하고 동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WASH 위원회와 캠프 주민과의 협력하에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해당 장소 및 구덩이 유지

관리를 위한 일일 작업 계획 및 일정을 설정하였다.

! 캠프 주민과 WASH 위원회에게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를 구하여 작업이 명확하게 분배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요약하는 공식적인 ToR을 작성할 것을 장려한다. 

! 손수레 및 삽과 같은 용구들이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 공사 부지로부터 재활용 자재가 수집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었다. 

▶▶  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는 본 장의 툴 부분에 있는 WHO의 기술 메모를 참조하

시오.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으면 이는 물리적 환경을 붕괴한다. 

더럽고, 악취가 나며, 비위생적인 캠프는 일상 속에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민들의 사기를 꺾고 저하시킨다. 

청소와 유지관리는 필요한 용구와 예비 부품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급수 시스템을 위해

서, WASH 서비스 제공자는 충분한 수량과 기술적으로 적절한 예비 부품, 예를 들어 수도꼭

지, 파이프, 나사받이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펌프와 수도가 정기적으로 고장나지 않도록 

이러한 부품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고형 폐기물 처리

고형 폐기물이란 가정, 의료 시설, 시장, 식량 배급소 및 여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액체가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 이는 사람의 배설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 및 폐기물의 처리가 열악

하거나 혹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표수, 지하수 및 전체 환경 오염과 같은 심각한 위험이 

증대된다. 이는 파리의 완벽한 번식 장소가 되며, 각종 질병의 매개체인 쥐와 다른 설치류를 

유인할 것이다. 

 Sphere 프로젝트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 대해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a) 주민들이 고형 폐기물 오염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운 환경을 갖도록 하는 

것과, b) 생활 폐기물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단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가정, 시장, 학교, 다른 기반시설로부터 모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일 가구 혹은 가구 집단을 위한 쓰레기 구덩이나 쓰레기통, 혹은 쓰레기 컨테이너

! 여러 가구로 구성된 더 큰 집단을 위한 공동 구덩이와 쓰레기장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캠프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기술로는 매립, 소각, 퇴비화

가 있다. 

! (위생적 매립 또는 통제된 쓰레기 배출이라고도 불리는) 도랑 혹은 큰 구덩이에 폐기물을 

묻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적절

한 배수가 필수적이다. 배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도랑은 조만간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매립 구덩이가 가득 찼을 때에는 사용 중이든 혹은 이미 메워졌든 간에 몇 겹의 흙으로 안

전하게 메워야 한다. 이 구역은 항상 울타리로 구분되어야 하며 쉘터와 WASH 기반시설

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매립할 땅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소각 혹은 연소가 때로 유일한 선택안이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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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에 전염병의 위험이 높다고 믿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망자가 발진티푸스, 흑

사병, 콜레라 또는 에볼라(Ebola)와 같은 출혈열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위험은 없

다. 만약 이러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는 즉시 매장해야 하며 장례 모임은 제

한된다.

▶▶  사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장의 툴 부분에 있는 WHO의 기술 메모를 참조하

시오.

 대규모 비상사태에서는 사망자 식별을 돕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안실을 지

어야 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들이 사망자 옆에서 밤을 지새우고 

슬픔을 이기기 위해 영안실 한 곳이 필요할 수 있다. 영안실은 네 구역으로 구성되는 안

전한 건물이어야 한다. 응접실, 사망자를 볼 수 있는 방,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체를 

위한 보관실, 기록 및 개인 소지품 보관실이 그 네 구역에 해당한다. 

위생 증진

위생에 대한 교육과 증진은 보건 및 보건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잘 계획된 캠프이든 

혹은 계획되지 않고 밀집된 캠프이든 간에, 거주민들의 적절한 위생이 그들의 신체적 웰빙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phere 프로젝트는 위생 증진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모든 

해당 주민은 건강에 가장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최우선적 위생 습관에 대해 인

지하고 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건강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급

수와 공중위생 시설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공된 모든 

시설과 자원은 모든 해당 주민의 취약성, 필요,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에는 사용자가 위생 시설의 관리 및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

 
 위생 증진은 양호한 위생의 핵심인 적절한 공중위생 시설과 충분한 급수를 결코 대

체할 수 없다.

사체 처리

캠프와 캠프 유사환경에서의 사망률은 이재이주가 이제 막 발생했거나 혹은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가 특정 기간 동안 충족되지 않는 때에 특히 높다. 전염병이나 질병, 영양실조 혹은 교전

으로 인한 부상은 단기간에 캠프 내 사망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일부 문화에서 HIV/AIDS와 같은 특정 질병과 감염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친척들의 사망 소식을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캠프 내 사망

률이 실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이유이다. 사망자를 신고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남겨진 친척들이 식량 배급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매장은 문화적으로 수용될 때, 일반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가장 최선이자 가장 간단한 방법

이다. 캠프를 계획할 때, 캠프 관리 기관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쉘터와 기반시설 및 

지하수를 집수하는 곳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묘지와 사체 매장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할당

해야 한다. 매장 부지는 이재민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마련되어야 한다. 

매장은 모든 문화에 있어 민감하고 감정적인 일이다. 가능하다면, 인도적 지원 단체는 이재민 

커뮤니티의 사망자 매장 전통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WASH 서비스 제공자는 무덤을 파고 매

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장비뿐만 아니라 수의를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친척을 

지원해야 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사망자를 화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캠프와 캠프 유사환경에서 이는 공간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반시설로 인해 종종 불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에는 상당한 양의 

연료 혹은 장작이 필요한 데, 이 역시 사용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은 

이재민 커뮤니티의 대표와 함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재이주의 상황에서 주

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풍습을 바꿀 수 있어야 할 수도 있다. 

 밀집된 계획되지 않은 캠프에서 매장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북부 우간

다의 국내이재민 캠프는 매우 밀집된 환경에서 몇 년을 견뎌야 했고, 바깥으로의 이동

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동의 자유가 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망자를 쉘터 

및 지하수와 가까운 캠프 내에 매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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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매개체 통제

열대 국가에서 말라리아와 설사병은 여전히 공중 보건의 최대 우려 사항인 매개인자성 질병이

며, 질병과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고 설사병은 파리에 의

해 전염되지만, 사람과 동물이 비좁은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캠프 내에서는 특

히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질병 매개체도 존재한다. 

질병 매개체 위험

파리 눈 감염, 설사병

모기 말라리아, 필라리아병, 뎅기열, 황열병, 뇌염

응애 옴, 털진드기병

이 발진티푸스, 회귀열

벼룩 (감염된 쥐에 의한) 흑사병, 발진열

진드기 회귀열, 홍반열

쥐 서교증, 렙토스피라병, 살모넬라증, 라사열

(2007년 판 유엔난민기구의 『긴급상황에 관한 UNHCR 편람』 p.275에서 발췌한 표)

매개인자성 질병을 진단하고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의료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험과 질병 예방에서는 캠프 주민들이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캠프 운영의 가장 

초기에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나,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자는 캠프 주민에게 적

절한 위생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생, 청결의 부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

재적 보건 위험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 예방과 질병 매개체 통제는 가정 차원에서 시작되나 모든 캠프 부문이 이에 참여하게 된

다. 질병 매개체 통제 전략은 질병 매개체의 수와 밀도를 줄이고 인간, 질병 매개체, 그리고 질

병 매개체 번식 장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캠프 주민의 적극적인 참

여 없이는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자는 질병 매개체 및 매개인자성 질병을 통제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계절적 패턴, 전형적인 매개인자성 질병과 그 번식장소를 식별하는 데 현지인

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매개인자성 질병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

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물리적 특성 및 지질학적으로 적절한 곳에 캠프와 부지를 구축, 늪지 및 습지는 피한다.

비누, 위생 용품 또는 청소 도구의 배급이나 화장실 및 쓰레기 구덩이의 사용가능 여부도 문제

이지만 이들을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Sphere 프로젝트에서는 

위생 증진을 “주민의 지식, 관행 및 자원과 기관(WASH 제공자)의 지식 및 자원의 결합으로써, 

이를 통해 위험한 위생 습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ASH 제공자와 WASH 위원회, 캠프 주민은 주요 위생 문제를 먼저 우선

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광범위한 지침과 규정을 제시하여 부담을 주기

보다는 먼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위생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메시지와 

정보는 분명하고 간단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와 정보는 해당 지역의 전통

적 관행과 사회적 구조에 익숙한 팀이 현지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오지 시골 지역에서 온 이재민 커뮤니티, 특히 해당 커뮤니티의 여성과 소녀의 읽

고 쓰는 능력 부족이 만연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자는 공지 혹은 유

인물이 종종 주민들 중 남성에게만 전달되고, 많은 실제 관계자들은 이를 놓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위생 측면과 WASH 시설의 적절한 이용에 대해 캠프 주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다음과 같

이 다양하고 종종 창의적인 수단과 매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확성기, 라디오 방송 혹은 공지

! 포스터, 간판, 그림 및 만화

! 회의, 초점 집단

! 기념 행사, 전통적 행사, 커뮤니티 행사

! 영화 및 동영상 상영

! 연극, 역할극, 놀이, 노래

 특히 아이들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급수장 혹은 화장실과 같은 WASH 

기반시설에 WASH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및 적절한 개인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재미있고도 교육적인 만화를 그려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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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 집단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의 우려사항은 자주 캠프 내에서 무시된다. 이

재이주의 상황에서 커뮤니티는 특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전통적인 사회 복지 체계는 무너

지며, 가족들은 타인을 돌볼 능력이 부족해지므로 이러한 무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의 

WASH 관련 우려사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여성과 소녀는 보통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오는 등 너무나 많은 가정일과 책임을 맡는다. 

그러므로 급수장과 수도에서 줄을 서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여 여성과 소녀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잘 작동하

는 충분한 수도 및 펌프, 제리캔과 액체를 담는 용기를 제공함으로써, 보호를 제공하기 어

려운 캠프 바깥까지 물을 길러 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위험을 줄일 것이다. 

!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 WASH 시설에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고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

여, 여성과 소녀가 밤에 이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WASH 

시설로 가는 길은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서,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주민들도 이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화장실과 WASH 시설은 어린 아이들과 신체장애인들의 특정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WASH 제공자는 이러한 집단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용이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 식수 혹은 위생과 청결을 위한 비식량물품이 부족한 경우, WASH 제공자는 특정한 필요

를 가진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들 물품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

다. 아기, 5세 미만 아동,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및/혹은 노인은 물이나 비누와 같은 기본적

인 물품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먼저 고통 받을 것이다. 

!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가 물에 신체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공유된 급수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등 환자와 관련된 흔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 HIV/

AIDS는 혈액, 정액, 성교 분비액, 감염된 주사바늘을 통해서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유지·관리되는 급수장에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고인 물이 모기의 번식 장소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캠프 배수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한다.

! 파리가 알을 까고 번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시기에 맞게 화장실과 변소를 청소하고 비운다.

! 컨테이너 및 액체를 담는 용기와 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관 용구를 가정에 배급한다.

! 음식물을 쥐와 다른 설치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안전하게 처리

한다.

! 가축을 주민이 생활하거나 먹고, 씻고, 물을 가져오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둔다. 

매개인자성 질병의 화학적 통제는 캠프 내에서 최선의 선택안은 아니나, 때때로 불가피할 수

도 있다. 설사병 유행 시기에는 파리 성충의 수를 줄이기 위해 생활 공간과 쉘터에 살충제를 

분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화학적 통제에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

다. WASH 제공자는 사용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직원과 캠프 주민은 화학물질 취급 시에 적절한 장비를 제공받고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받

아야 한다. 

 특히 말라리아 위험이 큰 곳에서는 모기장, 담요, 시트나 텐트 등의 살충 처리된 용

품을 배급할 필요가 있다. 텐트에 살충제를 분무하는 방법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

립된 방법 중 한 가지이다. 텐트가 아닌 방수포가 덮인 쉘터 역시 살충제를 분무할 수 

있다.

▶▶  매개인자성 질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6장을 참조하시오.

 질병 매개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상호작용책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한 예로, 지

정된 장소에 죽은 쥐를 갖다 놓으면 보상금을 주는 곳에서는 쥐의 숫자가 늘어나는 사례

가 보고되었다. 해당 캠프 주민들은 설치류를 질병 매개체로 보지 못하고 그 대신 이 계

획을 “많은” 소득 창출의 원천으로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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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 기관의 직원은 캠프 주민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급수

 현재 수원 (캠프 내부 및 외부)이 알려지고 위치가 파악된다. 대안적인 급수 방법도 조사

되었다. 

 지하수면의 높이를 알고 고려하였다. 

 캠프 주민은 기준과 지표에 따라 합리적인 수질의 충분한 양의 물에 접근 가능하다. 

 급수장과 수원은 접근이 용이하며, 안전하고 보호된다. 

 수질은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모니터링된다. 

 급수를 위한 기반시설 근처의 원활한 배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물에 대한 장단기적 수요가 평가되고 있으며 급수는 이에 따라 조직된다. 

 물과 수원에 대한 오염 위험도 평가가 시행되었다. 

 필요 시, 물은 수질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처리되어 왔다.

 캠프 거주민은 액체를 담는 용기 및 제리캔과 같은 물 저장 용구를 충분히 갖고 있다.

 캠프 바깥의 수원이 사용되고 있을 시, 수용 커뮤니티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용 커뮤니티가 제공되는 WASH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만약 물이 배급될 시, 캠프 주민은 그 이유와 적용할 대안적인 대책에 대해 충분히, 투명

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4R” 지침을 참조)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취약한 사람들은 물 부족 시 우선시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역할과 책임

 캠프 직원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행동강

령에 서명한다. 

 충분한 수의 WASH 서비스 제공자가 캠프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WASH 부문의 주

관 기관이 하나 지명되었다.

 WASH 제공자는 충분한 기술적 전문지식, 훈련받은 직원, 양질의 물품을 갖고 있다. 

 WASH 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캠프 관리 기관, WASH 제공자, WASH 위원회, 현지 위

생 당국 간에 명확하게 제시되며 합의된다. 

 책임 범위(Terms of Reference, ToR)가 확정되어 있다. 

 캠프 주민은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관련 이해관계자는 캠프 WASH 부문에 적용할 국제 혹은 현지 기준에 대해 합의했다. 

 WASH 서비스와 기반시설은 기준, 지표, 지침에 따라 구축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유지 관

리되고 모니터링된다. 

 WASH 조치의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업무 계획 및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 격차 및 필요(needs)는 보고한다.

 캠프 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는 계획과 설계부터 이행과 시공, 모니터링과 조정, 유지관

리와 청소에 이르기까지 WASH 조치의 모든 측면에 충분히 참여한다. 

 캠프 관리 기관과 WASH 제공자는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캠프 WASH 

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의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한다. 

 현지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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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청소 및 유지관리

 캠프 부지는 일반적으로 깨끗하다.

 기술적으로 적절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었고, 이는 캠프 부지를 고인 폐수와 홍수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배수 시설이 캠프 주민과 WASH 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된다. 

 배수 시설을 계획하고 구축할 때 캠프 부지의 경사면, 토양의 종류, 물 침투 정도를 고려

한다. 

 WASH 기반시설 주변의 원활한 배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캠프 주민들이 쉘터와 기반시설을 홍수와 폐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구와 

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캠프 WASH 위원회와 캠프 주민은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동원된다. 상호적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다. 

일반적인 공중위생/화장실/노상 배변

 충분한 수의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화장실, 세면 및 목욕 시설, 세탁 및 건조 시설

이 이용 가능하다. 

 공중위생 시설은 기준에 따라 안전한 곳에 위치한다. 

 건축을 위한 현지 자재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여성과 소녀가 공중위생 시설의 설계 및 배치에 참여해 왔다. 

 캠프 거주민은 WASH 시설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지 

알고 있다.  

 모든 공중위생 시설은 편리성, 위생, 안전성, 사생활, 문화적 적절성을 고려한다.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하여 지역의 전통적인 배설 관행이 알려지고 고려되고 있다. 

 사람들의 배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화장실의 수용 능력이 기획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었다.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비워진다. 모든 WASH 기반시설은 자주 청소하고 유지 관리된다. 

 화장실 및 노상 배변 장소에는 손을 씻는 시설이 있다. 

 사람들의 배설물의 현장 처리를 위한 토양 조건이 평가되었다. 

 노상 배변 장소는 울타리로 구분되며 개인 쉘터, 지하수, 공공 기반시설로부터 충분히 멀

리 떨어진 곳에 지정된다. 

 캠프 주민은 노상 배변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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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증진/질병 매개체 통제

 매개인자성 질병의 지역적 빈도가 알려져 있다. 주요 매개인자성 질병은 그 위험도에 따

라 확인된다. 

 주요 위생 문제가 식별되고 알려져 있다. 

 위생 증진 전략이 세워졌고 위생 교육이 캠프 주민에게 제공된다. 

 위생 증진을 위한 명확하고 간단한 메시지와 정보가 캠프 주민에게 제공된다. 

 캠프 주민은 부적절한 위생과 매개인자성 질병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이 위생 증진에 최대한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 및 문맹인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연극, 역할극, 만화, 그림과 같은 창의적인 수

단이 활용되고 있다. 

 만약 소독을 위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보관 및 사용되고, 관련 직원은 그 방법에 대해 철저하게 훈련 받는다.

고형 폐기물 처리/사체 처리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지 관행이 알려져 있고 고려된다. 

 (생활 폐기물, 상업적 폐기물, 의료 폐기물과 같은) 고형 폐기물의 종류가 알려져 있다. 

 정기적이고 안전한 고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모니터링된다. 

 고형 폐기물 처리 시간표 및 일정표가 캠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쓰레기장, 쓰레기통, 쓰레기 컨테이너는 안전하며, 기준과 지표에 따라 지정된다. 

 의료 폐기물은 훈련받은 직원의 감독하에 소각로에서 소각된다. 

 손수레와 삽 같은 용품이 사용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은 수거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캠프 내 사망률이 알려져 있고 모니터링된다. 

 캠프 거주민들은 현지 행정 당국과 캠프 관리 기관에 사망자를 신고한다. 

 매장과 묘지를 위한 적절한 부지를 울타리로 구분하며 개별 쉘터와 지하수로부터 안전하

게 멀리 떨어진 곳에 지정된다. 

 사망자의 친척은 묘지를 파고 매장을 하기 위한 용품뿐만 아니라 수의 등의 용품도 지원

받는다. 

 발진티푸스 혹은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매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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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Emergency Sanitation-Technical Options

! WHO. Essential hygiene messages in post-disaster emergencies

! WHO. Disposal of Dead Bodies in Emergency Conditions

! WHO. Minimum water quantity needed for domestic use in emergencies

! WHO. Rehabilitating small scale-piped water distribution systems

! WHO. Solid waste management in emergencies

! WHO.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 WHO.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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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the on-site decommissioning of emergency and 

semi-permanent raised level latrines from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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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민들은 건강, 안전, 존엄성을 위해 쉘터를 필요로 한다. 쉘터는 생활하고, 소지품을 보관하

고, 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므로, 단지 기후 조건에 대한 보호라고만 볼 수는 

없다. 좋은 쉘터 프로그램은 가족들로 하여금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단기

적인 커뮤니티 내에서 살아가는 동안 안정감을 증진시킨다. 

 쉘터란 “주거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가려진 생활 공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집단, 가족, 개인들에게 사생활과 존엄성을 

제공한다.”

톰 코셀리스(Tom Corsellis)와 안토넬라 비탈레(Antonella Vitale), 

『과도기적 정착 이재민(Transitional Settlement Displaced Populations』, p. 411

운영 초기에는 이재민 가족에 대한 쉘터 제공의 모든 선택안을 조사해야 한다. 기존 캠프를 인

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 쉘터 제공자 및 캠프 관리 기관은 시간을 두고 캠프/정착촌의 거주

민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쉘터 프로그램의 물리적 요소

에는 벽과 지붕뿐만 아니라 의복, 침구, 취사 도구 등 비식량물품(NFIs)으로 알려진 것들 역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  비식량물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3장을 참조하시오.

다른 환경 혹은 비상상황 활동의 초기에는 기존 건물을 보수하거나,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

은 구조물을 빌리거나, 이재민들을 수용 가족들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각각의 선택안은 그 운영에 있어 분명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쉘터 프로젝

트를 위한 훌륭한 계획에는 이재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수용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도 

해결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웃 혹은 수용 커뮤니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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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쉘터는 지붕 그 이상의 것이다. 쉘터는 캠프 거주민의 건강, 안전, 사생활, 존엄성을 보장

하는 수단이다. 

 ▶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위해, 캠프 및 캠프 유사환경의 쉘터 프로그램은 다른 조치들과 긴

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WASH, 보건, 생계, 보호 및 기본적인 캠프 기반시설이 이에 포함

된다. 

 ▶ 쉘터에 대한 수요와 사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며, 주민들은 그들의 쉘터를 유지 관

리하고, 보수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한다. 자재 및 설계는 사용자의 조정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내구성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 쉘터에 어떤 자재가 사용가능하고 실제 현지에서 사용되는지, 어떻게 하면 현지 전문지식

을 가장 잘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을지를 협의하고 관찰함으로써 시공

에 들어가기 전 자원과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고

려되어야 한다. 

 ▶ 화재, 홍수, 폭풍에 의한 공중 보건 집단 발병, 폭력, 도난, 피해의 위협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 관리 대책을 쉘터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표는 이재민 가족의 증

가하는 취약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 모든 프로그램 단계에 있어서 강력한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캠프 관리 기관과 쉘터 제공자는 쉘터 시공에 대한 기술적 감독과 그 이용 및 거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충분한 직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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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작업 계획을 설정하는 데 기본 틀을 제공한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운영 초기부

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적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전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본 『캠프 관리 툴킷』에서는 최소기준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

으며 본 장에서는 Sphere와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활용하는 최소기준의 일부를 소개

하고자 한다. 최소기준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이들의 제공 여부는 많은 부분 지역적, 문화적 

요인에 달려있다. 

 쉘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건, 보호, 환경, 생계 기준과 지표를 사용하라!

  캠프 관리 툴킷 | 제15장 쉘터  457

핵심 사안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캠프 쉘터의 건립과 유지보수는 캠프 관리 기관의 책임사항일 수도 있

고 혹은 전문 쉘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상

황이라면, 캠프 관리 기관은 핵심 활동 중 한 가지를 수행하여, WASH와 안전, 안보, 참여 

간의 범분야적인 관계를 항상 고려하면서 캠프 내 쉘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캠프와 캠프 유사환경 내의 쉘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때에는 조정 체

계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캠프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2장을 참조하시오. 

쉘터 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

캠프 상황에서의 쉘터 프로그램은 대강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준비/만일의 사태

! 비상 쉘터

! 쉘터 관리, 유지보수 및 개선

! 캠프 폐쇄 및 항구적인 쉘터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에 자리한 쉘터 - 현장의 목소리

“1993년 그루지야 인구의 주요 이재이주 직후, 일부 국내이재민은 텐트로 피신했으나 

대다수는 친구 혹은 가족이 수용했으며, 또한 공공건물에 수용되었다. 호텔, 노동자 막

사, 유치원, 스포츠 경기장, 공장, 학교, 병원과 같은 다양한 건물들이 이재민 임시수용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그루지야 전국에 걸쳐 산업 쇠퇴가 수년간 계속되면서,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진 건물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한 건물 대다수가 국내이재민들이 자발적으

로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 사용이 중단되었다.”

개별 가족 거주 상의 필요를 통합해 보면, 캠프 부지의 규모 및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적절한 

쉘터 설계와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쉘터 필요를 정의 내리는 일은 초점 집단 토의

(focus group discussions)와 캠프 커뮤니티 및 수용 커뮤니티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부지 계획과 쉘터 설계 시에는 또한 식량 및 비식량물품 배급과 같은 다른 캠프 서비

스, 여타 캠프 기반시설, 외부 물류 공급 제공 및 유지 관리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

으로 쉘터를 짓거나 물자를 배급하기 전에 분명한 부지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부지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쉘터 및 주민들의 캠프 내 생활방식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캠프 주민과 수용 커뮤니티 간에 토지 협상 방식 및 초기 관계 또한 캠프 운영과 관

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캠프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이재민들은 흔히 인도적 지원 단체가 도착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캠프 혹은 자생 캠

프에 정착할 것이다. 각각의 자생 캠프의 크기에 따라, 새로운 쉘터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구조물을 개선하거나 캠프 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해 이들을 옮기거나, 혹은 기존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이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은 전문 쉘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시행되고 감독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착촌이나 캠프 부지는 이재민이 도착하기 전에, 국제적 기술 기준에 기반하

여 선정되고 설계된다. 이러한 기준은 관계 기관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에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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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쉘터 설계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

- 주민들이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

- 어떤 자재가 사용 가능한가

- 이재이주의 예상 기간

- 수용민이 어떤 종류의 건물에서 살고 있는가

 플라스틱 시트, 고정 부품(fixings)과 같은 쉘터 비식량물품의 배급은 정황과 자재

의 품질에 달려있다. 만약 주민들이 쉘터를 개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 경우, 배급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야 한다.

 비상 쉘터 및 T-쉘터의 예:

1. 수단, 다르푸르: 이재민이 직접 만든 진흙 벽돌 혹은 풀로 지어진 쉘터를 가리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서 플라스틱 시트가 배급되었다. 이와 함께, 고정 부품, 구조물 

자재(통제 불가능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기 혹은 대나무), 훈련이 제

공되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취약한 개인들을 위한 쉘터를 짓기 위해 

노동이 제공되었다. 

2. 파키스탄: 텐트가 담요, 스토브, 취사 도구와 함께 배급되었다. 지진 몇 달 이후, 
올바른 텐트 설치에 대한 훈련이 제공되었고, 텐트 설치를 돕기 위해 이동팀이 구

성되었다. 재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파괴된 자신들의 집 부지로 텐트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 

3. 그루지야: 이재민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와 몇 동의 아파트가 보수되었다. 

4. 우간다: 보통 이재민 가족 스스로가 전통적인 초가집 쉘터를 지었다. 우기 혹은 풀

이 너무 낮아 자를 수 없는 경우, 또는 화재로 인해 캠프 쉘터를 잃은 경우에 집으

로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플라스틱 시트가 배급되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은 그들의 쉘터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5. 부룬디: 지역 수용 커뮤니티의 설계에 의한 항구적인 쉘터가 유엔난민기구와 전문 

기관에 의해 지어지고, 유지 관리되며, 자금이 제공되었다. 난민 및 수용 커뮤니티

에 일자리와 소득 기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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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만일의 사태

캠프에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시나리오를 계획 혹은 준비할 시(출산으로 인하여 캠프 인구

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캠프 관리 기관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수에 따라 

쉘터 제공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선택의 사다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함으로

써, 필요 시에는 충분한 수의 적절한 쉘터 자재가 사용 가능해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도 퇴거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지해야 한다. 

비상 쉘터/T-쉘터 Transitional Shelter

비상 쉘터 클러스터(Emergency Shelter Cluster)의 『알아야 할 핵심 사항(Key Things 

to Know)』 지침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쉘터 제공은 “생존, 안보와 안전, 인간 존엄성, 사

회적 생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비상 쉘터 지원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

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캠프는 종종 수년간 지속되며, 거주민들을 위해 더 견고하고 오

래가는 쉘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비상 쉘터 프로그램을 뒤따르게 된다. 

“T-쉘터”라는 용어는 쉘터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며, 쉘터의 이동, 조정, 확대가 가능함을 

의미하기 위해 쓰인다. 과도기 이후 단계에서는 적절한 경우, 플라스틱 시트, 텐트, 막대기/대

나무와 같은 자재가 더욱 오래 가고 이상적으로는 지속적인 거주지를 위해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T-쉘터” 프로그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항구적인 쉘터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해결책이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종 캠프에서는 해당

되지 않는 경우이다. 

▶▶  비상 쉘터 및 T-쉘터의 예는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서 참조하시오. 

비상 쉘터 (혹은 텐트)가 사용되고 있는 곳의 캠프 관리 시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 영구적 정착 지역 발견 후, 항구적 쉘터를 지원할 자재와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쉘터 

단체 및 제공자가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주민이 떠나가면 캠프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회복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자재 및 공사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적 복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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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대해 3.5m2/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UNHCR(2007년)은 3.5m2에서 5.5m2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Sphere에서는 더 나아가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없거나, 혹은 해당 주민이 사

용하는 일반적인 공간보다 큰 경우, 외부로부터 가려진 공간의 감소가 존엄성, 보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구의 자격을 얻기 위해 그리고 더 큰 가족용 

쉘터를 제공받기 위해 “편의 결혼”이 일부 발생했다. 이는 여성의 강제 결혼이라는 보

호관련 문제로 이어졌다.

내부 공간 분할

개별 쉘터 내에서,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내부의 세분화된 공간이 제공되며, 이는 특

히 전통적으로 남성, 여성 및/혹은 아동이 각기 다른 방에서 자는 지역에서 그러하다. 일부 정

황에서는 대가족들이 쉘터를 합쳐 이를 공유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별도의 쉘터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유념해야 한다. 

집단 쉘터(mass shelter)에서는 공간 분할로 가족들을 그룹화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고, 내부 

배치를 통해 가구별 분리 및 개인 공간 확보를 증진해야 한다. 

캠프 폐쇄

캠프 폐쇄 시에는 쉘터 용품에 대한 소유권은 보통 쉘터에 살았던 이들에게 있다. 그러나 캠프 

관리 기관이 용품을 보관하거나 혹은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여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캠프

를 개선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의 바티칼로아(Batticaloa)에 있는 쓰나미 

사후 캠프의 경우에 해당한다. 혹은 캠프 관리 기관은 다른 이재민 가정으로 하여금 이미 지어

진 가옥으로 들어와 살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폐쇄 이전에 해당 쉘터를 소유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이동시키기가 불가능한 쉘터와 같이 장기적인 쉘터에 대한 문제에 해당한

다. 종종 지속적인 건축물은 원래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종종 이들 건

축물은 수용 커뮤니티에 인계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쉘터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해

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소유권은 캠프 폐쇄 훨씬 이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쉘터의 크기

캠프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로간의 공간이 거의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

하며 유발되는 소음 및 사생활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가족 구성원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쉘터에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아기 혹은 병자를 돌보며, 식량, 물, 소지품을 보관하

는 공간과 공동의 가족 모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분적

으로 경감될 수 있다. 개별 쉘터에는 식사와 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캠프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가내 기업 혹은 도구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을 원할 수 있다. 

Sphere 핸드북의 『주거지와 정착촌 기준 3(Shelter and settlement standard 3: Covered 

living space)』에 따르면 주민들은 충분히 외부로부터 가려진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으며, 이는 거주의 존엄성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가사 활동을 수행하며, 생계를 부양하기 위

해서 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사회적 역학관계를 실용적으로 인지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 쉘터 프로그램과 비식량물품 배급은 종종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족의 크기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인 가정이 가족 구성

원이 12명인 가족과 같은 크기의 쉘터를 갖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몇 명의 아내가 같은 가정에 대한 ‘소유물’로 등록이 되는 일부 다처제 관계에서 혼란이 발

생할 수 있다. 만약 모두가 같은 집에서 살도록 강제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및 사

생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결혼이나 이혼은 가족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혼의 경우, 여성과 아동이 집 없는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텐트의 표준 크기는 16m2로서 겨우 세 사람에게 충분한 크기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UNHCR과 Sphere 모두 “거주의 존엄성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충분히 외부로부터 가려

진 공간을 가져야 하며, 이 공간은 필수적인 가사 활동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

고, 필요한 수준의 생계 부양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곳”임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는 

주로 기후 및 캠프 주민이 사용 가능한 여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phere지표는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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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에서의 현금 기반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에서 참

조하시오. 

! 훈련 프로그램은 임시 가옥을 짓는 일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다. 시공 기술뿐만 아니라 

화재 및 홍수 위험과 텐트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비상사태 초기에 수용(reception) 및 트랜짓(transit) 캠프 내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기존 건물을 개선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는 계획된 캠프 부지의 건립을 기다리

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캠프 폐쇄/귀환 활동의 일부분으로써만 필요한 일일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학교, 유치원, 호텔 혹은 공장 건물과 같이 비어 있는 공공건물 내에 집

단 쉘터(mass shelter)를 제공하는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경우 보통 임시 쉘터

(temporary shelter) 혹은 트랜짓 쉘터(transit shelter)로서 고안 된다. 이 주제는 본 

『캠프 관리 툴킷』에서 특정하게 언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동일한 관리상의 문제

가 이러한 환경에도 적용된다.

이행 방식

쉘터 현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장 감독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

춘 기술 직원이 필요하다. 쉘터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들은 초점 집

단과 캠프 쉘터 위원회를 통해 이재민 커뮤니티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캠프 내 쉘터 프

로그램 이행 정책과 방식은 이재이주의 특징, 현지 정황, 시공 자재의 사용 가능 여부, 시공의 

문화적 방식, 자격을 갖춘 직원과 이재민 커뮤니티와 수용 커뮤니티 내의 기술 유무에 따라 많

은 부분 달라질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쉘터 프로그램 이행 선택안에 대해 숙

지해야 한다: 

! 직접 건축은 쉘터 담당 단체가 시공 과정, 인력 고용 및 감독, 관리하는 것이다. 쉘터가 지

어지는데 상당한 직원 관리 시간과 쉘터 감독 자격을 갖춘 감독관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거주민들은 시공 책무성의 초점을 이행 단체에 맞추

게 되므로, 거주민들은 ‘주인의식(ownership)’이 부족해질 수 있다. 

! 도급(contracting) - 쉘터 담당 단체가 쉘터를 시공하는 데 있어 시공업체 혹은 파트너 단

체를 고용하는 경우이다. 기술을 갖춘 직원이 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미 합의된 주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영구적인 정착 위치로의 향후 쉘터 자재 수송: 가옥 자재는 부피가 크므로 이를 위해서는 

종종 차량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진흙 벽돌, 강철, 목재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쉘터는 상당

히 무겁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과 취약성이 높은 집단은 가옥 자재를 해체, 운반, 재조

립하는 데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 버려진 쉘터 자재 처리: 소각, 매립, 해체 등이 모두 선택 가능한 방안이다. 콘크리트와 다

른 내구성이 강한 쉘터 자재가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부지의 청소 및 환경 복구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  환경 복구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쉘터 프로그램의 유형

어떤 유형의 쉘터 프로그램이 캠프 내에서 이행되든 간에, 이행을 지원할 올바른 자재와 인력

을 구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각종 쉘터 프로그램의 유형이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자재가 현지에서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

는 서로 결합되어야 할 수도 있다. 

! 비식량물품 배급은 비상 쉘터 개입에 있어 가장 흔한 형태이다. 주민들이 더 안전한 구조물

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 세트가 배급에 포함될 수 있다. 취사 도구는 종종 쉘터 

물품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자재의 내구성 있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규격 및 조달

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비식량물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교환권이 사용될 수 있으며 캠프 거주민은 지정된 상인을 

통해 교환권을 물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그들이 살 곳을 짓기 위해 실제

로 필요한 물품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상인들의 능력에 의존적이

며 제2의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교환권은 캠프 주민들 보다는 확산적인 정착촌 혹은 토

지 소유자들에게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물품 배급 대신에 현금 배급이 사용될 수 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이 주어진다. 교환권과 마찬가지로, 현금은 공식적 캠프 혹은 도시 캠프 내 주민들에게 

보다는 확산되어 분포하는 주민들에 대한 쉘터 개입으로써 더 흔히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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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비싼 물품이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부패는 항상 문제이다.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

거나 간에 부패는 쉘터 제공자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몇 가지 반부패 전략에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억제 -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패 행위를 막는다. 기존 법 체계, 내부 조사, 해고 절

차에 호소한다. 

! 보호 체계 및 절차 - 부패가 악화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한다. 물류 및 회계 시스

템, 입찰 절차, 감사 기능, 모니터링 및 관리 절차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수용 - 인도적 지원 기관이 활동하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인지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

으며,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수혜자 참여를 통해 원조 개입에 있어 현지 지원을 조달

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부패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수용과 지원이 어

떻게 부패를 방지하는지에 대해 관련이 있다. 

이들 접근 방식이 결합된다면 이는 아마도 캠프 환경에서 부패를 퇴치하는 최고의 방법

이 될 것이다.

쉘터 관리, 유지보수 및 개선

비상 쉘터 대응 이후에는, 이재이주 기간 동안 지속될 더욱 견고하고 오래가는 쉘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특히 극도의 기온, 폭우, 폭설 및/혹은 강풍이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 단

기 사용을 위해 지어진 쉘터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개인 생활과 존엄성 측면에서도 완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담당 기관은 쉘터 개선 시마다 쉘터 및 캠프의 예상 수명, 수용 인구 및 캠프 주민의 쉘터에 대

한 기대 수명, 실제 쉘터와 캠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수용 인구와 캠프 주민이 인지하는 캠프

의 지속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구적인 쉘터 및 거주지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영속적인 쉘터 해결책이 발견되었을 때 달성

된다. 장기적인 사용과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합의 및 계획되지 않는 이상, 항구적인 쉘터는 

보통 단기적 사용을 목적으로 고안된 캠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것의 한 예는, 이미 지어

진 건물들이 수용 인구에게 인계될 수 있는 경우이다. 

공정 (예. 기초공사, 상인방(lintel, 문틀·창틀의 일부로 문·창문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는 

가로대), 지붕)에 대해 승인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캠프 거주민들의 주인의식 부

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술 전문가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아래 메모를 참조하시오. 

! 자가 시공 혹은 커뮤니티 주도 시공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쉘터를 짓게 된다. 

이는 쉘터의 수용 능력과 복잡도에 따라 무급 혹은 유급 (현금 혹은 식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은 스스로 쉘터를 짓는 데 익숙한 커뮤니티가 간단하고 전통적인 쉘터를 설계

하는 데에는 특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건축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커뮤니티 구성원들만이 

시공방법을 아는 복잡한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쉘터 같은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한 캠프 구성원들의 식별 및 그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기술 전문가 활용 및 관리

쉘터 제공 전문가와 관련된 특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기술적 문제에 대해 확신

이 가지 않는다면, 캠프 관리 기관은 조언을 찾고, 적절한 전문가를 도입하거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술 전문가들은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나, 모든 기술적 결정에 

있어서 현지의 지식과 관습이 반영되도록 한다. 간단한 쉘터 구조물에 대해 지나친 설

계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술적 지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분명하고 커뮤니티 중심인 경우, 불필요한 비용과 필요 없는 제안이 방지될 수 

있다. 

기술 직원이 필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홍수, 강풍, 지진과 같은 위험에 대처 시

! 부지 선정 및 계획에 물리적인 계획 관련 조언

! 쉘터 프로그램을 구축, 이행 및 모니터링 하는 동안

! 더욱 항구적인 쉘터나 기존 건물 개선, 혹은 주요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상세 시공 프로젝

트 혹은 시공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역 시공 업계에서 설계물을 시공할 

능력이 있음을 유념

! ‘현장 감독(clerk of works)’이 시공 계약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것을 도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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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관리 활동에 있어서 커뮤니티 참여를 보장하고, 쉘터 유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재민 커뮤니티의 의식을 고취한다.

위험 요소

위험은 각종 위협 (예를 들어, 쉘터가 홍수물에 잠기는 것)과 그 위험에 대한 노출 (배수 시설

이 없을 때에 그 위험이 높아짐)의 결합이다. 위험에 대한 노출도는 (예를 들어, 부지가 범람원

에 위치해 있는 경우와 같이) 잘못된 부지 선정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개미와 해충

개미와 해충에 대해 쉘터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지지 기둥을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엔진 오일과 디젤을 혼합한 것에 담그거나 이를 칠

한다: 목재를 자른 다음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해져야 한다. 

! 살충제를 뿌리거나 ‘표면에 입힌다(fogging)’: 해충 통제 경험이 있는 단체의 감독 및 

WASH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 보건 기관 간의 조정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  위생, 배수, WASH 기반시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4장을 참조하시오. 

!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 개별 쉘터 배수로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해충 수를 제한한다. 

!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언을 받아 캠프 내 모든 침구류를 소각하고 교환함으로써 옴

(scabies) 피해를 방지한다.

! 캠프 내 공동으로 주거하는 집과 커뮤니티의 폐기물을 수거한다.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쉘터 관련 정보 (가옥 등록 및 번호 체계, 배급, 보수, 개선 비용 

추정 및 다른 계획 정보)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질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캠프 내 특정 구역에서 번식할 수 있는 해충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비교 참고할 수 있다. 

 캠프는 항구적 해결책이 아니며 영속적 쉘터는 보통 캠프 내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 

캠프 계획은 영속적인 정착촌을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며,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특별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좁은 환경과 초기의 열악한 부지 계획은 나중 단계에 있어서 쉘터를 유지 관리하고 개선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부실하게 지어진 쉘터를 개선하는 일은 캠프 유지 관리의 최

우선 사항이며 이는 캠프 관리 기관이 직접적으로 조직에 나서야 하는 일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캠프 거주민이 자신의 쉘터를 유지 관리하고 개선할 책임을 맡는다. 

쉘터 제공자와 책임을 공유하든 혹은 쉘터 유지 관리를 직접적으로 이행하든 간에,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 

! 거주민의 현재 쉘터 사용 및 현재 쉘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기준 조건을 평가한다.

! 캠프 쉘터 위원회가 쉘터 현황 및 필요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관 자체 직원 및 이재민 커뮤니티 내의 유지 관리 능력을 증진한다. 

! 유지 관리 장비, 도구 및 가장 빈번하게 필요한 자재의 이용 가능성 및 보관을 보장한다.

! 쉘터 및 이재민 커뮤니티 내 터 할당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

! 쉘터 및 이재민 커뮤니티 내 터 할당 관련 분쟁을 정부, 수용 커뮤니티, 이재민 커뮤니티 사

이에서 중재한다.

! 국내이재민 환경에서 주민들이 쉘터와 터를 개선하는 일이 허락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 

당국 및 토지 소유주와 협상한다. 지역정부 당국은 국내이재민 정착촌에 대한 특정 제한 사

항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쉘터 필요가 신속하게 충족되고 빈 터가 준비되고 할당되도록 한다. 

! 빈 쉘터를 식별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제거) 한다.

! 오래되거나 훼손, 혹은 파괴된 쉘터를 대체한다: 훼손된 자재를 되찾는 것이 종종 더 간단하

며, 이는 또한 쉘터 거주민이 새로운 자재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훼손을 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 자재가 대체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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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화재는 캠프 환경에서 부상, 사망, 재산 손실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예방과 준비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한 이러한 계획은 캠프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민들이 

화재 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지명되어 

화재 예방, 준비, 대응에 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 

 화재 위험 대응에 관한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조언:

예방

1. 부지에는 상시 방화대가 있어야 한다.

2. 쉘터 사이에는 이상적으로 최소 그 높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공간을 두어

야 한다. 

3. 잘 통제된 지역이 아닌 이상  쉘터 내에서 불이나 불꽃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에 대한 국가 정책은 다양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4. 건기에 취사를 위해 언제 불을 피울 수 있는지를 제재한다.

5. 캠프 내에서 허락될 시 촛불은 램프 혹은 병 안에 놓고 쓰도록 한다.

6. 캠프 거주민들이 잠을 자거나 쉘터를 비울 때 촛불을 켜놓지 않도록 상기한다.

7. 실내 혹은 쉘터 주변의 연기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의식 고취 훈련을 제공한다.

8. 스토브가 인화성 벽에 닿거나 인접해 있지 않도록 한다.

9. 굴뚝이 단단한 벽체 혹은 내화성 판을 통과하여 나와 있도록 한다.

10. 전구가 텐트 천 혹은 다른 인화성 물질에서 적어도 20c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11. 전기선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준비

1. 소방서에 양동이(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구멍이 있을 것), 모래, 간단한 불 끄기 

도구(fire beater), 소화기를 제공한다.

2. 등유로 인해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리면 불이 더 확산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3. 다른 캠프 거주민들에게 대규모 화재 발생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화재 경보를 제

공한다.

4. 커뮤니티 화재 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 예방과 대처에 대해 주민들에게 훈련을 제공

한다.

5. 방화대를 시행하고 쓰레기가 없도록 하며, 소방서에서 화재 대응을 위해 적절한 장비

를 갖추도록 한다.

  ▶▶

강우/홍수

홍수의 위험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  캠프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흔히 쉘터는 우기 이전에 방수 처리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플라스틱 시트 배급을 비가 오기 

전 몇 달간 진행한다. 또한, 홍수 예방의 많은 부분은 배수로 및 관개로의 유지 관리와 관련되

어 있다. 만약 우기 이전에 부지 조사를 통해 쉘터가 홍수 위험 지역에 해당된다고 밝혀지면, 

이 쉘터를 옮겨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선택안이 없다면, 높은 받침대를 고려해야 한다. 

 홍수 대비에 있어서의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 캠프 거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빌려주거나 혹은 거주민의 캠프 관리 위원회를 통

해 비상 토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도구(삽과 곡괭이)를 유지 관리한다.

! 각 가정에 비가 오기 전 스스로 쉘터 배수로를 파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관리 및 

유지 프로그램과 연관되거나 WASH 기관에 의해 조직될 수 있다.

! 개별 쉘터 배수로가 부지의 배수 시설에 연결되고 이웃의 쉘터에 홍수를 일으키지 않

도록 보장한다.

! 취약한 개인들을 위해 배수로를 파거나 바닥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지원을 제

공하거나 커뮤니티로 하여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 우기에 홍수가 쉽게 날 수 있는 캠프 내 지역을 찾아 배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재설계에 대한 설계 지원을 구하거나 혹은 홍수 위험으로 인한 이동에 대한 조

언을 얻는다.

! 누수 가능성이 높은 캠프 내 쉘터를 눈으로 확인한다.

! 지붕을 보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 및 고정 부품 혹은 타르 테이프와 같은 자재를 

준비한다.

! 배수로를 위한 자갈을 준비한다. 강우량이 매우 많은 지역에서는 시멘트 배수가 필요

할 수 있음을 유념한다.

! 부지 계획 중에 저지대를 놀이 장소 및 기타 덜 중요한 장소로 이용한다: 홍수 지대 

시설을 계획할 대에는 ‘부상자 분류 (triage, 환자를 부상 정도에 따라 3가지 형태

로 분류)’의 원칙을 따른다. 가장 덜 중요한 구역이 가장 먼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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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태풍

태풍과 관련 있는 강풍 등은 쉘터를 파괴시킬 수 있다. 

 강풍에 대한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

1. 캠프 내 쉘터에 대한 구조적 평가를 시행한다: 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평가를 

위해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2. 조사 결과를 실행에 옮기고,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쉘터 설계를 수정한다. 이 때 개

선 노력이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3. 고정되지 않은 자재 특히, 물결 모양의 철판 혹은 함석판 등이 강풍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고정시킨다. 

4. 강풍이 몰아치기 전에 추가적으로 밧줄, 지붕 못, 다른 고정 부품을 배급하는 것을 고

려한다. 

5. 흔히 놓칠 수 있는 곳, 즉 지붕과 벽체의 느슨한 연결, 대각 죔쇠의 부족, 부실한 토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들을 부른다. 

6. 초가 지붕과 지붕 자재를 밧줄로 묶는다. 

7. 텐트 및 다른 가설 구조물의 밧줄이 잘 고정되고 꽉 조여져 있어 구조물이 강풍에 펄

럭이지 않도록 한다.

지진

캠프 내 쉘터의 내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기술자를 고용해 구조물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지진이나 여진의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기술자를 고용하여 기존 건물을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기 이전에 그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경

량의 보강 구조가 튼튼한 구조물은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가능한 곳에서는, 급한 경사

면은 산사태가 나기 쉬우므로 피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한다:

! 지진 위험이 높은 곳에서 주민들은 무거운 물건이나 병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머리에 떨

어지지 않도록 땅에서 가까운 곳에 보관하도록 장려한다. 

!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은 슬레이트와 유리가 위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금방 건물 밖으로 뛰

어나가지 않도록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 

추운 기후/겨울철 대비

낮 동안에는 더운 사막 환경에서조차, 밤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워질 수 있다. 추운 계절은 실

내 취사가 늘어남으로써 화재로 인한 부상 및 호흡기 감염, 눈 감염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대

화재시

1. 쉘터/텐트 안에 아무도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쉘

터를 철거한다. 

2. 캠프 주민들에게 “멈추기, 눕기, 구르기 기술(stop, drop and roll technique)”을 

반드시 훈련한다. 옷이 불에 붙었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땅

에 드러누워 굴러야 한다. 

화상 환자 발생시

1. 화상 입은 부분을 냉수 혹은 젖은 수건으로 즉시 식힌다.

2. 화상 부분을 깨끗한 천으로 보호한다.

3. 가능한 빨리 의료적 도움을 구한다.

4. 화상 환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한다.

 유엔난민기구 2007년 화재 안전 기준

“만약 공간이 허락된다면, 개별 건물 간에는 붕괴되거나 불에 타는 건물들이 서로 인접

한 건물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조물 간 거

리는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그 전체적인 높이의 최소 두 배가 되어야 한다. ‘만약 건물 

자재의 인화성이 매우 높다면(지푸라기, 짚 등)’ 그 거리는 전체 높이의 3배 내지 4배로 

높아져야 한다. 탁월풍(prevailing wind)의 방향 역시 고려해야 한다.”

 우간다 북부의 밀집된 국내이재민 캠프의 가족 쉘터는 초가 지붕을 오두막의 둥근 

벽에 조금만 살짝 연결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개조

되었다. 화재 발생시에는 국내이재민들이 지붕을 벽으로부터 밀어서 떨어뜨려 불이 지

나가는 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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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눈으로 쉘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캠프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이재민은 겨울이 시

작되기 전에 폭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텐트로 이루어진 캠프에서 눈에 대비하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직원 혹은 쉘터 위원회를 통해 눈에 대비한 팀을 구성한다.

! 쉘터가 올바르게 보강되고/세워지고 텐트를 고정시키는 쇠줄(guy rope)이 (텐트에 

단단하게 고정되고 천막이 팽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팀을 캠프 주변에 

보낸다.

! 해당 팀은 가족들에게 눈이 올 때 심지어 밤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쉘터에서 눈

을 치울 것을 설명해야 한다. 

! 쉘터가 붕괴될 때를 대비해 비상 쉘터를 준비한다.

! 눈이 녹아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마련한다. 

! 구조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밧줄이나 고정 부품, 또는 구조물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눈이 떨어져 내리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를 추가적으로 배급하는 것

을 고려한다. 

! 텐트 혹은 쉘터에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 텐트/쉘터에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하고 

스토브는 떨어질 위험 없이 보호된 지붕 아래 있도록 한다.

▶▶  상기 화재 안전 예방조치를 참조하시오. 

고온 기후

고온 기후에서 그늘과 환기는 필수적이다. 지푸라기 혹은 바나나 잎, 반사 페인트 등의 자재를 

쉘터 지붕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캠프 거주민들이 지붕을 가리기 위해 자재를 가

져 오는 것의 환경적인 영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늘망은 플라스틱 시트에 적절한 훌륭한 

환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쉘터 제공자가 개선된 쉘터 환기, 그늘이 처진 야외 공간, 차양 혹은 높은 천장 등과 같은 

적절한 쉘터 설계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장려한다.

! 캠프 거주민이 차양을 설치하고 다른 개선을 하도록 지원한다. 

! 쉘터 주변에 수목을 심도록 장려하는 것을 고려한다. 

부분의 캠프에서 가장 추운 혹한기에도 난방을 위해 충분한 연료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는 주민들이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해가 뜨기 전에 취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운 날씨에 주의해야 할 우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피부 바깥의 부분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시킨다 (의복, 침구, 담요, 매트리스, 지붕).

! 생활 환경을 따뜻하게 하고 낮은 벽으로 외풍을 줄임으로써 추위를 감소시킨다. 

 추운 기후에서 캠프 거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수행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정부와 협상하여 낮은 높이의 외풍을 줄이기 위해 진흙으로 낮은 벽을 

세우도록 한다. 

! 급수 담당 단체로 하여금 낮은 벽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진흙 공사를 위해 충분한 

물을 제공하고 필요 시에는 캠프 거주민에게 기본적인 도구를 빌려주도록 한다. 

! 가족들이 외풍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 담요, 혹은 다른 자재들을 충분히 갖고 있

도록 한다. 이는 특히 난방 연료가 제한적인 곳에서 주변 공기 온도 및 온도 쾌적성

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역으로, 공기 흐름이 감소하면 이는 결핵과 같은 호흡

기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의 전염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시간에 6회 이상 공기를 바꿔주는 등 매우 높은 환기율이 요구되나, 난방 연료 공급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실행 불가능하다. 

! 상수도와 진입로의 겨울철 대비에 관해 WASH 기관과 협력한다. 

! 추운 날씨에는 캠프 거주민이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므로 충분한 식량을 지급한

다. (주변 온도가 20"C 미만일 때의 조언에 관한 Sphere기준 참조) 확신이 가지 않

을 때에는 영양학자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 

! 바닥 높이의 외풍을 막기 위해 쉘터 주변에 단단하고 낮은 벽을 쌓고 문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벽을 쌓는 것을 고려한다. 

! 공동의 난방 지역을 짓는 것을 고려한다. 가능하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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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충격 및/혹은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기사가 전기선을 점검하도록 한다.

! 가정 내 전기선 배열을 점검하고 전구가 초가 지붕과 같은 불이 잘 붙는 물질에 너무 가까

이 있지 않도록 한다.

! 캠프 내 어떤 가정이 스스로 발전기/전력원을 획득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 한다. 필요 시

에는 안전한 연료 보관 및 재충전, 배기 가스의 환기와 같은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가정용 에너지

캠프 주변의 장작에 대한 필요는 종종 장작을 찾으러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보호관련 문제

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실내 연기로 인한 건강 문제, 장작 수거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 문제

도 역시 존재한다. 

가정용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킬 단 한 가지 해결책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스토브를 설치

할 때는 연통을 함께 설치, 뚜껑이 있는 적절한 냄비 사용, 장작 수거, 장작 건조,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등, 가정 에너지 필요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이 모두를 

함께 지원하기 위한 캠프 관리의 일부분으로서 보통 요구된다. 이상적으로 연료는 캠프 설치 

단계에서 캠프 크기뿐만 아니라 캠프 위치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가스

기존 가스 공급 시설이 사용되는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파이프 가스는 

캠프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파이프 가스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그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스는 취사 가스통에 더 빈번히 사용된다. 만약 취사 연료를 캠

프 가스통에 넣어 사용한다면 이는 반드시 연기를 방지하기 위해 쉘터 바깥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치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서비스 

쉘터 번호 체계

쉘터에 번호를 매기는 것은 다음에 도움을 준다: 

! 누가 캠프에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명확히 하게한다.

! 가족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 특히 캠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호수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캠프 주민들을 추적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자료(data)는 안전한 스프레드시트 혹은 지리정보시스템(GIS 

system)에 저장될 수 있다. 

개별 쉘터 및 그 쉘터가 속해 있는 구역을 식별하기 위해 개별 가옥은 부지 계획에 따라 논리

적인 순서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구역을 식별하기 위해 쉘터에 숫자, 글자, 상징물을 쓰

는데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쓰는 인부 및 관련 인력들은 옷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호복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 

▶▶   쉘터 번호 체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사용되는 페인트 색깔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서부 다르푸르의 엘주

네이나(El Geneina)에서 캠프 매니저들은 붉은색이 캠프 내 일부 주민들에 반대되는 

파벌이 전통적으로 쓰는 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력/조명

전력 공급은 종종 너무 비싸서 유지하고 설치할 수 없으며, 캠프를 불필요하게 더 영구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전력이 공급된 바 있다. 전력은 조명에 더 흔히 쓰이며, 

이것은 조명이 난방보다 전력이 덜 들고, 기반시설 투자비도 덜 들기 때문이다. 보통은 전력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는 것은 정부 혹은 공식 전력 위원회의 책임이다. 

주민들이 전력 공급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공급자에게는 비용 문제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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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치안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조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소지품을 지키고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문 자물쇠를 제공한다.

! 주민들이 원하고 충분한 공간이 있을 시, 토지 소유주/정부 당국과 협상하여 주민들이 자

신들의 부지 주변에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한다. 

! 안보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융통성과 수혜자의 선택을 장려하

는 물품 배급 프로그램을 세운다. 이를 시행 시에는, 이 물품의 기부자에게 해당 방침을 알

리고,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쉘터’를 위해 배급한 플라스틱 시트를 

수혜자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쓴다면, 기부자들은 이를 괜찮게 받아들일 것인지 알아봐

야 한다.

! 가족들이 자신의 쉘터를 문화적으로 가장 잘 수용되는 방식으로, 더욱 개인 생활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1mm 굵기의 풀로 만들어진 벽도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느끼고 

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캠프의 안전과 치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2장을 참조하시오.

수혜자의 필요 BENEFICIARY NEEDS

종종 캠프 주민들의 필요 및 격차를 알아내는 최고의 수단은 캠프 관리 직원들이 개별 쉘터를 

정기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매일 방문)하는 것이다. 

쉘터 및 취약성

특정한 필요를 가진 거주민, 그리고 쉘터를 짓거나 유지하는 데 특정 지원을 필요로 할 캠프 

거주민들을 식별하는 일은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러한 주민의 필요를 모니터링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특정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 부지 할당: 가능하다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전통적인 지원 체계에 연계될 수 있

다. 그들의 쉘터를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써, 이를 통해 그들이 캠프 

관리 기관뿐만 아니라 이웃 혹은 같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기반시설과 서비스

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 쉘터 용품을 부지로 배급 및 운반: 쉘터 용품은 무거운 경향이 있으므로 용품 운반에 도움

이 필요하다.

! 쉘터 시공: 쉘터를 짓는 일은 신체적으로 힘든 활동일 수 있다. 

! 쉘터 유지 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혹은 집단 조차도 그들 스스로 무력하지는 않다는 것을 유

념해야 한다. 이재민들은 집과 소지품을 잃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잃은 

것은 아니다. “취약한” 집단을 포함한 모든 집단의 대처 전략을 지원하고 최적화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1장을 참조하시오. 

가옥 할당

이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혹은 취약 집단이 캠프 내에 거주하는 곳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주민과 집단이 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적

인 선택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취약한 빈민가(vulnerable 

ghetto)”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도 있다. 



위험과 취약성

 거주민이 캠프 쉘터 지원에 접근 시에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는지 혹은 성희롱을 당하는

지를 알아내기 위한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불충분한 쉘터, 의복, 침구로 인해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가지 않는다. 

 불충분한 쉘터에 의한 생명, 건강,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평가되었다. 

 주민들 중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를 포함한 취약 주민 혹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이 직면한 위험이 알려져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커뮤니티 전략이 장려되고 그 제공

에 있어서의 격차가 해결되고 있다. 

 취약한 주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데 있어 이재민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과 사회 조직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다. 

 더 취약한 주민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쉘터를 짓거나 쉘터를 개선하고 

쉘터 용품을 배급소에서부터 운반할 때 도움을 받고 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 혹은 가족들의 생활 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이행되고 있다.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 매개체 통제 대책, 특히 살충 처리된 모기장 

필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진다. 

 질병 매개체 통제 대책은 또한 훈련이나 공중위생 혹은 치료도 포함한다. 

비상사태 대책

 화재와 같은 잠재적인 재난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인구 유입 및 다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충분한 물품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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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인구 구성

 여성/소녀, 남성/소년의 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한 가정의 크기가 확인된다. 

 각 가정 내 구성원수를 고려하여 한 가정에 대한 쉘터 대응이 결정된다. 

 충분한 쉘터가 없는 주민의 수와 그들의 소재가 알려져 있다. 

 가정이 없는 주민의 수와 그들의 소재가 알려져 있다. 

 어느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지가 알려져 있다. 

 가족 및 개별 주민들의 사생활 문제가 고려된다. 

 주민들이 존엄성을 갖고 자신들의 가족에게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

로그램이 계획된다. 

다른 부문과의 조정

 임대 등의 다른 실현 가능한 정착촌 선택안도 고려된다. 

 잘 조정되고 현실적인 부지 계획이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마련되어 있다. 

 급수, 부지 배수, 위생 증진, 고형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캠프를 위한 급수 및 공중위생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부지 선정은 캠프가 분쟁 지역 혹은 산사태와 같은 안보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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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 사항

 쉘터, 연료, 공중위생, 폐기물 처리의 환경적 영향이 평가되고 계획된다. 

 물품 공급 및 쉘터와 정착지 건설을 통해 생계 지원 기회가 고려된다. 

유지 관리

 주민에게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문제 혹은 개선안이 평가된다. 

 주민들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 쉘터를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받는다. 

 캠프 관리 기관은 주민들이 쉘터를 개선할 수 없는 행정적인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해결을 지원한다. 

 쉘터를 개선하거나 확장할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 

 캠프 거주민들은 쉘터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와 자재에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쉘터 개선이 현지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다. 

 캠프 거주민이 쉘터를 유지 관리하도록 적절한 물리적,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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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지속적인 쉘터 계획에 대해 캠프 관리, 현지 당국, 거주민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관리

 캠프 내 활발히 활동하는 쉘터 지원 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는 쉘터 관련 필요를 지원하

기 위한 자원, 기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쉘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개인(현지인 혹은 외국인)이 고용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숙련된 직원이 건설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성, 남성, 소수자 혹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취약 집단을 대표하는 잘 운영되는 쉘터 위

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을 갖고 있다. 

가사 활동

 해당 주민의 쉘터 내 혹은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가사 활동 및 생계 지원 활

동에 대해 알려져 있으며, 공간 제공 문제가 고려된다. 

 여성, 남성, 아동,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쉘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필요

와 활동이 고려되었다. 

수용 커뮤니티 및 환경적 영향

 수용 커뮤니티의 우려 사항이 알려져 있으며 해결되고 있다. 

 캠프 내 쉘터 제공은 지역 관습 및 기준과 부합하다. 

 캠프가 폐쇄되었을 시 쉘터 및 쉘터 기반시설이 수용 커뮤니티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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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와
보건 교육
HEALTH CARE AND HEALTH EDUCATION



서 론

캠프 상황에서의 보건 서비스의 목표는 인명 손실(사망률) 감소, 질병(이환율) 감소 그리고 삶

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국내이재민은 종종 밀집된 생활 환경, 

불충분한 식량 및 쉘터, 안전하지 않은 물,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 새로운 환경의 질병에 대한 

면역성 부족, 열악한 공중위생 등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질병, 기아, 박해, 

신체적 폭력 및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허약한 상태로 캠프에 도착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영양실조와 별개로 혹은 함께 질병으로 발전하여 높은 사망률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캠프 환경에서 건강 상태를 잘 유지 혹은 개선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부문적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밀집 상태를 줄여 캠프 주민의 환경 및 생활 조건을 개선

! 적절한 배설물 처리

! 충분한 식량 공급 및 급수 보장

! 질병 매개체 통제

! 충분한 쉘터 제공

! 주요 메시지에 대한 보건 교육 및 훈련

예방책과 적절한 질병 사례관리를 이행함으로써 보건 부문은 사망률, 이환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에 기여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반된다:

! 감시 시스템(surveillance system)을 마련하고, 만약 집단 발병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보가 공유되고 해석되어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의사 결정 및 대책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계획 메커니즘이 마련되도록 한다. 

! 주요 질병을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용품이 신속하게 제공되는 기본적

인 보건 시스템을 시행한다.

!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대한 보건 교육을 캠프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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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캠프 주민의 건강 상태는 주로 허약하고, 많은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질병과 사망

의 위협 및 위험 요인에 취약한 상태이다.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캠프 관리 기관과 조정

하여 환자 파악 및 보건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보건 서비스가 모든 캠프 거주민들에게 제

공되어 그들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명 손실(사망률) 감소, 질병(이환율)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캠프 상황에

서의 보건 서비스의 주요 목표이다. 그러므로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예방 가능한 질병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을 최우선화하고, 보건 대응의 주요 격차를 발견하고, 이 격차를 메우

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 의료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캠프 주민들이 처음부터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보건 

서비스 제공 및 평가를 위한 전체 프로그램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보건 서비스는 주민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홍역은 캠프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 중 하나로서, 과거 많은 난

민/국내이재민 비상사태에서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대규모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은 캠프 내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가장 최우선 사항이다. 

 ▶ 영양실조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급성 영양실조는 캠프 주민 사망

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 평가 및 필요에 기반한 영양보충 프로그램 이행은 캠

프에서 중요한 초기 활동으로서 캠프 주민 1인 당 하루에 적어도 2,100kcal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캠프 내 취약 집단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적절하게 식량 배급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종종 캠프 관리 기관은 보건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전염병의 영향을 제한하고 보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캠프 내 보건 클러스터/보건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캠프 관리의 질은 캠프 주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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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역할과 책임

캠프 관리 기관이 캠프 내에서 전반적인 조정 및 모니터링 기관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 서비

스 제공자가 보건 부문을 조정한다. 그러므로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주로 보건 서비스의 계획, 

이행,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고 있다. 만약에 정부 및 민간 보건 시설을 포함해 

캠프 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면, 캠프 관리 기관은 정부 파트너 및 

보건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캠프 내 주관 보건 기관을 정해야 한다. 

주관 보건 기관의 주요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캠프 내 보건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관해 현지 보건 당국과 조정한다.

! 조정 회의에서 합의된 보건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든 보건 서

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보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보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관련 부문 및 기관에 유포한다.

! 캠프 관리 기관과 조정한다.

캠프 관리 기관의 주요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의 보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캠프 상황에서의 보건 서비스 

용어와 전략을 이해한다.

! 보건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포하고 관련 조정 기관에 차이 및 중복 사항에 대해 알

린다.

!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캠프 내 보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지한다.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주관 보건 기관을 지원하고 함께 조정한다.

양 기관은 모든 보건 기관이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의 수준과 질이 현지의 혹은 국제적으로 인

정된 기준과 의료 윤리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종종 ‘이재이주 사이클’ 혹은 ‘캠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캠프 생활의 다양한 단계

들은 이재이주의 징후로부터 시작해 항구적 해결책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된다. 비상 상황

(emergency phase)은 개인들이 고향 혹은 본국을 떠나 피신해야만 하는 이재이주의 시작

과 관련되어 있다. 비상 상황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특징지어진다:

! 높은 사망률 - 하루에 인구 만 명 당 1명 이상이 사망

! 캠프 내 보건 서비스의 부재 혹은 보건 기반시설이 감당 역부족이거나 불충분

! 현지 혹은 국가 당국의 불충분한 대응

! 평상시의 조정 메커니즘의 붕괴 

비상 상황의 캠프 환경에서 이상적인 안이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종종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력 공급, 물질적 자원, 지원 체계, 치

안, 자금조달, 조정에 있어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응급 치료 서비스는 각 캠프 환경에 따라 다르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종종 사망률이 통제될 때까지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두 번째 단계, 혹은 비상상황 이후 단계는 안정성 강화로 특징지어진다. 사망률은 하루에 인구 

만 명 당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식량, 물, 쉘터 등 기본적인 필요사항의 최소기준도 대개 충

족된다. 이 단계는 비상상황 동안 구축된 보건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하고, 보건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혜택을 얻을 기회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구적 해결책이 발견되고 캠프 거주민들은 캠프를 떠난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 캠페인, 의료 기록의 위탁 및 기밀유지 등과 같은 정보관리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캠프 내 의료 서비스 시설의 인계/해체와 귀환 및/혹은 재

정착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캠프 폐쇄 및 귀환/재정착 과정 

동안에 캠프 주민, 그중에서도 특히 거동이 불편한 이들과 다른 특정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장은 캠프 라이프 사이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보건 부문의 조정 지원 및 보건 서비스 제공

자의 개입 모니터링을 위해 캠프 관리 기관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보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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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보건 당국과 보건 구호 기관 간의 조정

현지 보건 담당관들은 해당 정부나 국가에 좋지 못하게 반영되는 평가 결과 혹은 보건 

조치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정부 당국과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유지

하면서 필요한 조치 및 적절한 기준을 옹호해야 한다.

보건 평가

주관 보건 기관이 캠프 관리 기관과의 협력하에 조정하는 초기 평가를 통해 보건 필요, 이용 

가능 서비스 및 격차가 확인될 것이다. 이 평가의 결과를 통해 기존에 수립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각종 이행 전략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될 것이다. 

평가팀은 경험이 있고, 가능한 객관적이며, 정치 혹은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것

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초기 평가는 캠프 구성 3일 내에 혹은 이미 설치된 캠프에서는 캠프

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3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캠프 설치를 위한 시간이 있고, 사람

들이 적당히 관리 가능한 속도로 도착한다면, 초기 평가로 각 개인의 건강 검진을 시행할 수도 

있다. 

보건 평가의 요소

일반 정보

주요 정보에는 이재이주의 배경, 연령과 성별로 분류된 인구 크기, 식량 및 물의 유무 등이 포

함된다. 정확한 인구 수치는 의미 있는 보건 통계를 위해 중요하다. 

우선적 보건 문제의 식별

수집된 정보에는 사망률 추산, 사망 원인, 가장 흔한 질병에 대한 이환율 정보,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존재 (콜레라, 세균성 이질, 홍역, 뇌수막염 등), 급성 영양실조 유병률, 예방 접종

률(vaccine coverage)에 관한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사망률은 상황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사망원인을 이해하는 데 최고의 지표가 된다. 사망률은 또한 초기 개입 활동의 지침이 되는 핵

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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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내 의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현지 보건 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현

지 보건 당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보건 체계 수립 혹은 지원에 대한 이들의 

협력은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캠프 관리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에 있어 보건 정보 관리는 중요한 한 측면이며,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캠프 주민으로부터의 정보는 보건 서

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된다. 캠프 내 다수의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할 경우 정

보 흐름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보건 기관 및 캠프 관리 기관이 계획 및 의사 결정

을 위한 모든 관련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 조정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주관 보건 기관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 회의를 통해 제공자들 간에 보건 정보가 수집 및 유포되어야 하고, 

캠프 관리 기관이 소집하는 총괄 캠프 조정 회의에 제공될 중요한 정보가 생성되어야 한다. 보

건 회의는 주간 혹은 월간으로 (전염병 집단 발병 시에는 때때로 매일) 소집되어야 하지만, 비

상 사안으로 인해 필요할 때에는, 각종 의사 소통 수단을 통해 캠프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

건 기관들이 정보 혹은 우려 사항을 주관 보건 기관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 조정 회의는 총괄 조정 회의 며칠 전에 개최하여, 이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사

항들이 모든 부문 및 캠프 관리 기관에게 총괄 조정 회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본 장의 다음 부분에서는 캠프 내 보건 전략 및 서비스의 주요 용어와 각종 측면이 설명될 것

이며 보건 서비스 감독 및 조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들도 설명될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주관 

보건 기관의 추가적인 역할 및 책임도 함께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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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혹은 아동 예방 접종률에 대한 평가와 같이 주제별 평가가 시행될 수 있다. 대표적 표본 방

식을 이용한 조사가 이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초기 며칠 동안의 구호 활동 (예. 홍역 예방 

접종, 식량 및 물 공급 조치)은 포괄적 평가 때까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후속 평가는 

아래 활동과의 조정하에 시행될 수 있다. 

 핵심 정보원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캠프 노년층 및 지도자와 같이 가장 접근

이 용이한 핵심 정보원들은 주요 보건 서비스 사용자의 보건 우려 사항을 간과할 수 있

다. 아동 사망은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며, 여성과 청소년이 보통 아동의 일차적 보육자

이다. 각종 평가에서 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및 장애

인과 같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취약 집단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으며, 이들이 핵심 정보원으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예방 접종

대규모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에 일어난 다수의 비상사태에서 홍역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으

로 보고해 왔다. 인구 이동과 높은 인구 밀집도는 홍역 바이러스 전염을 촉진시키는 위험 요인

이자, 예방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조차 집단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홍역에 감염

된 환자의 허약한 건강 상태 및 영양 상태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된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평가

에서 홍역 환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대규모 홍역 예방 접종은 최우선 사항이다. 

 홍역은 예방 접종률이 높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홍역 

백신은 평상시에 생후 9개월의 아동에게 접종하였을 때 85%의 접종률을 보인다. 상당

한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홍역에 걸리기 쉽고, 그 심각한 전염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홍

역 집단 발병에 취약하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100%의 접종률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건 부문에서의 유엔, 정부 및 비정부 관계자의 존재와 활동

초기 평가는 캠프에 누가 존재하며, 어떠한 서비스가 각 단체에 의해 제공 혹은 계획되며, 이

들 단체의 활동 역할은 무엇이고, 이들의 서비스가 어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매우 큰 규모의 캠프의 경우, 보건 기관들이 캠프 내의 다양한 구역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괄적인 정보는 사용 가능한 자원을 극

대화하고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캠프 내 혹은 외부의 기존 보건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캠프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탁 병원, 표본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인 및 접

근권 확보가 이에 포함된다. 해당 팀은 현지 보건 당국 및 캠프에서 이미 활동 중인 보건 구호 

기관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갖춘 보건 인력과 의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캠프 거주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들의 훈련 수준 역시 평가해야 한다. 

▶▶  각종 지원 단체 및 활동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툴 부분을 참

조하시오. 

방법

상기 정보는 해당 주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평가 단계에

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평가 방법의 예로는 현지 보건 당국과의 면담, 캠프 

주민과의 면담, 의료 시설로부터의 이환율 및 이환율 정보 수집, 비공식적인 보건 제공자 (예. 

전통적 조산사)와의 면담, 사망률을 결정하기 위해 묘지 수를 세는 것과 같은 직접적 관찰 및 

기존 보건 시설 방문 등이 있다. 

 종종 정보가 적은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유용해야 한다는 점

을 기억하고, 즉시 적용될 수 없는 방대한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욕심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  초기 보건 평가의 사례에 관해서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을 참조하시오. 

초기 평가는 신속하게 수행되며 비상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에 사용된다. 초기 평가 후 1주에

서 3주 내에 후속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캠프 주민을 위한 조직되고 조정된 보건 대응을 유

지하기 위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때에는 미량 영양소 결핍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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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은 생후 9개월에 두 번째 홍역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한 달이다. 이전에 비타민 A를 복용하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의 간격이 있었다면 아동은 두 번째로 비타민 A 복용량을 받을 수 있다.

홍역 예방 접종은 캠프 도착 시에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착했거나 혹은 수용 센

터(reception centres)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

인이 필요하다. 이 캠페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정보 및 교육 캠페인: 캠프 주민은 예방 접종 장소, 해당 백신에 대한 정보, 관련 위험, 예

방 접종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예방 접종팀 훈련: 종합적인 훈련을 통해 보건 요원들이 캠페인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할 

수 있으므로, 팀원 중 몇몇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보건 요원일 필요는 없다. 

! 예방 접종 장소: 10,000명 당 한 곳 내지 두 곳의 예방 접종 장소가 있어야 한다. 예방 접

종 장소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이는 예방 접종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이며, 하나의 집중화

된 시설보다는 캠프 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접종 장소가 더 선호된다.

! 아웃리치 활동: 지역 보건 요원들은 캠페인 동안 캠프 전역을 이동하며 아동을 예방 접종 

장소로 데리고 올 수 있다.

! 예방 접종 카드: 이 카드는 모든 아동에게 발급된다. 만약 아동이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이

라면 이 사실이 카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보육자에게 9개월째에 두 번째 백

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 보고: 하루에 (부지 당)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와 사용된 백신의 수를 매일 기록해야 한다.

▶▶  홍역 예방 접종 감독 양식의 예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홍역 백신의 물류적 고려사항

! 홍역 백신의 주문량은 대상 인구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규모 캠페인 동안 잃어버

리는 백신이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적으로는 전체 양의 추가 25%에 해당

하는) 예비 백신을 보유해야 한다. 

! 홍역 백신은 열에 민감하며, 반드시 2°C에서 8°C 사이에서 운반 및 보관되어야 한다. 저온 

유통 시스템이 마련되어 바깥 온도 및 계절적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백신이 적절한 온도에

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Expanded Program of Immunization, EPI)을 관리하는 현지 보

건 당국이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인의 시작부터 그 조정과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 대규모 예

방 접종 캠페인은 주로 물류 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100% 접종률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해 전체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캠프 관리 기관 및 주관 보건 기관의 책임이다. UNICEF 및 

WHO는 보통 국가 당국 및 다른 파트너들을 지원하여 모든 아동이 비상사태에서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이전 예방 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비선택적 예방 접종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두 번째 홍역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없으며, 면역학적인 반응을 개선할 수 있다.

! 개인 예방 접종 카드를 확인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나, 이 예방 접종 캠페인으로는 

주민들을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다. 

! 오류 (예. 카드를 잘못 읽거나 형제자매끼리 카드가 바뀔 수도 있음)의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백신 입수가능성, 자금조달, 인적 자원, 현지 홍역 역학은 접종을 받을 집단을 선택하

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전체 캠프 주민을 접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래 집단이 이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 받아야 한다:

!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의 영양실조 혹은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으로서, 영양공급

센터 혹은 입원 환자 병동에 등록된 아동

! 생후 6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다른 모든 아동

! 생후 24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다른 모든 아동

! 생후 60개월부터 14세까지의 다른 모든 아동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 대한 예방 접종은 모성 항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고되

지 않는다. 안정된 상황에서의 홍역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5세까지만 접종하나, 캠프 상황이

라는 취약한 환경으로 인하여 권고 연령은 14세 아동까지로 확대된다. 대규모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 아동에 대한 비타민 A 배급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나, 배급으

로 인해 캠페인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비타민 A 보충으로 인해 홍역과 관련된 사망률이 현

저히 감소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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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질병에 대한 전염병 한계점이 더욱 낮아진다. 예방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집단은 2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이다. 

 전염병 한계점은 집단 발병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 얼마나 많은 환자

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 수치를 말해준다. 전염병 한계점이 낮다는 것은, 해당 환경이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전염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황열병(Yellow fever)은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매우 심각한 전염병을 발생시킨다. 이 

바이러스는 모기 매개체를 통해 인간에게 확산된다. 임상 소견으로는 처음에는 열이 나다

가, 두통, 요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충혈된 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임상적 증상은 급

성 단계에서 나타나고 다른 질병과 혼동될 수 있다. 이후 차도가 보이는 듯 하다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환자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을 호소하게 되고, 이것이 첫 번째 증상

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잇몸, 코, 대변, 구토에 출혈이 있을 수 있

다. 해당 백신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캠프 주민에게 접종할 수 있으며 적어도 10년간 

면역성을 제공한다. 

정기 예방 접종: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 Expanded Program of Immunization (EPI)

완전한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은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서 더욱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프로

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표준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은 홍역, 디프테

리아, 백일해, 파상풍 톡소이드(tetanus toxoid, DPT), 경구 소아마비(oral polio, OPV), 바

실 칼메테구에린(Bacille Calmette-Guerin, BCG) 백신들을 포함한다. 모든 5세 미만 아동

은 해당 연령 집단에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는 6개월 후이지만 여전히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측되고, 프로그

램 시행을 위한 (예를 들어, 저온 유통 체계와 같은)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며, 국가 예방 접

종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정기 예방 접

종이 병원 혹은 보건소(health centre), 보건 진료소(health post), 영양공급센터, 검사/등록 

센터와 같은 확정된 예방 접종 장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 각각의 장소에서는 예방 접

종 카드를 통해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백신 기구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동에게 

접종을 시행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방 접종 장소로 아동을 보내야 한다. 또한 지역 보건 

요원을 통한 구제 활동을 통해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 접종 장소로 아동을 보내야 한다. 

▶▶  정기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 일정의 예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 보편적 예방책(universal precaution)을 지지한다. 이는 응급 치료 혹은 의료 서비스 제

공 시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B형 간염 바

이러스, 다른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병원균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절차들

이다.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자동으로 폐기되는 주사기와 날카로운 기구

를 처리하기 위한 보관함 등이 넉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저온 유통 시스템 유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을 참조하시오. 

두 명의 백신 주사 인력으로 구성된 한 예방 접종팀이 한 시간에 약 500명에서 700명의 사람

들을 접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다음은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인에 필요한 인력의 

예를 보여준다:

예방 접종 장소 인력 인원

한 개 혹은 두 개의 예방 접종 

장소에서 인구 10,000명을 

접종해야 함

감독관 - 간호사 혹은 자격을

갖춘 보건 인력

1명 - 이 사람은 여러 팀을

감독할 수 있음

물류 담당관 1명 - 이 사람은 여러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음

백신 준비 인력 4명

백신 주사 인력 2명

등록 및 집계 인력 6명

질서 유지 및 군중 통제 인력 6명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위한 다른 백신

홍역 백신과는 달리 다른 모든 대규모 백신 캠페인은 캠프 내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는 질병이 확인되고, 전염병 한계점(epidemic threshold, 집단 발병이 선언되고 대규모 예

방 접종이 고려되는 시점)에 다다른 후에만 시작되어야 한다. 예방 접종의 방법은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 보건 기관은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대규모 예

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 보건 당국, 담당 공무원, 전염병 전문

가와 협의해야 한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는 다음

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된다:

! 박테리아 뇌수막염(Bacterial meningitis) - 수막염 병원균(Neisseria meningitidis)에 

의해 발생하며 수막구균성 수막염(meningococcal meningitis)으로 흔히 불린다. 임상 

소견으로는, 초기에는 열이 나면서 심한 두통, 목이 뻣뻣해지고 간혹 구토와 과민성이 동반

된다. 이 감염은 보통 밀집된 상황에서 사람 간에 공기를 통해 전염되므로, 캠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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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양 결핍 질병

영양 결핍은 비상 상태 동안 발생하거나 혹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핍과 질병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설사병은 영양분 흡수불량 및 영양손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질병

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한편,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다량 영양소 및 미량 영양소에 대한 

필요는 더욱 높아진다. 

영양실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급성 영양실조와 만성 영양실조가 그것이다. 만성 영양

실조는 장기적인 영양실조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다. 캠프 내 높은 이환

율 및 사망률에 일조하는 것은 급성 영양실조로서, 비상 상황에서는 급성 영양실조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증 급성 영양실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소모증(Marasmus): 신체가 열량을 얻기 위해 분해하는 지방과 근육의 심각한 소모성 질

환으로 이는 비상사태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 에너지 영양실조의 형태이다. 

! 콰시오커(Kwashiorkor): 주로 부종(보통 발과 다리부터 시작하여 신체의 세포간극에 액

체가 축척되면서 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때때로 모발이 회색 혹은 붉은 색으로 변하

기도 한다. 임상 소견으로는 무관심하고 과민한 행동 및 식욕 저하가 포함된다. 

! 소모성 콰시오커(Marasmic Kwashiorkor): 심각한 소모증과 부종의 결합이 특징이다. 

신체가 적절히 기능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무기질 역시 필요하다. 비타민 

B, C, A, D 및 철, 나트륨, 요오드, 아연,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무기질은 신체가 적절하게 기

능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영양소들이다. 미량 영양소 결핍은 사망, 이환, 실명, 부정적 출산 결

과, 감염에 대한 취약성 등에 있어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캠프 내 식량 

배급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절한 미량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

반적 식량 배급으로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는 데, 이는 (예를 들어, 요오드 첨가 식

염, 강화 곡물과 같은) 일부 강화된 식품을 첨가함으로써 보통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

히 보건 시스템을 통해 (산모를 위한 철분 보충제 및 아동을 위한 비타민 A와 같이) 미량 영양

소 보충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식량 배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3장을 참조하시오. 

영양 상태 평가 및 감독

영양 조사를 통해 주민 중 급성 영양실조 환자의 수가 파악될 것이며, 또한 식량 지원 제공을 

위한 긴급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완적인 식량 조치를 계획하는 데 이 조사가 활용된다. 기본 

영양

이재민들 사이에서 식량 확보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위협받게 되면 종종 영양실조의 위기가 높

아지며, 이는 이환율 및 사망률 증가의 한 요인이 된다. 영양실조는 다량 영양소(열량을 제공

하는 영양소)의 결핍 및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그 원인이다. 종종 캠프 

주민들은 생계를 잃고, 식량 공급에 방해를 받으며, 캠프에 오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전

염병 집단발병 등의 원인으로 영양 부족에 취약한 상태이다. 캠프에 도착하는 주민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영양실조에 걸려있을 수 있다. 영양실조의 원인은 종종 복잡하고, 여러 부문과 관

련되어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식량 및 영양 프로그램이 보건 부문 및 WASH, 교육, 생계와 

같은 다른 중요한 부문과 조정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UNICEF는 전 세계적으로 

영양 부문을 이끌고 있으며, 캠프 관리 기관 혹은 주관 보건 기관은 조언 혹은 추가적인 전문

지식을 구하기 위해 UNICEF와 협의해야 한다. WFP는 식량 주관 기관으로서, 일반적인 배

급 및 영양보충 배급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식량 확보는 한 가정이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영양 요구량 Nutritional Requirements

열량 요구량 계산 및 캠프 내 식량 배급 계획 시, 비상 상황에서는 2,100kcal/인/일이 초기 

계획 수치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배급식의 kcal/인/일 수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 성인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을 경우 - 성인 남성은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에 필요로 하는 열량이 더 높다.

! 만연한 질병, 전염병, 일반적인 영양실조 및/혹은 조사망률(crude mortality rate, CMR)

이 1보다 클 경우 (조사망률은 하루에 10,000명 당 사망자 수로 정의)

! 전체 인구의 활동 수준이 증가한 경우 (예를 들어, 식량지원 취로사업이 캠프 내에서 시행

되고 노동 집약적인 일이 행해지고 있을 때)

! 평균 기온이 20"C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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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기 다른 지표에 대한 급성 영양실조 여부를 결정하는 커트라인 점수이다. 

영양 상태 신장 대비 체중 Z 점수 상박위

전반적 급성 영양실조

(Global Acute Malnutrition,

GAM)

< - 2 Z 점수 미만 혹은 부종 <125mm 미만 혹은 부종

경증 급성 영양실조

(Moderate Acute 

Malnutrition)

< - 3 이상 ~ 2 미만 Z 점수 <110mm 이상 125mm 미만

중증 급성 영양실조(Severe 

Acute Malnutrition, SAM)

< - 3 Z 점수 미만 혹은 부종 <110mm 미만 혹은 부종

 전반적 급성 영양실조(Global Acute Malnutrition, GAM)는 경증과 중증의 급성 

영양실조를 모두 포함한다.

반복적인 영양 조사에 대한 특정한 규칙은 없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식량 공급 시스템이 약하

고,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염병의 위험 및 사망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자

원이 허락하는 대로 영양 조사를 되도록 자주 반복할 것이 권고된다. 상황의 추이에 따른 최우

선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하면 미량 영양소 결핍 상태 혹은 홍역 예방 접종 상태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지표가 확대될 수 있다. 

 대표 표본 수집

일부 이재민들이 동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피신했다. 처음 도착한 이들이 자

생 캠프를 구축했고,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그 주변부에 점점 넓어지는 구역에 정착

했다. 그곳에는 체계적인 인구 측정 혹은 가구 조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캠프 인

구수는 날마다 변동이 심했다. 클러스터 표본 추출 기법이 영양 조사를 위해 시행되

었지만, 캠프 중앙에서 아동들에 대한 측정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캠프 주변의 가

구들은 캠프로 오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대로 된 식량 혹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기간이 더 길었다는 의미이다. 영양 조사 결과는 주관 보

건 기관에 의해 검토되었고, 영양실조 수준은 낮았다. 영양 보충 프로그램은 전혀 시 

 ▶▶

자료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향후 조사와 비교하는 데 쓰이기

도 한다. 비상 상황에서 캠프 주민 영양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

며, 영양학자에 의해 감독 받아야 한다. 이 조사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아동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아동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키가 65~110cm

인 아동이 포함 기준 (inclusion criteria,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이 된다. 조사를 하면서 수집되어야 하는 측정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몸무게와 키: 이 두 가지 수치는 각 아동의 신장 대비 체중(Weight for Height, WFH) 

지수를 측정하는 데 쓰이며, 이는 급성 영양실조의 객관적인 평가 지수이다. 이 지수는 Z 

점수(Z score)로 표시된다. Z 점수는 표준 인구로부터의 표준 편차로서, Z 점수 영양실조 

지표는 아래를 참조한다.

! 아동의 연령과 성별: Z 점수 공식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르며 연령을 기록함으로써 포함 

기준이 검증된다. 

! 부종의 유무: 양측 부종(bilateral oedema)은 해당 신장 대비 체중 Z 점수가 없이도 중증

의 영양실조를 암시한다. 

필요하다고 간주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 

! 상박위(Mid Upper Arm Circumference, MUAC): 상박위는 왼쪽 팔꿈치와 어깨 사이

의 중앙점의 둘레를 재는 빠르고 간단한 측정방법이다. 이를 통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의 

즉각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차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는 2 단계로 

이루어진 검사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아동의 상박위가 일정 커트라

인 아래로 떨어지면, 그 아동은 신장 대비 체중 측정 장소로 보내져 이곳에서 선택적 영양

보충 프로그램에 포함될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측정을 받게 된다.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질량지수 측정은 영양실조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청소년(키가 137cm보다 큰 사람)과 임신하지 않은 성인에게 사용될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은 보통 영양실조에 있어 아동보다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으나 특정 정황에서는 이 

연령 집단 포함이 필요할 수 있다. 공식은 ［몸무게/(키 × 키)］= 체질량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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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선택적인 영양보충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결정표이다. 이 결정표는 하나의 길잡이로서 

지역 캠프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사 결과 필요한 조치

가정 수준에서 하루에 일 인 당 

가용한 식품의 열량이 2,100kcal 

미만이고/이거나 가용 미량 

영양소가 불충분

불만족스러운 상황

! 식량 가용량과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일반 배급을 개선

영양실조 유병률이 15% 이상 

혹은 악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영양실조 유병률이 10~14%

심각한 상황

! 일반 배급 (난민/국내이재민들이 전적으로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 하지만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에 상황이 한정되어 있다면 불필요)

! 특히 아동, 산모,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포함한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및 위험에 처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확대 보충 영양공급

! 중증 영양실조 환자를 위한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

영양실조 유병률이 10~14% 

혹은 악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5~9%

위험한 상황

! 난민/국내이재민이 전적으로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일반 식량 배급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내 영양실조 환자에 맞춘 

영양 보충

! 중증 영양실조 환자를 위한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

악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영양실조 유병률이 10% 미만

수용 가능한 상황

! 캠프 주민이 전적으로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일반 식량 배급

! 영양보충을 위한 주민에 대한 조치가 필요 없음

! 정기적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영양실조 환자들에 

주의를 기울임

 
 악화 요인에는 평균 열량 요구량 미만의 일반 식량 배급 혹은 하루 인구 만 명 당 1명

이 넘는 조사망률, 유행성 홍역, 호흡기 질병 혹은 설사병의 높은 발생률 등이 포함된다.

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측정 받지 않은 새로 도착한 사람들 사이에 영양보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영양실조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이 조사

에 적절하게 나타났는가? 캠프 관리 기관은 계획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양 조

사팀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는가? 보건 시설로부터의 입증 자료를 통해 경고 신

호를 보낼 수 있었는가? 표본 추출 절차가 표준화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 측정된 개

인들이 전체 인구를 대표하고, 그 결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 가능할 때에만 조

사 결과는 타당성이 있고 유용하다. 

선택적 영양보충 프로그램

영양보충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전체 캠프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영양보충 프로그램

! 취약한 집단을 위한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 및/혹은 영양 보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선택적 영양보충 프로그램

영양관련 조치 단계에서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은 주민 대다수에게 기본 식량 배급을 제공하

는 것이며, 영양실조 환자에게 집중적이고 특별한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대

다수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을 제공하고 나서, 두 번째 우선 사항으로써 급성/경증 영양

실조 환자들에게 양질의 보충식을 제공하게 된다. 경증/급성 영양실조 환자 대부분에게 충분

한 보충 배급식이 제공되면, 그런 다음에는 중증/급성 영양실조 환자를 위한 치료적 영양공급

이 시행될 수 있다. 산모와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급성 영양실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양 보충 프로그램과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선택적 영양보충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다. 하나는 보건소 혹은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집에 가져가는’ 영양보충 배급식을 타

가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가정에서 나누어 먹는 것을 고려해 배급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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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에게는 모유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안내 내용이 다르고 그 권고 사항도 특정하다. 

▶▶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인 어머니들에 대한 모유 수유 및 보충식 안내에 관한 추가적

인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을 참조하시오. 

다음과 같은 활동이 유아와 아동들의 영양실조를 줄일 수 있다. 

! 지역 보건 요원(Community Health Workers, CHWs)은 유아 혹은 어린 아이, 산모가 

있는 취약한 가정을 식별해야 한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식량배급 등록이 협상되

어야 한다. 

! 등록 장소 및 배급소 주변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유아 및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 영양공급 방법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여성들이 활용될 수 있다. 

! 보호자 미동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적절한 보충 식량

을 받아야 한다 (예. 고아 아동들을 위한 모유 대용품). 

 지역 보건 요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훈련받은 사람들로써, 보통 보건 교육 활동, 적

극적인 환자 찾기 활동, 보건 시설에 위탁하는 활동 등을 수행한다.

보건 의료 서비스의 체계

캠프 내 의료 서비스 체계를 통해 활발한 환자 식별, 조기 진단, 우선적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

료 등이 제공된다. 기존의 보건 체계와 조정하고 또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캠프 상황에서 (특히 비상 상황에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 심지

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조차 지역 정부 혹은 민간 보건 서비스가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

족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보건 체계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 이 전략과는 무관하게, 다음 

4 단계 모델에 따라 구성된 캠프 내 보건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공적이었다. 

! 구제 활동: 지역 보건 요원 및 훈련받은 조산사가 구제 활동을 제공. 이들의 임무에는 가정 

방문, 병자 및 영양실조 아동의 확인 및 위탁, 생식 보건 서비스로 위탁을 위해 산모를 확

인, 기본적인 보건 교육, 보건 정보 체계를 위한 사망자 정보 수집 등이 포함된다.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법

WHO, WFP, 영양에 관한 유엔 상설 위원회(United Nations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SCN), UNICEF는 중증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식욕에 문제가 없고 의료

적 합병증이 없는 아동의 약 4분의 3은 강화된 영양 치료식(Ready-to-Use Therapeutic 

Foods, RUTFs)으로 집에서도 치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치료식은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은 고열량 식품으로서 생후 6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먹을 

수 있으며, 물을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영양 

치료식은 냉장고가 없는, 심지어는 위생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곳에서도 중증 영양실조 아

동이 집에서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가 있는 캠프 환

경 내의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중증 영양실조에 대한 이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을 기존 임상 의료 체계에 통합하는 일

한 캠프의 영양 조사를 통해 국제적 기준의 영양실조 비율은 14%, 중증 급성 영양실

조 비율은 3.5%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 보건 구호 기관은 위탁 병원 한 곳

에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캠프 관리 기

관과의 조정 회의 중에 변경되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 캠프 내 정부 보건소 한 곳에서 

의료 합병증이 있는 중증 영양실조 아동을 위해 입원식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이 진

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곳의 방법은 구식이었고 중도 포기율 (퇴원일 전에 

영양공급 프로그램을 떠나는 아동의 수)이 55%였다. 이 기관은 해당 정부 보건소에 

특별 우유 조제 방식과 그곳에 없는 물자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 기관은 또한 의료 담

당관 및 감독관과 협력하여 치료 계획서를 최신화 하고, 직원에게는 치료적 영양공급센

터를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다. 유사 중복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정부 보건 직원의 장기적인 능력이 

신장되었다. 

영양공급 방식 - 유아 및 어린 아이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은 상황이 가장 위협적인 비상 상황에서 가장 높다. 생후 6개월까지의 

유아에게는 완전 모유 수유가 권고된다. 6개월부터 2세까지는 모유 수유를 계속하고 충분한 

보충식이 추가될 것이 권고된다. 캠프 내 유아와 어린 아이들의 영양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자를 지원하고 부족 자원을 공급하는 일이 최우선 사항이다.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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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직원 봉급과 성과보수는 채용 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책임을 맡아 매일 정해진 근무 시간을 일하는 모든 직원은 봉급과 성과보수를 받아야 한다. 캠

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모든 보건 활동 단체가 같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주관 보건 

기관이 이들 단체들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 서비스를 위한 직원 채용 시, 선발 선호 순서는 캠프 주민/국내이재민/난민, 지역 수용 

커뮤니티 출신의 경험 많은 내국인, 그리고 외부인 순이다. 대부분의 캠프 상황에서는 이들이 

혼합되어 채용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건 서비스가 캠프 주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캠

프 주민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다. 여성은 캠프 내 보건 시스템의 중

요한 부분이며, 이들이 의료 서비스직에 지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남성 지배적인 보건 서비

스는 주요 사용자인 여성들의 서비스 사용 혹은 수용을 좌절시킬 수 있다.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 및 훈련받은 여성의 비율은 캠프 내 여성 비율과 부

합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Sphere 기준에서 밝혀진 바 대로, 보건 체계 각 단계에 대한 최소 직원 

채용 요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주변 시설: 보건 구역에서는 기본적인 진찰, 기본적인 치료 요법(curative care, 약품

을 신체에 주입하지 않고 필수적인 약품만 제한적으로 사용), 경구 수분 보충 요법(oral 

rehydration therapy, ORT), 상처 부위에 붕대감기, 자물쇠로 잠근 약국, 간단한 살균 시

설 및 정보 수집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중앙 시설: 이곳에서는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 

실험 서비스는 이용가능 하나 이것은 비상 상황에서 우선 사항이 아니다. 

! 위탁 병원: 캠프 내 보건 체계를 통해 환자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병원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한다. 위탁 병원은 응급 수술 및 산과 치료, 실험실 및 엑스레이 서비스, 중증 질환

에 대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매우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위탁 병원이 이용 불가능하거

나 환자를 감당하기 역부족일 때 (예. 많은 전쟁 부상자 수술) 캠프/현장 병원이 구축되어

야 한다. 보통은 소수의 환자들만이 위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캠프 내에 유사중

복 구조물을 구축하는 대신 지역 위탁 병원을 지원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정기적인 보건 조정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주관 보건 기관 (혹은 

보건 서비스 제공자)을 지원해야 한다. 이 회의를 통해 보건 체계 각 단계 내 명확한 위

탁 시스템 및 표준화된 치료 계획과 자료 수집 도구를 보장하고자 한다. 

비상 상황에서 캠프 내에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은 우선 사항이 아니다. 집단 발병 조사 (예. 세

균성 이질 및 콜레라)를 위해 수집된 표본을 보낼 수 있는 기존의 위탁 실험실을 찾아내는 것

이 핵심적인 우선 사항이다. 비상 상황에서 캠프 보건 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 계

획에 의한 임상 진단에 기반해 치료받을 수 있다. 캠프 내 수혈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혈액에 대해 HIV 검사를 하는 실험실이 세워져야 한다. 

 “비상사태에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 서비스가 난민과 이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개발 도상국에서의 ‘비용 회복’ 체계로는 비용의 겨우 5%만 회복되

고, 보건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증거로 나타난바 있다. 근처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에게도 또한 무상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건 당국과 협상되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 『긴급상황에 관한 UNHCR 편람』 제3판,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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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직원은 추가적인 지원 및 신중한 감독을 받으면 특정 의료 활동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캠프 거주민들 중에는 본국 혹은 출신국에서 정식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자격은 현지 보건 당국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필요 시에는 보건 기관과 

캠프 관리 기관이 그러한 이들을 의료직에 고용할 가능성을 국가 보건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캠프 주민과 지역 정부에서 선발된 다양한 보건 직원들이 보건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 초

기 훈련을 시행하여 사례 정의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지 보건 당국의 사례 정의 및 치료 계획이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역 

직원을 재교육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모든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책임 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캠프 내 보건 체계 관리 시에는 의료 서비스를 돕고 있는 모든 보건 요원과 비 보건 요원에게 

적절하게 보편적인 예방책을 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 기관은 모든 의료진이 보편적 

예방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갖고 있도록 해야 한다 (예. 날카로운 

물건 처리 용기, 적절한 수량의 일회용 주사바늘과 주사기). 보편적 예방책의 기본 개념은 다

음과 같다: 

! 모든 담당자는 특히 체액 혹은 부상에 접촉한 후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함

! 혈액 혹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체액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시에는 보호 장갑 및 보호 의복

이 활용되어야 함

! 폐기물, 주사바늘, 다른 날카로운 기구를 안전하게 다루고 처리할 뿐 아니라, 환자들 간 의

료 기구를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 

 충분한 WASH 시설 및 보편적 예방책을 위한 충분한 장비가 모든 보건 시설, 심지

어 소규모 보건 구역에서도 필수적이다.

 보건 서비스는 유연해야 한다. 만약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치료 요법에 대한 수요

는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 체계 수준 직위 직원 확보 수준

커뮤니티 수준의 

구제 활동

지역 보건 요원 인구 500~1,000명 당 한 명

전통적인 조산사(Traditional 

Birth Attendant, TBA)

인구 2,000명 당 한 명

감독관 지역 보건 요원/전통적인 조산사 

10명 당 한 명

선임 감독관 한 명

주변 보건 시설

인구 약 만 명 당 

한 곳

전체 직원 두 명에서 다섯 명

자격을 갖춘 보건 요원 하루 한 담당자 당 최대 50회 진찰을 

기준으로 한 명 이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 경구 수분 보충 요법, 상처 붕대 치료, 

등록, 행정 등을 위해 적어도 한 명

중앙 보건 시설

인구 약 5만 명 당 

한 곳

자격을 갖춘 보건 요원 최소 다섯 명, 하루 한 담당자 당 최대 

50회 진찰(외래 환자), 한 근무조(shift) 

의 한 담당자 당 20~30개의 병상

(입원 환자 치료)

조산사 한 명 이상

의사 한 명 이상

실험실 기술자 한 명 이상

약사 한 명 이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건 요원

경구 수분 보충 요법을 위해 한 명 이상, 

약국을 위해 한 명 이상, 상처 붕대 치료, 

주사 및 소독을 위해 한 명 이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 등록 및 치안

위탁 병원 가변적임

수술 기술을 가진 의사 한 명 이상

간호사 한 명 이상: 한 근무조 당 

20~30개의 병상

위 표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자격을 갖춘 보건 요원은 정식 훈련을 받은 진료 제공자로서 의

사 혹은 간호사, 의료 담당관, 의료 보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캠프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정식 훈련을 받은 의료진을 채용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정식 의료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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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특히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 훈련 받아야 한다. 사례 정의 및 

보건 정보 체계는 수용국의 해당 정의 및 체계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들이 불충분하거나 활용 

불가능하다면 현지 보건 당국과의 협력하에 이들 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표준 WHO 사례 정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보건소로부터의 일상적인 보고에 있어서, 보건 요원들은 연령(5세 미만과 5세 이상) 및 성별

로 분류된 질병의 진찰 횟수(이환율)와 사망자 수(사망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 보건 

시설 혹은 보건 구역, 현장 병원을 포함한 보건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 또한 캠프 내 활동하는 지역 보건 요원은 사망자 수는 제출해야 하나, 환자의 수는 제출하

지 않는다. 이 담당자들이 이들 환자를 적절한 보건 시설로 위탁하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 요

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사망자 수는 해당 구역 내 보건 구역 통계에 기여한다. 

 사망자 수 중복을 피해야 한다. 보건 시설에서 사망하는 개인들은 해당 시설에서 작

성하는 일반 보고에 기록되어야 한다. 지역 보건 요원은 같은 사망자에 대하여 해당 커

뮤니티의 자신들의 기록에 중복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  주간 이환율 및 사망률 감시 양식의 예에 관해서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이환율 및 사망률 감시 양식에서는 설사 혈변, 급성 수인성 설사, 콜레라 의심 증상, 하기도 감

염(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홍역, 뇌수막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

능성이 높은 질병이 강조되어야 한다.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경고 한

계점(alert threshold)이 마련되어야 하며, 캠프 내 모든 보건 활동 단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지정된 보건 요원 한 명이 매일 하루의 마지막에 모든 진찰을 집계해야 한다. 경고 한계점에 

도달했을 시에는, 이 지정된 담당자가 주관 보건 기관에 집단 발병 주의 보고를 시작한다. 전

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보고 시에는 그 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집

단 발병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면 캠프 내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경고 한계점 및 집단 발병 보고 양식의 예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물류와 공급

캠프 초기 평가 동안, 모든 사용 가능한 의료 물품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자원이 

캠프 주민의 보건 필요에 비해 불충분하고, 추가적인 자원을 지역정부 당국 혹은 다른 보건 활

동 단체로부터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WHO의 ‘새로운 응급처치 키트(New Emergency 

Kit)’를 WHO 혹은 UNHCR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키트에는 3개월 동안 만 명

에게 제공할 필수적인 의약품과 주요 보건 의료 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또한 

다양한 생식 보건 필요 사항별 12가지의 미리 포장된 키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키

트는 단기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캠프 내 모든 보건 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정기적인 필수 의약품 및 의료 용품 공급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 시설 부지 계획, 감염 통제, 후송, 저온 유통 유지, 의료 용품 저장/약국 문제 또한 의료 

서비스 체계 계획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응급처치 키트”와 “유엔인구기금의 생식보건 키트(UNFPA Reproductive 

Health Kit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  “유엔보건기구의 성인 및 아동을 위한 필수 의약품 사례 목록(WHO’s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 for Adults and Children)”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툴 부분을 참

조하시오. 

보건 정보 체계 HEALTH INFORMATION SYSTEM (HIS) - 
전염병 및 보건 의료 서비스 모니터링과 감독

보건 정보 체계(HIS)는 의료 서비스가 시작되는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에는 세 가

지 방법이 있다:

! 주간 혹은 월간의 진찰 내용에 대한 일상적 보고 -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을 보고하는 경보 체계도 포함

! 집단 발병 조사 - 집단 발병이 의심될 때 특별히 수집

! 조사 - 일상적인 보고가 지연될 때 시행되거나 특정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 (예. 영양 조

사 혹은 예방 접종 가구 조사)

의료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고 진찰이 시행되는 즉시 일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

의 보건 사건 혹은 질병에 대한 사례 정의가 개발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 요원은 그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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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망률 기준(5세 미만 조사망률은 보통 조사망률의 두 배):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 내 평균 비율  사망자 0.5명/10,000명/일

구호 프로그램: 통제됨 <사망자 1.0명/10,000명/일

구호 프로그램: 매우 심각한 상황 >사망자 1.0명/10,000명/일

비상사태: 통제되지 않음 >사망자 2.0명/10,000명/일

주요 대참사 >사망자 5.0명/10,000명/일

만약 기준 조사망률이 알려졌고 (보통 캠프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음), 그 수치가 조사망

률 기준보다 두 배일 경우 이는 심각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이며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Sphere 기준은 권고한다.

보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환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환자, 환자의 과거 기록, 상태, 치

료, 예후에 대한 모든 정보는 환자, 보건 제공자, 감독관 사이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 환자의 

허락 없이 어떤 직원도 환자의 정보를 환자 치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람과 공유해

서는 안 된다. 비상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환자 및 환자 정보 기밀성 유지에 대

한 훈련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종 이는 실행되지 못한다. 만약 비상 상황에

서 이 훈련이 이미 시행되지 않았다면,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서 모든 보건 직원이 적절한 기밀

성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캠프 관리 기관 및/혹은 주관 보건 기관이 맡은 책임이다. 

의료 서비스 담당자는 또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자물쇠가 있는 찬장, 제대로 된 표지가 있는 등록부, 비공개 진찰을 위한 진찰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집단 발병 조사

집단 발병에 대한 보고와 경고는 보통 캠프 환경에서 빈번한 일이지만, 주관 보건 기관 혹은 

지정된 집단 발병 대응팀은 각각의 모든 보고에 대해 에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진단은 해당 

질병 및 정황에 따라 실험 검사 혹은 임상 프레젠테이션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  집단 발병 조사 양식 예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전염병에는 종종 어떤 패턴이 있다. 환자의 수가 집단 발생 초기에는 적다가 점점 많아져서 최

고조에 이른 다음, 점점 소멸된다. 그러나 항상 이 패턴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집단 발병이 선

포되고 난 후, 주관 보건 기관은 매일 혹은 주간으로 해당 질병의 환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건 정보 체계는 이행하기에 간단하고 용이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보건 

활동 단체에서 활용하지도 않을 정보를 수집하지는 말아야 한다. 극도로 복잡하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보건 정보 양식은 보건 제공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장

한다.

매주 혹은 매월 마지막에 캠프 내 각각의 보건 시설에서 수집한 정보는 주관 보건 기관에 의해 

취합되어 캠프 관리 기관 및 모든 관련 활동 단체에 유포된다. 이 정보는 그 다음주 혹은 다음

달 보건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며, 다음과 같은 최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조사망률 = (해당 기간 내 전체 사망자 수/전체 인구) × (10,000/해당 기간 내 일 수)

! 5세 미만 사망률 = (해당 기간 내 전체 5세 미만 사망자 수/전체 5세 미만 아동 수) ×

(10,000/해당 기간 내 일수)

! 특정 원인 사망률 = 해당 기간 내 특정 원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같은 해당 기간 내 

전체 인구 수 

! 발생률 정의: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인구 내 발생하는 해당 질병의 

새로운 환자수 

! 발생률 = (해당 기간 내 특정 질병으로 인한 새로운 환자 수/해당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인구) × (1,000명/해당 기간 개월 수)

! 보건 시설 활용률 = (일주일 동안 보건 시설 방문 전체 횟수/전체 인구) × 52주

! 하루 의료진 한 명 당 진찰 횟수 = (전체 진찰 횟수(신규 및 재진)/보건 시설 내 상근직에 

상당하는 의료진의 수)/일주일에 보건 시설이 운영되는 날의 수

상근직에 해당하는 의료진이란 시간제에 맞춘 보건 시설 내 의료진의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진료소에 10명의 상근 직원과 2명의 반일 직원이 있다면, 상근직에 상당하는 의료진은 

10명(상근 직원) + 1명(2명의 반일 직원이 1명의 상근 직원으로 계산된 것) = 총 11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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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혈액이 섞이지 않은 설사는 보통 적절한 수분 보충 요법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캠프 상황

에서는 세균성 이질 및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직원에게 이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의 정의는 24시간 안에 비정상적으로 묽은 변 혹은 액체 변을 세 번 이상 보는 

것이다.

세균성 이질(세균성 적리(bacillary dysentery)로도 알려져 있음)은 급성 세균성 질병으로 대

장 및 소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질환의 가장 심각한 형태 및 캠프 환경 내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세균성 이질(Shigella dysenteriae) 제1유형(Sd1)으로서, 급성 설사 혈변이 그 증

상이다. 오염된 식품 및 물을 통해 인간간 접촉으로 전염이 발생하며 매우 전염성이 높다. 신

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 사망률은 최대 10%이다. 

Sd1이 의심될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은 보건 요원으로 하여금 먼저 대변 샘플에 혈액이 있는지

를 확인하게 하고, 집단 발병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주관 보건 기관 혹은 집단 발병 팀에 보고

하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실험 확인과 항균성 민감도 시험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위탁 실험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치료 혹은 통제 

활동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효과적인 항균제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고위험군 환자

가 우선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고휘험군 환자에는 다음 집단이 포함된다: 

! 5세 미만의 아동, 특히 유아(2세 미만의 아동)

! 중증 영양실조 아동과 지난 6주간 홍역을 앓았던 아동

! 영양실조가 확실한 나이가 더 많은 아동 그리고 성인

! 중증 탈수 증세를 보이는 환자, 혹은 경련 증세가 있었거나 처음 발견되었을 때 심각하게 

아팠던 환자

!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

▶▶  세균성 이질 제1유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을 참조하시오.

야 한다. 이 그래프의 세로 축에는 ‘환자 수’를 쓰고 가로 축에는 해당 기간의 ‘일 수’ 혹은 ‘주 

수’를 써야 한다. 그래프 선 해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향후 해당 전염병에 대

한 암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적절하게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전염병 그래프 

선의 의미는 캠프 내 모든 보건 활동 단체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전염병 및 유행병의 통제

집단 발병 대응

집단 발병이 선포되면 주관 보건 기관은 캠프 관리 기관과의 조정하에 전염병 비상사태대책을 

시작해야 한다. 높은 이환율 및 사망률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전염병에 대응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관 보건 기관은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상사태대책을 마련

해 놓아야 한다. 비상사태대책에는 백신 및 용품 재고 (예. 정맥 주사, 특정 항균제 [세균감염

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치료］ 등) 확인 뿐 아니라, 캠프 내 모든 활동 단체 및 이들의 사용 가능

한 용품 및 인력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는 일이 포함된다. 적극적/수동적 환자 찾기 활동 및 적

절한 보고 절차에 대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캠프 내 우선적인 전염병 및 특

히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표준 치료 계획이 

모든 보건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료 계획은 현지 보건 당국과 조율되거나 혹은 

WHO 지침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모든 보건 활동 단체가 합의해야 한다. 

발진티푸스, 회귀열, 결핵, 장티푸스, 황열병, 수막염구균성수막염, 간염과 같은 많은 전염병이 

캠프 환경에서 나타난다. 비상상황 단계에서 이러한 질병들의 특정 원인 사망률은 보통 미미

하기 때문에, 경고 한계점이 도달되는 경우에 가서야 그 대응이 나타난다. 비상상황 이후 단계

에서 위에서 언급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서비스는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다. 다음은 

비상상황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인 전염병에 대한 개요 및 그 적절한 사례관리와 집

단 발병 대응에 대한 내용이다. 

설사병

설사병은 캠프 환경에서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캠프 상황에서 설사병은 비상사태의 

극심한 단계에서 40%가 넘는 사망의 원인이 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깨끗한 물, 충분한 수의 화장실, 비누 배급, 개

인위생 교육, 식품 안전 및 모유 수유 증진 등이 가능하면 빨리 이행되어야 한다. 합병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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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발병 조사 전략, 격리 센터의 설계 및 구축, 콜레라 센터 내 필수 규칙, 소독 준비 및 

치료 수요 계산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에서 참조하시오. 

 상거래 및 이동의 제한은 콜레라 확산을 예방하지 못하며 불필요하다.

급성 호흡기 감염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ARIs)

상기도(upper respiratory tract)의 급성 호흡기 감염에는 일반적인 감기가 포함되며, 하기도

(lower respiratory tract)의 급성 호흡기 감염에는 폐렴이 포함된다. 하기도 급성 호흡기 감

염(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LRTIs)은 캠프 상황에서 질병 및 사망의 주요 원

인이다. 그러므로 캠프 관리 기관은 훈련받은 보건 요원이 폐렴의 징후와 증상을 인식하고, 환

자를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진단 혹은 치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보건 요원은 

기침 및/혹은 호흡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아동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건 구역으로 위

탁하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WHO는 하기도 급성 호흡기 감염의 적절한 사례 관리를 위해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영양실조의 징후가 평가되어야 한다. 영양실조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 중증 영양실조 아동은 위탁 병원에 입원 치료를 위해 위탁되어야 한다.

! 페렴 관리는 항균제 치료 요법으로 구성되나, 항균제 선택은 국내 치료 요법 및 사용 가능

한 의약품에 의존한다. 

! 만약 현지 보건 당국 혹은 보건부에 사용 가능한 치료 계획 혹은 의약품이 없다면, 대부분

의 경우, 경구 코트리목사졸(oral cotrimoxazole, 항생제의 일종)이 사용될 수 있다. 중증 

폐렴의 경우, 페니실린 혹은 암피시린(ampicillin),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등의 

주사형 항생제가 사용될 수 있다. 

! 탈수를 막기 위한 경구 수액,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영양공급, 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추위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부가적인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  WHO의 호흡기 감염을 위한 진단 및 관리 임상 치료 계획의 예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홍역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감염으로서 호흡기 비말(respiratory droplet)을 통해 

인간간에 전염되며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다. 홍역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폐렴, 설사, 영양실조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는 급성 세균성 질환으로서 다량의 수성 설사를 유발하며 

때로 분출성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만약 콜레라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면, 다량의 

수분 및 나트륨 손실로 인해 중증 탈수 증세가 이어지며 몇 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다. 전염 경

로는 대변에서 경구를 통해 전염되며 종종 오염된 식품 혹은 물을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위생 상황이 열악하고 생활 공간이 밀집된 캠프 환경에서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

한 콜레라 집단 발병으로 인해 환자 사망률이 40%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자 사

망률을 보고한 캠프의 예로는 1994년 콩고민주공화국(당시 자이르(Zaire))의 여러 난

민 캠프가 있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모든 보건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콜레라를 의심하도록 훈련 받게 해야 

한다. 

! 5세가 넘는 환자가 급성 수성 설사(보통 구토와 동반)로 인하여 중증의 탈수 증세를 호소

할 때

! 콜레라 집단 발병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2세 이상의 환자라도 급성 수성 설사를 호소할 때

콜레라는 환자의 90%가 증상이 없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는 보균자가 대변에 세균을 활발하

게 퍼트리게 된다. 비브리오 콜레라에 감염된 이들의 약 20%가 급성 수성 설사를 앓게 되고 

약 10~20%가 구토를 동반하는 중증 수성 설사를 앓게 된다. 잠복기가 2시간에서 5일로 극

도로 짧기 때문에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한 명의 콜레라 확진 환자는 집단 발병

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사례 관리를 위해 콜레라 치료 센터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캠프 내에서 콜레라가 의심되면, 조기 발견, 환자 확정, 적절한 치료, 환자 격리, 위

생 메시지 유포 등을 통해 콜레라 세균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콜레라 사례 관리에는 응급수액(oral rehydration salt) 및/혹은 정맥 주사를 통해 수분을 공

급하는 치료가 포함된다. 항균제의 사용은 콜레라 치료에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중증의 환자

에게나 혹은 병상 점유율이나 정맥 주사의 재고가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시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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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의 비상 상황에서는 말라리아에 대한 실험실 진단은 보통 실현 불가능

하며, 말라리아 진단과 치료는 캠프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위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임상적 증

상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말라리아 집단 발병이 일어나서 사례 

임상 진단이 수용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험실 서비스가 구축된 즉시 진단이 확정 내려져야 

한다. 속성 진단 검사는 비용은 비싸지만 적절한 실험실 서비스가 구축되기 이전의 비상 상황

에서 말라리아 위험이 낮은 지역 혹은 계절에 말라리아 환자를 확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는 캠프 지역 내 현재 약제 내성 패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행되어

야 한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캠프 상황에서는 아르테미시닌(artemesinin, ACT) 

혼합 약물 제재가 권고된다. 이 혼합 제재는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이 일차적 치료제로 쓰

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빠르게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해당 현지 보건 당국에

서 ACT를 일차적 치료제로 쓰지 않고, 그들이 권고하는 일차적 약제에 대해 최근 효능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ACT가 권고된다. 현지 보건 당국과의 조정이 중요하며, ACT를 캠

프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말라리아 치료 실패율과 환자 

사망률이 높다면, 주관 보건 기관 및/혹은 캠프 관리 기관이 부문별/클러스터 주관기관과 함

께 해당 현지 보건 당국에 대해 약제 요법 변화를 지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항말라리아 약제 내성 및 검사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툴을 참조하시오. 

비상사태에서 가장 우선적인 보건 사항은 말라리아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기가 무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방법 (예시.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위의 우선 사항이 먼저 달성되고 난 후에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캠프 내에 커뮤니티가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배급하는 것은 캠프 거주민들이 모기장

을 사용하는 데 이미 익숙한 경우에만 권고한다. 질병 매개체 통제 활동과 모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용품의 확대 배급뿐만 아니라 빈혈 및 저체중아를 방지하기 위한 임

신 동안의 간헐적 예방 치료(Intermittent Preventive Treatment, IPT)가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 권고된다. 간헐적 예방 치료는 임신 기간 내내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산모에게 항말라리아 약 1회 복용량을 주는 것을 말한다. 

▶▶  WHO의 설사, 호흡기 감염, 홍역, 열병, 다른 전염병 및 비전염병 치료 지침의 사례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와 같은 공존 이환(co-morbidity, 한 환자가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질환을 동시에 앓는 상태)

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조기 위탁 및 사례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 요원에게 홍역 초기 증상

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높은 열, 기침, 충혈된 눈, 콧물, 코플릭 반점

(Koplik spot, 홍역 환자의 뺨 점막과 입술에 나타나는 작은 하얀 반점)이 홍역의 초기 징후 및 

증세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귀 뒤와 머리 선을 따라 난 붉은 얼룩덜룩한 발진이 온 몸에 퍼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초기 징후 및 증세가 발견된 모든 사람은 증상관리를 위해 가장 가까

운 보건 시설로 위탁되어야 하며, 선택적 영양보충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상사태에서 환자를 격리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 

말라리아

‘말라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네 가지 종류의 해충에 의한 질병이 인간에게 발생하지만, 열대열

원충(Plasmodium falciparum)이 공중 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

프리카에서 캠프를 관리할 때 중요하다. WHO의 추정에 따르면, 매해 3억 명의 말라리아 환

자가 발생하며 그 중에서 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9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 질병은 암컷 학질(Anopheles) 모기에 물려 전염되고, 이 모기는 

주로 밤에 공격한다. 비상사태에서 쓰이는 단순화된 사례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합병증을 수반하지 않는 말라리아: 열병이 있거나 혹은 지난 48시간 동안 열병이 났던 환

자로서, 열병의 여타 명확한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두통이나 요통, 오한, 메스꺼움, 구토, 

설사, 근육통의 증상이 수반 혹은 수반되지 않는 환자. 말라리아 위험이 높은 지역 혹은 계

절에는 열병이 있거나 혹은 열병을 앓은 적이 있는 5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말라리아 환자

로 구분되어야 한다. 말라리아 위험이 낮은 지역 혹은 계절에는 열병이 있거나 혹은 열병을 

앓은 적이 있는 아동은 콧물이 나지 않거나 (콧물이 나는 것은 급성 호흡기 감염의 징후), 

홍역이 아니거나, 혹은 폐렴이나 인후염과 같은 열병의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만 말라

리아 환자로 구분되고, 항말라리아약을 제공받는다.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는 기생충학적 

확인(parasitological confirmation)이 권고된다. 

! 중증 말라리아: 합병증이 수반되지 않는 말라리아이지만 방향 감각 상실, 경련, 의식 소실

과 같은 신경학적 징후 및/혹은 중증 빈혈, 황달, 자연 출혈, 폐부종 및/혹은 쇼크 등과 관

련이 있는 열병과 증상

▶▶  비상사태의 말라리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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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인 HIV 검사는 인권 침해이며 공중 보건상으로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 자발

적인 HIV 검사 및 상담(voluntary HIV testing and counseling, VCT)은 캠프 내에

서 시행될 수 있으나, 비상 상황 동안 우선적인 조치는 아니다.

비상사태 이후 단계 동안의 HIV 서비스는 HIV 전염 예방뿐 아니라 HIV 보균자 및 AIDS 환

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지원, 보살핌,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더욱 포괄적인 조치로 확대

되어야 한다. 이들 조치에는 다음을 위한 서비스 혹은 전략이 포함된다. 성차별 폭력 예방, 사

후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 병원균에 노출된 직후 그 병원균에 의한 감염 및 

병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법) 제공, 고위험군에 정보-교육-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공, 자발적 상담 및 검사, HIV 모자감염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고통 완화 처

치(palliative) 및 가정 기반의 지원 및 보살핌이 AIDS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IV 보균

자를 위한 다른 보살핌 및 치료 조치에는 기회 감염의 예방 및 치료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antiretroviral therapy)가 포함된다. 

▶▶  자세한 정보는 필독자료 및 참고문헌 부분의 WHO 전염병 국가별 『툴킷』을 참조하시오. 

생식 보건

생식 보건(Reproductive Health, RH) 서비스는 캠프 환경에서 일차적 의료 서비스의 필수

적인 부분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난민/국내이재민 가임 연령 여

성의 사망 및 질병의 주요 원인인 임신 및 출산 합병증을 극복할 수 있다. 캠프 내 비상 상황에

서 생식 보건 대응이 필요하다. 

훈련받은 직원에 의해 제공되는 양질의 생식 보건 서비스가 캠프 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지

만, 그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몫이다. 생식 보건 서비스는 한 개인의 삶의 

아주 개인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므로, 이 서비스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캠프 주민의 

종교적,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편

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고무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최

소의 생식 보건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캠프 내 모든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련 문제와 정보를 보건 조정 회의에 회부하기 위해 생식 

보건 책임자/책임 기관이 확인되어야 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HIV/AIDS의 취약성은 비상사태 동안에 더욱 심화된다.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적 기준은 약화

될 수 있고, 가정의 파편화는 안정적 관계를 위협한다. 이재이주는 서로 다른 HIV 유병률을 가

진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게 할 수 있다. 보건 체계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보편적 예방책 물

품 혹은 콘돔과 같은 HIV 예방을 위한 물자가 불충분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전쟁 부상자가 도

착하는 캠프에서는 HIV 감염이 수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HIV 감염의 네 가지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감염된 파트너와의 성교, 특히 성병이 있는 경우 

! 오염된 주사바늘(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주사)

! 감염된 혈액 혹은 혈액 제재의 수혈

! 임신 및 진통, 출산 혹은 모유수유 동안의 모자감염

캠프 관리 기관은 위기 동안의 HIV/AIDS에 대한 대응이 다양한 부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주관 보건 기관은 캠프 관리 기관과 협력하에 HIV 감염 완화를 위해 해당 캠프 내 보

건 서비스 기관이 최소한의 일련의 개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장해야 한다. 즉각적

인 위기라는 맥락을 떠나, HIV/AIDS는 해당 환자의 삶과 상황, 그리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

향을 준다. 

유엔에이즈계획(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지침에 따라, 보

건 분야로부터의 HIV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 개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한 혈액 공급 (수혈 전에 혈액에 대한 HIV 검사를 시행) 및 모든 불필요한 수혈을 피함

! 보편적 예방책을 준수

! 기본적인 HIV 교육 자료 제공

! 양질의 콘돔을 신속 초기 평가를 통해 확인된 적절한 경로를 통해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제공 

! 증후군적(syndromic) 성병 치료 (증후군적 접근 방식은 실험실 확인이 필요 없이 징후와 

증상에 따라 성병을 치료) 제공

! 성차별 폭력의 결과를 관리

! 안전한 출산을 보장



522  캠프 관리 툴킷 | 제16장 의료 서비스와 보건 교육   캠프 관리 툴킷 | 제16장 의료 서비스와 보건 교육  523

정신 건강과 심리 사회적 지원

캠프에 도착하는 난민 혹은 국내이재민은 정신적 외상을 자주 겪으며 살아왔고, 여전히 이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캠프에 도착한 후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생활과 전통적인 역할의 상실은 

또 다른 견뎌야 할 고난일 수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신 병리학적 건강 기록을 보여줄 수도 있

다.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간에는 구분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조치를 필요로 한다. 

최근의 사태 혹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징

후 및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불안 장애 혹은 우울 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분노 혹은 폭력적인 

행동, 약물 혹은 알코올 남용, 편집증, 히스테리, 불면증이 이에 해당한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

는 사람들도 위와 비슷한 징후 혹은 증세를 호소할 수 있으며, 심리 사회적 예방 조치를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통 그들의 질환은 더욱 의료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

다. 심리 사회적 조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근의 사

태 혹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심리 사회적 지원은 범분야적인 요인으로서 캠프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난민/국내이재민 상황의 비상 상황에서 보건 부문의 최소 대응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비상사태에서 정신 건강 지원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보건 체계 역량

을 강화한다.

! 특정한 심리, 사회적 고려 사항 (예. 조용한 공간 제공)을 포함한다. 또한 일반적인 의료 서

비스 제공 및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후 급성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인과 청소년들이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공통적인 관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한다.

! 알코올과 다른 약물 남용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운다.

기존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치료

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전에 정신 병원에서 생활했던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

인 필요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전략을 착수해야 한다. 

정신 건강 지원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은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서 확대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은 사항이 권고된다: 

! 캠프 내 모든 산모, 조산사, 산파가 확인되고 ‘청결한 출산 키트(Clean Delivery Kit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1㎡의 플라스틱 시트 1장, 비누 1개, 면도날 1개, 줄 1개, 삽화로 

이루어진 안내서 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키트 여러 세트가 조산사와 산파에게 제공되

어야 하며, 필요할 때 이를 보충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 시설 및 훈련받은 조산사

는 WHO의 ‘새로운 비상사태 보건 키트(New Emergency Health Kit)’를 활용한 전문

적인 조산사의 출산을 돕는 용품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산과적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 후송을 위해 위탁 시설 및 교통편이 확인되어야 한다.

! 성차별 폭력 생존자에게 보건 시설을 통해 응급 피임약 등 의료적 대응이 적절하게 제공되

어야 한다. (WHO의 ‘새로운 비상사태 키트’에 소량이 있다)

! 커뮤니티 지도자, 산모, 조산사, 지역 보건 요원은 커뮤니티에 위탁이 필요한 징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실현 가능해 지는 대로 출산 전, 출산 시, 산후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러한 서비스에는 가족 계획 서비스, 성병 서비스, 예방 접종(파상풍 톡소이드), 육아 상담 진료

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적 생식 보건의 목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모든 산모가 산전 관리, 보건 교육, 임신 합병증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 

적어도 4회 산전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한다. 

! 모든 여성이 숙련된 보건 요원에 의해 깨끗하고 안전한 출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후 관리를 제공한다.

! 조기 완전 모유 수유 (생후 6개월까지) 및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후 2년까지)를 장려 및 

보호, 지원한다.

! 모든 여성이 가정 방문을 통해 기본적인 산후 관리를 받도록 한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위탁 

지원을 받는다. 

! 자연 유산 혹은 인공 유산의 합병증을 관리하고 위험한 낙태 발생을 줄인다.

! 필요 시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보편적 예방책을 통해 HIV 감염을 예방한다.

! HIV 모자감염예방(Prevention of Mother-To-Child Transmission, PMTCT)을 제공

한다.

! 성병 및 HIV/AIDS의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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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서 보건 메시지는 캠프 내에서 이행되는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와 일

치하는 각종 메시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

▶▶  보건 의사 소통 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현장 안내는 툴 부분을 참조하시오. 

 우간다 북부의 한 국내이재민 캠프는 콜레라 집단 발병을 경험했다. 캠프 관리 기관

은 거주민들에게 상류에 배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에서 물을 긷지 말 것을 조언했고, 

강물이 대변에 오염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염소 처리된 보어 홀에서 얻는 물의 양

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캠프 거주민은 계속해서 강에서 물을 길어왔다. 지역 보건 요

원들이 강물의 오염에 대해 거주민들을 교육했고, 보건 교육 구제 활동을 시작했다. 거

주민들은 계속해서 강물을 길어왔으며, 캠프 관리 기관이 다른 캠프에서의 집단 발병으

로 인해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지역 보건 요원들이 강물을 길어오는 거주민들을 구타

하고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 캠프 환경에서의 보건 교육은 캠프 관리 기관 혹은 보건 기

관들이 적절하게 구제 활동을 감독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캠프 폐쇄 시 보건의 우선 사항

캠프의 폐쇄는 복잡하며 모든 부문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계획 단계에서 활동을 조정하는 

보건 기관들은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높은 사망률의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는 캠프를 계속 열어둘 근거를 제공한다. 캠프가 폐쇄

되어 바깥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이동하면 질병은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거주

민들은 전염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보건 시설 이용률 및 캠프 내에 남은 전체 인구는 보건 시설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의 지표가 된다. (예. 입원 환자 병상 및 구제 활동의 수를 줄임)

! 모든 캠프 거주민이 떠날 때까지는 의료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보통 캠프에 마지

막으로 남는 이들, 예를 들어 출산으로 인해 남은 여성, 영양실조 아동, 노인들이 가장 높은 

보건 필요를 가지고 있다. 

캠프 주민들은 캠프를 떠나면서 그들이 이용 가능한 보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캠

프 관리 기관/주관 보건 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해당 주민들이 귀환할 지역

에 있는 보건 당국과 조정을 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해당 거주민들이 캠프를 떠나기 전에 

!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정부의 정신 건강 정책과 입법을 지지한다.

! 일반적 의료 서비스 및 커뮤니티 기반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통해 비상사태와 관련된 정신

질환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정신 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치료법을 개발한다.

! 새로 구축된 정신 건강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적, 토착적, 전통적 보건 체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와 적절하게 협력한다. 

! 지역 보건 체계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적절히 지속하고 확대한다. 

!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정신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캠프 내에 있는 동

안 커뮤니티 기반의 보살핌 및 적절한 대안적 생활 환경에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 교육

캠프 내 모든 거주민은 보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 자신 및 아이

들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노소 모두 어떻게 신체가 기능하는지, 

또한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보건 정보의 유

포는 보통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캠프 내 첫 활동과 함께 착수되어야 한다. 

보건 교육은 주로 커뮤니티 기반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지만, 개인이 보건 체계와 접

촉하는 것이 모두 보건 정보 배포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캠프 내 보건 교육은 특정 정황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민의 건강을 위한 행동 및 

개인적인 건강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 메시지와 자료는 현지 언어로 작성하고,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거주민을 위한 선택안도 

있어야 한다.

! 제공되는 정보는 캠프 내 우선적인 질병, 이들 질병에 대한 주요 보건 위험, 보건 서비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위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동 장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유아 및 아동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보살피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영

양실조와 질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주관 보건 기관/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일관적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 교육 메시지를 조정해야 한다. 

!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 메시지가 대상 청중 및 그 메시지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효과성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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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건 서비스 이행, 퇴거 전략, 기

존의 보건 시설에서 이미 제공되는 지원의 범위에 대한 역할과 책임사항을 설명하는 양

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현지 보건 당국과 맺도록 한다. 

 보건 서비스는 각종 기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지 보건 당국과 함께 정보 공유 및 정기

적인 회의를 통해 조정된다. 

보건 평가

 신속 보건 평가는 첫 캠프 거주민들이 도착한 지 3일 이내에 완료된다. 평가를 시행하는 

이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고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배경 혹은 다른 타협적 

관계 등을 갖고 있지 않다. 

 신속한 보건 평가의 결과가 보건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캠프 내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그들의 활동이 무

엇인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등의 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의료 서비스 전략을 이끌어 가기 위한 초기 보건 평가 이후, 해당 상황에 초점을 맞춘, 포

괄적인 평가가 1주에서 3주 내에 반복된다. 평가는 이후 필요 시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예방 접종

 여러 기관 및 국가 당국이 함께 캠프 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잘 모니터링 된 대규모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을 조직한다. 

 다른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인, 예를 들어 황열병 및/혹은 박테리아성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 

거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캠프 주민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더욱 어렵고, 이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출발 전에 건강 검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귀환이 계획되지 않고 일어나는 캠프에서는 이것

이 어려울 수 있다. 검진 가능 시, 정보 캠페인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건강 검진은 주

민들이 캠프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혹은 귀환 지역에 보고하기 위해 기밀 건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 건강 검진의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

함된다: 

! 영양실조 환자와 같이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위한 교육, 위탁 및 올바른 관리 

!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 귀환 결정에 따른 결과, 귀환 중 혹은 귀환 후 이용 가능한 프

로그램(예. 귀환 장소로 데려갈 특별 차량 혹은 귀환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양공급 프

로그램)에 대한 인식

! 귀환 지역에서 특정 보건 서비스로 위탁되어야 할 거주민의 확인. 확인된 각 거주민에게 위

탁 서한이 귀환 지역의 언어로 발급되어야 함

! 예방 접종을 위해 위탁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확인 (캠프에서 홍역 또는 예방 접종 확대 프

로그램을 시작했을 경우)

캠프가 폐쇄되는 동안, 의료 기록 기밀성 보장 및 오래되거나 원치 않는 자료가 폐기되도록 보

장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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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예방책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용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보건 기관의 이에 대

한 훈련이 감독 받는다. 

 캠프 내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전체적인 공급 및 수송 체계 지원이 이루어 진다. 만

약 자원이 불충분하다면 CCCM 클러스터/보건 클러스터를 통한 지원을 위한 애드보커

시가 존재한다. 

보건 정보 체계

 캠프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와의 효과적인 보건 정보 관리 및 조정 시스템 구축이 보장

된다. 

 일상 보고 양식,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식별, 경고 한계점, 집단 발병 

보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 모든 보건 기관을 훈련하는 것이 지원받는다. 

전염병 및 유행병 통제

 질병 집단 발병 대응을 조정할 보건 기관 한 곳이 지명된다. 표본 확인을 위한 위탁 실험

실을 확인하고, 전염병 비상사태대책을 유지 및 유포함으로써 집단 발병 대응 계획이 이

루어진다. 비상사태대책에는 사전 배치된 재고와 집단발병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자

원의 요약된 정보가 포함된다.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서 우선적인 전염병(설사병, 급성 호흡기 감염, 홍역, 말라리아)을 

위한 기준 및 임상적 치료 계획이 개발되고 유포되며, 그 범위는 해당  상황에 특정적인 

모든 질병으로 확대된다. 증거에 기반한 치료가 지지된다. 

 전염병의 임상적 정의, 진단, 치료를 위해 합의된 지침을 이용하여 모든 보건 기관을 훈

련하도록 보장된다. 

 비상사태 이후 단계에서는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그들을 위한 지

원, 보살핌,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까지 포함되며, 뿐만 아니라 HIV 감염 예방 및 HIV 

서비스 인식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포괄적 정보 캠페인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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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의료 서비스 전략이 마련되는 즉시 정기 예방 접종(EPIs, 예방 접종 확대 프로그램)

이 캠프 내 전체 의료 서비스 전략의 일부로서 구축된다. 

영양

 캠프 주민의 급성 영양실조의 정도를 양으로 나타내기 위해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아동에 대한 영양 조사가 착수된다. 영양실조 비율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적

인 영양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행된다. 

 캠프 내 모든 주민이 식량을 확보 받고, 열량 및 미량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적 혹은 선택적 영양 보충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일반 식량 배급

을 통해 모든 캠프 거주민들은 충분한 열량과 미량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보충식 

배급은 취약한 집단과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다.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아와 어린 아동에게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직원에게 훈련한다 (예. 출생 직후부터 생후 5개월까지의 유아에게는 완전 모유 

수유).

의료 서비스 체계

 캠프 내 보건 체계는 모든 차원에서의 치료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 된다.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합의된 공통 위탁 시스템을 보건 체계 내에서, 특히 위탁 병

원에 대해 활용한다.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현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혹은 만약 적절치 않다고 간주

되는 경우에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건 정책을 이행하고, 임상적 정의 및 진단 계획을 

활용하며, 필수적인 의약품을 처방한다. 

 현지 및 국제 직원의 채용, 훈련, 감독을 위한 기준 (예. 봉급과 성과보수에 관한 지침)이 

보장되고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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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환 지역의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는 가능할 시 조정되고 교환된다. 정보 캠

페인은 캠프 주민들에게 귀환 지역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착 후 이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캠프 주민들에게 검진 개입의 근거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건강 검진

을 위한 활동 및 조정된 정보 캠페인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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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보건

 단체 한 곳 혹은 개인 한 명이 캠프 내 생식 보건 대응의 중심점으로 확인된다. 

 생식 보건의 최소 패키지가 (단계에 따라) 모든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 가능하며, 

캠프 내 생식 보건 서비스가 감독된다. ‘청결한 출산 키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키

트가 배급되고, 전문 조산사의 출산을 돕기 위한 용품이 보건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산과

적 응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성차별 폭력의 결과가 예방되고 통제된다. 특히 성차별 폭력 생존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

을 이용할 수 있으며 캠프 주민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다. 

정신건강 지원 및 심리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 및 심리 사회적 지원에 대한 보건 대응이 지원받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함께, 주로 심리 사회적 

활동이 지원된다. 

보건 교육

 보건 기관들은 보건교육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

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보건 상황을 평가하고 대상 인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대상 주민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보건 교육 전략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해 평가 및 감독 활동이 계획된다. 

캠프 폐쇄 시 보건 문제

 캠프 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가 모든 캠프 거주민이 떠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보건 시설 이용률 및 캠프 내 남아 있는 전체 인구에 기반하여 보건 서비스의 계획적이고 

단계적 축소가 보장된다.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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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WHO case definitions

!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 for Adults and Children

! Z score reference values of WFH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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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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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of an initial rapid health assessment form

! Example of camp data collection format including health care (T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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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les, fever and other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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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outbreak investig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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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및 미래의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들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권은 모든 아동의 기본 권리이다. 교육은 또한 이재

민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대단히 중요하며, 이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고 귀환, 재정착 또는 통합 시 이들 사회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분쟁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의 파괴 및/또는 안전한 지역으로의 피난 필

요로 인해 아동 교육에 격차가 야기되는 것과 같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다. 종종 파괴되거나 

치안 불안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기도 한다.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이재이주 가

족들은 교과서를 구입하거나 수업료를 납부할 자원이 없다. 일부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는 

걸어서 등교하는 단순한 일 조차도 학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전투원들이 학교 

또는 교육 시설물을 공격 목표로 하는 경우에 더 위험해진다. 

 유네스코가 2008년 발행한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2008 

Education for All Monitoring Report)』에 따르면, 7,700만 명의 학령기 아동 중 학

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의 37%는 35개의 취약국, 분쟁국 또는 과거 분쟁이 발생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인도적 대응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엔새천년개

발목표 및 만인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이재이주 상황에서, 등교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보호 도구가 될 수 있다. 입학 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음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무장 세력에 의한 징집

! 성차별 폭력

! 아동 노동 및 아동 성매매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착취

캠프 학교에서 출석부를 기록하는 것은 상기 위험의 발생을 모니터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시

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학교 출석 자체가 교사 또는 급우에 의한 폭력 

및 학대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무장 세력이 커뮤니티의 사기를 저하하고 미성년 

전투원을 손쉽게 징집하기 위해 학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를 안전한 교육 환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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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을 “최소한 초등 및 기본 단계에서는” 무료이고 의무적이어야 할 

기본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캠프 관리 기관을 포함한 담당 인도적 지원 활동

가들은 캠프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거나 캠프 내에 학교를 설

립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되도록 협상할 의무가 있다. 

 ▶ 캠프 관리 기관 및 교육 서비스 제공자는 학부모-교사 협의회(Parent-Teacher 

Association) 또는 교육 위원회와 같은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의 설립과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 이 집단들은 교육 시설과 관련한 유지보수 활동은 물론이고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및 캠프 내의 교육 필요 조사에도 참여해야 한다. 

 ▶ 학교 부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캠프 학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확인할 사항에는 통학거리, 보호자 동

반 등, 하교, 허가된 통학로 및 적절하고 안전한 교내 위생 시설 및 훈련 센터 등이 포함

된다. 

 ▶ 학교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채용 기준은 다양성과 평등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교내에서 성적 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딸들의 등교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사

들이 성(性) 관련 문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훈련 및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 

 ▶ 캠프 학교에서는 미취학률 및 자퇴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교육 서비스 제공자는 주요 활

동가들과 협력하여 반복률, 교육 이수율 및 학위 취득률과 입학률, 출석률 및 자퇴율에 대

한 정기적인 모니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입학거부 및 자퇴 사유를 조사하고 면밀히 

모니터하며 후속조치를 취하여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 위험을 예방한다. 출석

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방안들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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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충 학년(catch-up year)으로 별도의 교육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할 수 있다. 

▶▶  교육에서의 기준 및 지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툴에 명시된 비상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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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역할과 책임

보통 캠프 내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 교육 당국이 학교 교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

한 책임을 진다. 보통 캠프 관리 기관은 학교 시설의 건축, 확장 또는 운영에 대해 책임은 없

지만 커뮤니티 동원 및 입학 옹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교육 서비스

가 국제 표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교육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핵심 역할을 이행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교육 제공자는 현지 당국 및 교육부 또는 교육 기관과 관계를 수립하거나 협약

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캠프 관리 기관이 교육 사항에 대해 현지 당국

을 옹호함으로써 이를 도울 수 있다. 

일부 상황에서, 캠프 관리 기관의 참여는 지역당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이재민 아동을 지역 교육 시스템에 허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 과거 교육에 대한 특정 서류를 요구한다.

! 높은 입학금 및/또는 수업료를 부과한다.

! 캠프 내의 학교 설립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들은 수용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외부 활동가들이 도착하기 전, 이재민 커뮤니티는 적절한 경우 근간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이미 조직했을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 및 교육 제공자가 이러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및 참

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 조성하고 학교 및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관련 사고를 모니터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캠프 학교는 다양한 캠프 인구 집단과 소통하고 다음 항목에 대한 생활 기술에 대한 강의

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 위생 증진 및 손 씻기의 중요성

! HIV/AIDS 관련 지식

! 지뢰제거활동 인식 

! 인권

! 수용 및 분쟁의 비폭력적 해결

많은 캠프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학생의 신체적 복지에 광범위한 공헌을 한다. 학교 

특별 급식 프로그램이 도입된 경우, 이 프로그램은 아동 발달의 중요한 단계에서 일반 식량 배

급을 보충한다. 상담 및 다른 치료적 요소를 포함하는 비상 교육은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정신

적 외상을 입을 아동들의 심리적 필요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심신의 발달에 공헌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분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과정을 완료하지 못 

하게 된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육과정 또는 시험을 반복하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최대한 빨리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 주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 부모

! 커뮤니티 지도자

! 학생 및 청소년 지도자

! 교사

! 교육 관련 NGO 또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

! 유엔난민기구, 클러스터 또는 다른 주관기관

! 유엔아동기금

! 교육부 및/또는 현지 당국

관련 학교 일정에 따라 학교 학년을 구성하고, 휴일에 보충 수업(catch-up classes)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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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놀이터, 주방 및 급식 센터 또는 담장을 짓는 것은 설립 초기의 우선 순위는 아닐 수 있지

만 최대한 빨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되어야 한다. 

▶▶  오락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툴의 “놀이터(Fields of Play)”를 참조하시오.

 학교 부지는 표시를 하거나 담을 치도록 한다. 학생 및 교사 외의 사람들이 화장실 

및 급수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위생 시설 및 안전 장비의 부족은 아동, 특

히 여학생의 자퇴를 야기할 수 있다.

현지 자재 및 기준

종종 정부는 학교 설립 및 가구 구비에 대한 복잡한 지침을 두고 있다. 가능한 경우, 캠프 학교 

시설을 지원을 제대로 받는 지역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수용 커뮤니티와 긴장 수

준을 낮추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진다. 

현지에서 입수 가능한 자재 또는 가구 사용이 권고된다. 현지 자재 구매 시, 환경 문제를 고려

해야 한다. 보통 큰 규모의 캠프 운영은 주변 지역의 나무 밀도에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 

교육 프로그램의 범분야적 측면

교육 분야에도 범분야적 연결이 존재 한다. 교육 제공자에 대한 지원자적인 역할에서, 캠프 관

리 기관은 일부 지침 및 특히 유용한 다른 분문과 관련된 지침 및 측면을 인지하며 캠프 내 교

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와 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육에서 소외되는 개별 아동 또는 

아동 집단과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캠프 내에서 범분야적 협조

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 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

!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치료 및 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보건 서비스 제공자 또

는 지역 의료원과 협력한다.

! 수혜자를 최대화 하기위해 학교에서 백신 캠페인 및 백신 주간을 시행한다. 

!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학생 및 교사가 캠프 내의 병원이나 보건소에

서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들의 수업 불참을 가능한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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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EF 및 UNHCR과 같은 유엔 기관 및 지역 교육부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제공하는 초기 지원에는: 초기 

필요 조사, 정책 지침, 학교 시설 및 부품 지원, 커리큘럼 동의 및 조정, 교사 파악 및 훈련, 교

사 월급 부담 및 인증 및 승인 보장 등이 포함된다.

 비상사태에서, UNICEF는 텐트, 교육 및 놀이 자료가 포함된 “학습도구 상자

(School in a Box)”라는 교육용 키트(Education Kits)를 자주 배포한다. 캠프 관리 기

구 또는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환경

이재이주 거주민이 수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캠프 아동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서 지역 학교 및 교육 시스템에 입학해야 한다. 학생수가 너무 많은 경우, 학교가 여러 시프트

(shift)로 운영하고 추가 임시 교실이 포함하여 건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이재민의 언어와 교육과정이 난민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대안은 캠

프 학교를 설립하거나 또는 지역 학교 건물에서 일반 수업 시간외에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교육 제공자와 함께 학교 및 훈련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캠프 구역 내의 부

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부지는 장애아동 및/또는 이동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

동들이 접근할 수 있고 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UNHCR은 5,000명 당 1학교와 교사 당 40명 이하의 학생 비율을 권고한다.

다음은 교내에 포함되어야 할 시설이다:

! 깨끗한 급수에 대한 별도의 접근

! 폐기물 처리 구역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 소년, 소녀 및 교사를 위한 분리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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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조사

! 교육과정 계획

! 인적 자원 지원 및 자격을 갖춘 교사 식별

!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 및 건설

!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흔히 이재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비상사태에

서도, 종종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는 존재한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계획, 유지,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정기 일정을 마련하면 

모든 집단간에 업무가 공정하게 배급되고 자산과 기능의 손상 시 특정한 한 집단이 비난 받지 

않도록 한다. 

교육 제공자와 협력하는 한편,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내의 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 요원은 캠프 인구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며 모든 연령대의 남

녀를 포함하도록 한다. 취약 아동이 학교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는지 또는 여학생의 출석이 만

족스러운 수준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일 수 있으며 관찰 및 인터뷰 기술

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커뮤니티와의 협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교육과정

학교의 교육과정은 개발 및 학습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갖춰야 하며 학문적 학습, 생활 기

술 및 문화와 심리적 초점과 스포츠 및 환경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고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아동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한 경우) 모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난

민 및 국내이재민 아동 모두에게 중요하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난민 상황과 이재민 

아동이 지역 학교 시스템에 통합될 수 없는 경우 특히나 어려울 수 있다. 수용 커뮤니티의 학

교 시스템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난민 아동이 귀환 후 용이하게 재통합될 수 있도록 고국

의 교육과정에 따라 캠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도록 한다. 그러나, 이재이주의 상황이 특히 

길어지고 수용 커뮤니티로의 통합이 이재이주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해결책인 경우 수용국

의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 학교 내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건강한 삶의 방

식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식품 및 비식량물품 배급:

! 교사들이 수업시간 이후에 그들의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는 학교에서의 책임에 

방해되지 않는 방안 수립한다.

! 자퇴율을 줄이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집단의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식 

프로그램 수립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급식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부재했을 경우 절대 

입학하지 않았을 소녀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모를 설득에 도움이 된다. 

물과 위생:

! 급수 시설 및 화장실을 비상 또는 임시 학교에도 설치: 학교는 항상 양질의 화장실을 구비

한다.

! 학교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특히 시골 거주민들과 일할 때 전시 효과

를 가질 수 있다.

! 교내에 좋은 위생 습관을 생활화하고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

! 적절한 폐기물 처리 및 교내 및 교실 청소와 같은 좋은 위생 관행 장려: 이런 방안은 또한 

아동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선도하는 데에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종교 단체:

! 수업 시간을 조화시키기 위해 종교 학교 및 이들의 수업 시간표 작성 시 협력하여 정부 또

는 캠프 학교와 종교 학교가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한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 지원하는 것은 표준화된 정부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

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커뮤니티 연계

캠프 커뮤니티의 참여는 교육 프로그램 계획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하다. 기존 커뮤니티는 학

부모 - 교사 협의회, 교육 위원회와 같은 기준 체계를 지지하거나 다른 비슷한 이니셔티브가 

다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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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과 청년들은 캠프에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극히 제한

적이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반사회적 활동에 이들의 에너지가 사용하

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다수의 분쟁 상황에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기의 소년은 무장 세

력 가입에 끌릴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기의 소녀는 성적 학대 또는 강요된 결

혼과 같은 증가된 위협에 노출된다. 

▶▶  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11장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보호를 참조

하시오.

성인 교육

캠프 상황에서 종종 성인인구의 1%는 문맹이다. 여성은 이재이주의 상황 이전에 교육 시스

템에서 소외되었을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아동 및 성인 학생은 다른 접근법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인도적 지원기관 또는 정부 기관이 가장 잘 도입할 

수 있은 특정 방법론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국어 및 수리 수업을 

마련한 경우, 수업의 주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권고된다:

! 인권

!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 젠더 인식

! 평화 구축

! 환경 인식

국어 및 수리 수업 자료들은 많은 언어로 다수의 국가에 존재하며 종종 주문도 가능하다. 여성

의 일과에 맞추기 위해 각 수업 시간을 잘 고려해서 결정한다. 부속 보육 지원을 제공하면 여

성의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운동장 및 다른 놀이 시설은 학교 부지의 일부로 건설되어야 하며 게임을 하고 놀기에 충분하

고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행사 및 게임은 이재아동 및 수용 아동이 만

나고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예비 과정 또는 속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단된 교육을 보충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

요할 수 있다. 분쟁 및 이재이주로 인해 수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동년배들을 따라

잡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 

교육과정은 가능한 경우 성 평등, 특별한 필요, 사회 심리적 지원 및 평화 교육이 포함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일부 분쟁 상황에서, 교육은 모순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지함으로써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사회적 통합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헌하도록 한다. 

시험 증명서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이 특히 기울여서 이재민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 또는 고국

의 일자리 시장에 효과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프로그램들의 격차에 대한 분석은 관찰, 가구와 학교 방문과 동년배, 학부모 및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기타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은 청소년 및 그들의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공식, 비공식적 교육, 

수리능력과 직업 훈련이 제공되는 의미 있는 교육환경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

며 이는 이재이주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캠프 교육 프로그램에서 초등 교육이 우선

시 되지만, 캠프 관리 기관은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교육 및 훈련 시설의 설

립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 중등 학교

! 청소년 교육 센터

! 직업 훈련 센터

! 스포츠 클럽 및 놀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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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커뮤니티 내에서, 종종 교사는 교육 수준이 가장 높으며, 따라서 존경 받고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러므로 캠프 내에서 운영되는 인도적 지원 기구는 

다른 분야 또는 행정 분야에 채용하고자 할 수 있다.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

급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최소한 교직을 좀 더 매력적이게 하기 위해 성과보수 또는 비

식량물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교사들이 캠프 학교 시스템을 

떠나 이직하여 캠프 교육 시스템의 질과 기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경우, 교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공헌이 이재

민 커뮤니티의 아동들의 발달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다른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

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

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종종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다른 소득 창출 활동이나 가사 활동에 쓸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보

상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보상 시기 및 방법은 급여 및 보상에 대해 범부야적으로 협력되고 

합의된 접근법의 일환이어야 한다. 

▶▶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교사 훈련

많은 캠프 환경에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충분히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공식적인 자격요

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역량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수 있다. 교사들이 공식적인 자격요

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최신 교육 방법론 또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밟지 않

았었을 수 있다. 더욱이 예비 교사 과정 또는 속성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지 못해서 이재아동 

및 청소년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하기 여길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 교육 및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교실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훈련은 교육의 질 및 방법을 향상시키고 교사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역량 배양이 이재민 커뮤니티에 심지어 귀환 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갖기 위해서, 지식 및 기

술이 이재이주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캠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른 캠프 교사들을 

훈련과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에 가장 적절한 교사 팀을 꾸려 훈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동기 부여 및 교육 기술과 더불어 교사 훈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소녀의 입학 및 출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이 특히 청소년기의 소녀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사용할 시간에 배움에 할애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캠프 교육 프로그램이 수용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원체계를 잘 갖춘 캠프의 교육 시스템은 수용 커뮤니티의 교육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더 큰 지원과 관심을 인도적 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교육 

제공자들은 캠프 관리 기관과 함께 캠프 주변의 지역 학교와 협력하고 지역 아동이 캠프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캠프 및 지역의 교육 시스템 간의 건

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접근법이다:

! 지역 교사를 캠프 내 교사 훈련 수업에 포함한다.

! 지역 교육 행정기관 협력하여 이재민 아동/청소년과 지역 아동/청소년의 합동 교육 및 레

크리에이션 이니셔티브 마련한다.

교사

파악 및 보상

일반적으로 캠프 내의 교사는 이재 인구 중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여학생의 입학 및 출석을 장려

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여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더 기울여져야 한다. 자

질을 갖춘 교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캠프 인구의 등록 과정이다. 심도 깊은 확인 

또는 평가는 공식 발표 및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종종 초기 비상사태에서는 불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학위 및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교사 후보자의 역량 및 능력을 이들

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 업무 능력 테스트를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자질을 갖춘 교사가 없는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과 같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 교육을 받은 

캠프 거주민을 파악하여 이들이 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한다. 교육 제공자 및 수

용국 정부의 현지 당국이 함께 캠프 외부 출신의 교사들이 캠프 교육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지 여부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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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및 착취

캠프 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을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보호 도

구이다. 그러나, 학교 역시 특히 소녀들에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위험을 심화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여성 교사 및 여성 보조 교사의 채용을 장려하여 소녀가 동성 어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프 내의 모든 아동들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학교 및 교육 시설을 설립

한다.

! 소년과 소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교내 또는 학교 부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제공한다.

! 야간 수업에 출석하는 아동들을 위한 등·하교 시 동반할 집단을 조직한다.

! 학생이 너무 많은 교실 방지: 국제 또는 지역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교실 내 학생을 그

룹으로 나누고 다른 학년 및 나이의 학생을 한 교실에 합반시키지 않는다.

! 아동, 청소년 및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 학생에 대한 잠재적 보호 위험에 대한 대

응 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질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 교사와 보조교사의 행동 및 행동강력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한다.

! 아동, 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에게 접근가능하고 기밀이 보장된 불만 신고 절차 및 후속 조

치 절차를 제공한다.

! 젠더 문제

! HIV/AIDS 예방

! 환경 문제

! 주요 보건 및 위생 메시지

! 분쟁 해결

! 일반적 인권 및 특히 아동 권리

모든 경우에, 교사 및 아동 모두 이재이주가 아동에게 갖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난민 출신 교사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교직 훈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이재이주가 심리에 갖는 부정적 영향

! 심리적 외상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툴에 제공된 새로 개발된 『국제

구호위원회의 사회심리 교사 훈련 지침(IRC Psychosocial Teacher Training Guide)』

을 참조하시오 - 아랍어 번역본도 이용 가능

행동강령

보통 캠프는 교사 및 다른 학교 직원들을 포함하여 이재민에게 힘든 환경이다. 부정행위 및 권

력 남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캠프 직원들과 마찬 가지로, 급여 지급 여

부에 관계 없이, 학교 이사, 교사, 보조 교사, 다른 학교 직원, 행정직원 또는 감사 담당자 등 

모든 교육 관계 직원들은 행동강령을 설명 받아야 한다. 

이재민 커뮤니티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동강령을 작성하며 적절한 훈련 또는 민

감성을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며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합의된 목표 및 규범을 분명히 이해하도

록 한다. 

▶▶  본 장의 툴에 제공된 비상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의 교사 행동강령(INEE 

teacher’s code of conduct)을 참조하시오.



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교육 기회 및 기반시설

 난민 및 이재민 아동들을 위한 초등 교육, 초등 과정 이후 교육, 비공식 교육 기회를 조사

한다.

 교육 활동에 대한 기본 자료가 수집되어 캠프 관리 기관이 다음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 (유치원, 초등, 중등) 학교의 수

! 정부, 종교 부속 학교 또는 비정기구가 지원하는 학교의 수

! 수준 및 종류별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출석하는 학생의 나이 및 성별

! 각 학교 당 학생 수 - 소년 및 소녀

 캠프 학교 시스템의 질 및 효과가 자주 모니터되고 평가된다.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파악되어 이행된다. 

 가용한 교육 시설이 난민/이재민의 경험 및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 

 교육이 젊은 층의 모국어 및 고국의 교육과정으로 제공된다.  

 캠프 학교의 교사/학생의 비율이 국제 기준 및 지표에 부합한다.

 학교 부지 및 건물이 국제 지침과 기술 기준에 따라 위치하고 건축되었다. 

 교내 화장실 및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 

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 계획 시스템이 모든 이재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 평가 시스템이 난민/이재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능을 모니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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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아동의 학업 성취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가 존재한다. 

아동의 의견 및 행복

 아동은 자신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들의 의견은 경

청되고 있다.

 성별 및 나이별로 취합된 자료의 평가가 다음에 대해 이루어진다:

! 아동의 장래 희망

! 아동의 방과 후 활동

! 아동이 여가 시간에 하고 싶어 하는 일

! 아동이 학교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

! 아동이 결석하는 이유

! 아동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의 정의

! 아동이 학교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

 비밀이 보장되는 불만 신고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아동의 등, 하교 및 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의 안전이 모니터 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아동의 정신, 감정, 사회 및 신체적 행복 및 발전을 포함하여 이들의 필요에 

대해 총체적 접근법이 포함된다.

교사 및 위원회

 교사에게 훈련 및 재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교사가 이재민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사안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조사되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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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교육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원되고 있다. 

 캠프 학교 운영에 참가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행동강령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입학

 학교에 다니는 이재민 아동의 비율이 나이 및 성별로 조사되어 알려져 있다. 

 아동의 자퇴 및 결석 사유가 조사되고 평가된다.

 학교 출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파악되어 이행된다. 

커뮤니티의 참여

 학부모 및 이재민 커뮤니티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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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Assessment of Teacher/Facilitator Availability and Capacity, including 

Selection (INEE).

본 문서는 비상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 에서 발췌했으며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대

한 유익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전문가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실, 교

사 및 학교 부지에 필요할 수 있는 선택 및 시설). http://www.ineesite.org/page.

asp?pid=1128

! Educational Assessment Matrix.

조사 및 모니터링의 필수 도구; 소년 - 소녀 학생의 비율; 남-여/자격 요건을 갖춘 -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의 비율; 급수 및 위생 시설 존재; 학교를 그만둔 현지 이재민 아동의 비

율; 교사의 위상. 이 매트릭스는 (가능한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이 교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활

용하여 비율의 변화를 모니터하고 평등한 입학과 같은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INEE 2008: Interactive Minimum Standards Toolkit.

http://www.ineesite.org/toolkit/

! IRC, 2006. Creating Healing Classrooms. Guide for Teachers and Teacher 

Educators. http://www.theirc.org/resources/hci-teachers-guide.pdf

! IRC, 2004. The IRC’s Psychosocial Teacher Training Guide. 

http://www.ineesite.org/tt_resource_kit/IRC%20Psychosocial%20Teacher 

%20Training.doc

! NRC/IRC Psychosocial Approaches to Teaching.

! NRC Youth Education Pack-YEP.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비공식 프로그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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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Site Assessment - a Checklist (INEE).

이 체크리스트는 비상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에서 발췌했으며 학교 용지 조사에 관

한 유익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쉘터, 좌석 시설(seating facilities), 접근성/출구/안전

과 같은 보호 측면 및 지역 자재와 기준의 활용과 같은 학교 설립의 물리적 측면을 다룬다. 

http://www.ineesite.org/page.asp?pid=1129

! Proposed Distribution Formula (IRC, Sierra Leone).

제안된 학교의 유형 및 수와 관련되는 자재 및 시설을 보여준다. 국제구호위원회가 시에라리

온 환경에서 활용하였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교실, 교사 및 학교 부지에 필요할 수 있

는 자료 및 시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위한 참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UNESCO Teacher Emergency Package (TEP).

유네스코의 TEP 프로그램의 간략한 개요

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13446&URL_DO=DO_

TOPIC&URL_SECTION=201.html

! UNICEF 2006: Education in Emergencies - A resource Toolkit.

http://ineesite.org/uploads/documents/store/doc_1_89_UNICEF_EiE_Toolki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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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재해 또는 분쟁으로 인해 생산, 경제, 재정 및 사회적 자산의 직접적 손실을 겪은 이재민

은 자신의 생계를 보호, 회복, 개선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캠프 환경에서 커뮤니티가 그들의 

기본적 수요 및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도움과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이 권

리는 특히나 중요하다. 생계는 식량 확보에 공헌하고 의존을 예방하며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자립을 증진하며 이재민의 안녕 및 미래의 기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특정 기술

을 이재이주 기간 동안 개발하거나 심화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기술 훈련, 농업 지원을 제공

하며, 적절한 경우 소득 창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파악하고 협력하여 긍

정적인 생계 전략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캠프 인구 및 현지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 

환경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의 부정적 대응 전략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적 대응 전략에

는 매춘, 절도 또는 부정부패나 조작을 통하여 무료 물품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포함된다. 

생계 활동 기회의 개발은 캠프 내 치안에 긍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고용 및 그에 따라 발

생하는 긍정적 초점은 지루함, 좌절과 범죄 활동 및 폭력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알코올, 

약물 남용 및 성차별 폭력에 관련된 보호 위험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을 하

고 소규모 활동일지라도 참여하며 독립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존엄성과 자존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되며 캠프 환경에서 보통 활용되는 긍정적 생계 활동 프로그램 및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정원 경작 또는 소규모 농업: 이는 씨앗과 농기구의 배포, 식품 가공 지원 또는 훈련을 통

해 개발될 수 있다. 

! 어업, 가금류 또는 소규모 가축 사육: 이는 어업 설비 또는 가축의 제공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 시장 및 캠프 내 다른 거주민 또는 수용 커뮤니티 거주민과의 상거래: 이는 기반시설, 적절

한 치안 방안 또는 식량 또는 가게에서 교환할 현금 바우처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캠프 내

에서 배급된 식량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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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에게 있어, 중장기적 식량 확보 및 미래 생계에 필요한 자

원을 보호, 재건 및 개발하는 것은 우선순위이다. 이재이주 상황에서, 커뮤니티가 피난 또

는 분쟁으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이들의 생계활동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종종 크

게 제한된다. 

 ▶ 이재민들에게 생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 도구이며, 이는 보호 관계자들과 함

께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재민들 사이에 인적 자원 개발, 캠프 인구와 수용 커뮤니

티의 평화로운 공존에 도움이 되고 생존을 위한 성매매 또는 저임금 노동과 같은 부정적

인 대응 기제를 방지할 수 있다. 

 ▶ 생계 이니셔티브는 가능한 경우, 농업 생산, 소상공과 채용을 통해서, 식량 확보를 보호하

고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캠프 거주민을 위한 긍정적이며 공정한 보수를 지급

하는 잠재 생존 전략은 충분해야 한다. 생계 전략은 추가적인 자산 손실을 예방하고 자립 

및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기존의 생계 및 대처 전략은 가능한 경우 지원되고 관계가 있는 

경우, 장기적 관점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 식량 확보 및 생계 기관이 부재하거나 이와 협력하는 경우, 캠프 관리 기관은 기존의 기술 

및 캠프 내부 및 외부에서 캠프 거주민들의 잠재적 생계 수단을 조사해야 한다. 식량지원 

취로사업 또는 현금지원 취로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지역의 청소와 같이 캠프 주변

의 프로젝트에 캠프 인구를 채용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 캠프 거주민이 지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캠프 거주민과 수용 커뮤니티 사이에 

정기적으로 상업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캠프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캠프 관

리 기관 및 시장의 계획 및 일상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임명된 캠프 위원회가 모든 사람들

의 안전한 접근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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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커뮤니티 내의 조사는 거주민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과거 및 현재의 생계 및 대처 전략

! 여성,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 거주민들의 기술, 지식 및 역량

! 사회적 만족도 및 취약성 수준

! 다른 역할 및 사회적 지위를 지닌 다양한 집단의 관점 및 우선순위

! (인적, 조직적, 재정적 및 자연적 측면에서) 가용한 자원 

! 가정의 지출 패턴 및 현금과 식량 자원

다음을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특정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수요

! 해당되는 경우, 거주민이 돈을 저축하는 장소 및 방법

! 캠프 인구와 수용 커뮤니티 사이의 상거래, 상품 및 노동의 흐름과 같은 기존의 경제 관계

▶▶  『유엔난민기구의 자립을 위한 핸드북(UNHCR’s Handbook for Self-Reliance)』의 툴 

4를 참조하시오.

참여 및 조정

다음 단계는 실현 가능하고 장려되어야 할 생계 지원 관련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수용 커

뮤니티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이재민 커뮤니티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초점 집

단 회의와 같은 참여형 평가 방법은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집단의 의견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캠프 관리 기관은 또한 여성 및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의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생계 지원 위원회의 창설을 지원해야 한다. 

생계 지원은 조기 회복 및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관련 보호, 조기 회복 및 개발 관련 관

계자들과의 조정은 이재민의 생계 지원을 위한 참여적이고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접근법을 보

장에 필수적이다. 

▶▶  유엔난민기구의 『운영 시 참여형 평가를 위한 도구(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를 참조하시오.

! 소상공업: 이는 사업 운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소득 창출 지원 또는 소액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 소득 창출 활동(IGAs: Income Generating Activities로도 알려져 있음): 이에는 수공

예품 생산 또는 재봉업이 포함되며, 훈련, 마케팅 지원, 또는 가격을 통제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공정 가격 가게(fare price shops)가 요구될 수도 있다. 

! 유급 노동: 이는 캠프 외부의 유급 고용 또는 캠프 유지보수 및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현금지원 취로사업(Cash-for-Work, CFW) 또는 식량지원 취로사업(Food-

for-Work, FFW)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 문화, 역량, 자원 및 

사회적 방법과 수용 커뮤니티의 규제, 캠프 정책, 안전 상황 및 가능하고 장려되는 기회 등에 

의해 결정된다. 

 “생계는 가구의 생존 및 미래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 자산 (물질과 사회 자원 

모두 포함), 활동을 일컫는다. 생계전략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나 다른 생계목

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자산을 사용하는 현실적인 수단이나 활동들을 일컫는다. 반면, 

대처 전략은 식량확보가 불안한 상태에 한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Sphere 핸드북』 2011년 개정판, 국문 번역본 p.123 / 영문 원본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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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

역할과 책임

조사

생계지원 전문 기관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거주민의 생계 전략을 증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런 활동은 필요, 자원, 역량, 기술 및 사회경제적 및 정치/

입법적 배경에 대한 철저한 참여형 평가에 기반한다. 



시장의 안전과 치안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과 소녀가 낮과 밤에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시장 및 접근로는 사회 경제적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밤에도 조명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캠프 거주민과 지역 인구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가격 책정 및 상거래 정책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접근권 및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선함에 있어서 캠프 관리 기관은 상황을 다른 기관에 자신의 애드보커

시 및 업무 사항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세한 정보는 『Sphere 핸드북』의 제2장을 참조하시오.

접근권을 옹호

이재이주의 상황에서, 시장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은 종종 제한되면 심지어 정부 당국에 의해 거

부되기도 한다. 특정 상황에서 불가능할 수 있지만,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커뮤니티를 대신하

여 수용 커뮤니티와의 경제적 교환 및 천연자원의 공유를 옹호해야 한다. 숲, 어업 영역 및 농

업 용지와 같은 주요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될 수 있다. 

환경적 스트레스 및 희귀 천연자원의 고갈은 많은 캠프에서 중대한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천

연자원에 대한 접근 관련 사항들은 수용 및 캠프 커뮤니티 사이의 긴장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이나 나무와 같은 천연자원의 고갈 및 오염은 미래 생계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가진

다. 그러므로 캠프 관리 기관이 수용 커뮤니티의 추가적 부담을 인지하고 수용 커뮤니티가 관

련 조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관련한 지역의 법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캠프 관리 기

관은 특정한 인식제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야 할 수 있다. 캠프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

는 천연자원 및 환경적 영향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책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6장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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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위치

캠프 관리 기관이 거주민들의 생계활동 기회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부지 선정에

서 발생한다. 캠프의 위치는 커뮤니티의 생계활동 기회 및 선택에 의미 있는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일자리 및 생계활동과 멀리 떨어진 외진 지역에 새로운 캠프를 설립하는 것은 거주민

들이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현지 커뮤니티와의 상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 

▶▶  캠프 부지 선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7장을 참조하시오.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에서, 남부에 위치한 어업 이재민 커뮤니티가 내륙 캠프 및 임

시 부지로 이주하였다. 부분적으로, 이는 커뮤니티가 재난 직후에 가졌던 바다 근처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위치 선정에는 재정 및 정치적 이

유도 존재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가 더 저렴했고 정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

는 해안 버퍼 지역(costal buffer zone)에 캠프를 조성하고자 했다. 내륙으로의 이주

로 인해 어업에 생계를 의존했던 많은 가족들이 이제 멀리 떨어진 내륙에 거주하여 바

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커뮤니티의 남성들은 밤낮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바닷가의 임시 오두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가족에게서 멀리 떨

어져 생활하게 되자,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증가한 지역의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성들과 함께 사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장 지식

캠프 관리 기관은 실현 가능한 상거래를 지원하고 캠프 인구의 실현 가능하면서 안전한 시장 

접근을 지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 및 경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포함한 캠프 인구가 시장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을 가지고 기본 식량 물품 및 

다른 중요 물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와의 긴밀히 협력하여 매매를 위한 중앙 시장에 대한 충분한 공간

을 할당해야 한다. 이 공간은 향후 확대되어야 할 수 있으며 모든 치안 관련 위험 및 보호 관련 

필요는 신중히 조사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시장의 기반시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날씨에 대비한 보호 쉘터

! 남성 화장실 및 여성 화장실

! 안전한 폐기물 처리 시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돕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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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의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두 커뮤니티는 더욱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금 또는 식량 혹은 상황에 따라 이 둘의 조합과 같은 보수의 종류는 캠프 인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되고 선택되어야 한다.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캠프 거주민은 고용 기회 계획단

계에서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캠프 기반시설 또는 서비스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지역센터 및/또는 학교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발

에 있어 특히, 커뮤니티 동원, 자원봉사 참여 및 소유권을 위한 노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금 지급은 치안에 영향을 준다! 근로자가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 받으면, 캠프 관리 

기관 및 생계 지원 제공자들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돈을 세고 운반할 수 있는 안전한 장

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많은 현금의 경우 기관 자체 직원의 부패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현금 지급 시 책임소재가 명확한 최소한 두 명의 직원이 항

상 참석하도록 한다.

캠프 관리 기관 및 생계 지원 제공자들은 캠프 거주민의 캠프 외부에서의 고용과 캠프 내의 일

자리, 소득 활동의 착취 여부에 대해 모니터 해야 한다. 착취의 위험은 여성 및 소녀와 관련하

여 특히 최대한 많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재민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위험하거나 모욕적이

거나 힘들거나 보수가 매우 적은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다. 

캠프 외부에서 일자리를 구할 권리는 장려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이는 지역 경제에 대한 완

벽한 지식과 수용 커뮤니티에 갖는 잠재적인 긍정,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난민 또는 국내이재민에게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분노 및 미래 공존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생계 지원 프로젝트의 조정

종종 다른 기관이 생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캠프 라이프 사이클의 후

반부에 진입한다. 때때로 이는 기존의 생계 지원 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이 

포함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하고 효과

적으로 조정되어 다음 사항이 성취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다양한 생계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간의 중복 예방

! 각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특정한 이재민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

!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며 귀환, 통합 또는 재정착시 가장 유용할 기술에 집중

! 생계 조사가 다른 분야의 필요 조사와 통합되도록 장려

! 수용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

! 여성 및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을 포함

!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 지원 및 피드백을 제공

고용 기회

캠프 관리 기관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지역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과 같은 고용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고용 기회를 공유하고 기술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캠프 거주민 및 현지 

커뮤니티 거주민 모두를 고용해야 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다른 모든 서비

스 제공자들이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항상 기억하도록 한다:

! 급여/보상 방법 및 급여 수준은 모든 고용 기관간에서 조정되고 조화로워야 한다.

! 취약한 구성원이 있는 가정 및 다른 가장이 없는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남녀의 고용은 캠프 내 성비를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든 기관은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 

! 고용 및 보수 정책은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명해야 한다.

캠프 거주민인 예를 들어 농업과 같은 수용 커뮤니티 내의 고용 기회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수용 커뮤니티가 캠프 내의 건축  또는 다른 고용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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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및 캠프 유사환경에서, 종종 술집 및 유사술집에 손님이 매우 많다. 현금을 받

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과음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이 가계 소득을 음주 또는 다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오용하여 그들의 가정에서 식량 또는 다른 물품을 사기 위한 자원이 부족

해지는 경우 심각한 보호 관련 문제를 야기한다. 캠프 관리 기관 및 생계 지원 제공자들

은 상황을 모니터하고 남성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여성 및 아동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

을 숙지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상거래

캠프가 외진 지역에 위치한 경우, 캠프 인구가 지역 시장에 접근하는 일은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하여) 캠프 인구의 상거래가 어려워진다. 그 외 다른 이유에는 주변 지역의 치안 부족, 

경찰의 괴롭힘, 법적 지위의 부족, 신분확인 서류의 부족 및/또는 지역 정부의 정책 등이 포함

된다. 접촉 및 지역의 상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캠프 시장은 상업적 및 사회적 교환을 위해 더

욱 중요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외부 시장으로부터의 투입이 제한되는 경우, 이재민들이 캠프 

내에서 수익성 있게 사업을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식량확보 이니셔티브 또는 생계 증

진 계획은 해당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캠프 커뮤니티 및 현지 커뮤니티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증진

할 수 있다. 조정 및 협력에 대한 회의는 수용 커뮤니티의 대표자들과 캠프 시장 위원회의 멤

버가 함께 모여 사업 기회 및 지역 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그러

한 논의는 지역 수용 인구의 빈곤 수준 및 수용 지역의 개발, 캠프 인구의 자산 및 필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식량 배급 후에) 캠프 관리 기관이 

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제 환경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한 시장 조사

는 시장에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모두를 위해 표준화되고 공정한 시스템을 계

획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상품의 가용성 및 이들의 가격 모두에 대한) 정기적인 시장 모니터

링은 식량 확보 상황 및 농업 생산과 마케팅 경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식량 부족 또는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가능한 식량 위기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금지원 취로사업(Cash-for-Work)

현금지원 취로사업에 관련하여 캠프 거주민과 협력하는 캠프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이

행해야 한다:

! 보수가 투명하고 정당하며 지역 임금에 기반하도록 하기 위해 각 상거래, 서비스 또

는 기술에 대한 급여율을 검토하고 합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

! 캠프 및 수용 커뮤니티의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

! 고용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도록 보장

! 모니터하기 어려운 일일 요율(daily rate)을 대신하여 (예를 들어, 쌓은 벽돌 수, 배수

를 위해 파낸 미터 수와 같이) 완료된 각 업무 및 합의된 분량에 대한 요율에 근거한 

보수 

! 모니터 담당팀의 고용을 보장 또는 질, 프로세스, 시간 엄수 및 안전 기준 준수를 모

니터하는 감독관 채용

! 가능한 경우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기회 창출

! 재무 감독에 캠프 관리 담당자 채용

! 해당 훈련을 캠프 거주민들 사이에 재무 및 회계 기술을 개발할 기회로 활용

! 여러 단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많은 사

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기술 전문 직원을 활용하여 팀의 다른 이들을 훈련생으로 훈련하도록 하고 훈련 담

당자에게 적절한 보수 지급

! 자재와 도구를 위해 현지 납품업체 이용

! 비상 구조 프로젝트의 현지 가격 및 시장에 갖는 영향에 대해 주의

! 부패 위험 요소를 인지

시장 및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 음식지원 취로사업이 현금지원 취로사업

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

 캠프 관리 기관 및 생계 지원 제공자는 고용기회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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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환경에서의 훈련 및 소득 창출 활동은 또한 평상심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훈련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및 외상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가질 수 있다. 훈련 및 소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이 강제 및/또는 자발적으로 

무장 단체 또는 무장 당파에 징집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캠프 커뮤니티와 관련된 법적 사안 및 고용권, 세금 납부의 의무, 이동의 자유, 경제

적 기회에 대한 접근은 소득 창출 가능성의 수준 및 신 기술이 지역 고용 시장에서 활용

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가지므로 조사되어야 한다.

기술 훈련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 자격 요건을 갖춘 이재민 출신 트레이너와의 견습

! 사내 훈련

! 세미나 및 워크샵

! 훈련 행사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거나 생길 수 있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또는 

위험에 처한 집단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감 있는 대응 기관은 여성 가장 

가정, HIV/AIDS 환자가 있는 가정, 청년, 장애인 및 캠프 사회에서 소외된 다른 사람들

과 같은 집단을 위한 특별 훈련 또는 소득 창출 활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영업에 목표를 둔 기술 훈련은 예비조사, 원가 계산, 마케팅 및 또는 재무 

행정 및 회계 등의 기본 지식을 위한 사업 관리 훈련은 물론이고 국어 및 수리 수업이 동반되

어야 한다. 

▶▶  자세한 정보는 유엔난민기구의 『자립을 위한 핸드북(UNHCR’s Handbook for Self-

reliance)』 부록 1.13.1을 참조하시오. 

캠프 관리 기관은 다음을 인지해야 한다:

! 몇 달 내로 적용할 수 없는 기술 훈련은 빠르게 소실된다.

! 시장 포화 및 후속 단계의 소득 기회를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

▶▶  자세한 정보는 『Sphere 핸드북』의 지침사항(2011년 개정판 기준, 국문 번역본 pp.174-

175/영문 원본 pp.211~213)을 참조하시오.

농사, 원예 및 가축 사육

캠프 거주민의 경험, 캠프의 위치 및 규모, 농업용지 및 야채경작지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최

소한 캠프 거주민들 중 일부는 소규모 가축 사육 또는 규모가 더 큰 농업활동을 할 수 있다. 도

심 지역에서도, 원예가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에 도움이 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 경작지 또는 방목지의 가용성 및 그 질에 대한 조사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에 접근권 대해  수용 커뮤니티의 대표자 및 정부 당국과 협상할 수 있다. 훈련, 초

기 지원 (씨앗 또는 가축)과 후속 조치 및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도시화 심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 원예 및 곡물 경작에 대한 지방 위주의 훈련은 사람들이 지

방으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캠프 내에서 곡물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사전 계획하여 특히 물과 같

은 중요한 자원에 대한 다른 집단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훈련과 소득 창출 프로젝트

기술 훈련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은 캠프 환경에서 자주 제공된다. 프로그램의 종류 및 성격은 

캠프 인구, 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해진다. 훈련 및 소득 창출 모두 장, 단

기적인 혜택을 갖는다. 장기적으로 이 둘 모두 거주민이 그들의 기술 및 경험에 관련된 일을 

찾도록 자극한다. 더욱이, 기술 및 비즈니스 훈련과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긍정적

인 영향을 가지며 출신국가 또는 출신 지역 또는 재정착 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재통합을 촉진

한다. 

특정 훈련 유형은 수용 환경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용 커뮤니티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수요, 선호도 및 자원의 소유권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 및 

협의에 기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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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제도

소득 창출 프로그램은 국어 또는 사업 관리와 같은 적적한 훈련을 동반한 소액금융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소액 금융은 빈곤층의 남녀가 자영업을 시작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기 위해 필요한 자본에 대한 접근을 도와준다. 

소액금융제도가 다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캠프 환경에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특정 수준의 정치 및 인구학적 안정성

! 사업가 정신을 지닌 적절한 고객의 선정

! 제 기능을 하는 현금 경제

! 적정성 평가 및 적정한 프로그램 설계를 포함한 장기적 접근법

▶▶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기관이 소액금융 모범운영사례에 기초하여 소액금융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업 활동 및 자립을 장려하는 것은 이재 및 수용 커뮤니

티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의 자립을 위한 핸드

북 (UNHCR’s Handbook for Self-reliance)』 부록 1.13.9 및 『국제노동기구/유엔난

민기구 훈련 매뉴얼, 피해 커뮤니티에 소액금융 소개 (ILO/UNHCR training manual, 

Introduction to Microfinance in Conflict-Affected Communities)』를 참조하시오.

캠프 주민의 참여

이재민의 참여는 신속하게 대량 배급이 훈련 또는 소득 창출 활동보다 우선시 되는 비상사태 

이후에 생계를 보호, 재건 및 개발할 때 특히 다음 기관들에게 필수적이다. 

전환기를 용이하게 하고 생계를 향상시키며 캠프 거주민들이 비상사태 이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에 논의된 바대로 캠프의 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개발 과정에 채용을 하는 것이

다. 다른 가능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 기술을 제공하는 생계 위원회 또는 이익/지원 그룹의 설립

! 폐수 처리 및 식품 위생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시장의 계획, 개발 및 개발을 책임지는 

캠프 시장 위원회의 설립

! 캠프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와 식량확보, 소득 창출 기회 및 다른 사업 관련 사안들을 논의

하기 위한 회의 및 초점 집단의 개발

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 및 기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방해야 한다: 그러므

로 필요,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중복을 방지하고 성과보수, 물품 제공, 승인 및 훈련 기간 등에 관련된 다른 접근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캠프 거주민 및 수용 커뮤니티 일원 선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캠프 거주민 및 수용 인구 중에 적정한 트레이너를 선택하기 위해 생계 책임자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 수용 커뮤니티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 생계 책임자와 의사소통하고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훈련자의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하다. 

! 훈련 유지기간은 종류 및 배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훈련 기간 중에 제공된 훈련 내용 및 

프로그램 말미에 수여된 증명서를 꼭 기록해둬야 한다. 

! 캠프 환경에서 훈련 과정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3~6개월로 제한해야 

할 수 있다. 

! 적절한 훈련 시설 및 저장 시설은 반드시 파악되어 할당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훈련 과정을 완료한 캠프 주민들에게 그들이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Training of Trainers, ToT)” 

과정은 향후 트레이너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트레이너를 위

한 트레이닝(ToT)”은 훈련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커뮤니티에 장,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

하는 가치 있는 투자이다.

보조금

소득 창출 프로그램은 국어, 수리 및 사업 기술에 대한 훈련을 동반하는 보조금 계획을 포함

해야 한다. 보조금 계획은 상환이 필요치 않으므로 소액 금융과 다르다. 보조금은 지역 시장에

서 필요한 투입의 가용성 및 보조금 대상자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할당될 수 있다. 보조

금 계획은 캠프 인구 중에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및 시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의 사람들의 생계

를 위한 소규모 투입에 특히 관계가 있다. 때때로 보조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에게 후

에 대출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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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리 기관을 위한 체크리스트

 캠프 부지의 위치는 생계 활동 기회 및 시장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사회경제적 측면,이재민들의 (과거 및 현재) 식량 확보 및 생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가 이루어졌다. 

 조사의 기본적으로 참여적이었으며 여성 및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의 대표자들이 포함

되었다. 

 자산의 보호와 생계 증진,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캠프 관리 기관은 긍정적인 생계 활동 전략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계 활동 프로그램

을 옹호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캠프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의 참여는 생계 활동 이니셔티브의 계획, 도입,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중심에 있다. 

 시장은 접근 도로 및 조명과 같은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가능하고 안전

하다.

 시장 위원회가 캠프 내에 설립되었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인구가 생계 활동에 도움이 되는 토지, 방목지 및 식수와 같은 필

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한다.

 희소자원을 수용 및 캠프 인구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잘 관리하기 위해 환경 문제가 

파악되고 대처된다. 

 생계 관련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며 수용 커뮤니티, 여성 및 특

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에 대한 제공도 포함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관리, 유지보수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역 노동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장려한다. 

! 남성, 여성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

필요 조사와 소득 활동 프로젝트 및 훈련의 계획에서 캠프 거주민을 포함하는 것은 가장 적절

하고 실행 가능한 활동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런 회의체에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3장을 참조하시오. 

 주의 깊게 통제되는 조건 하에서, 이재민들은 자신의 캠프 개발을 위한 건설 자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생계 활동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 스리랑카와 시

에라리온 모두에서 캠프 관리 기관은 야자 잎을 엮어 만든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쉘

터 지붕에 대한 요청에 대응함으로써 캠프 거주민과 수용 커뮤니티를 도왔다. 양 커뮤니

티는 하도급 일자리 공유를 통해 관계를 증진하였다. - 수용 커뮤니티는 캠프 거주민이 

준비한 원자재를 추수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재민들은 그들의 캠프 발전에 공헌할 수 있

었다. 이로써 자부심과 소유권 강화와 함께 중요한 생계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참여

여성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농업, 기술 훈련 및 소득 창출 활동에 동등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여성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여성이 전통적으로 

해온 종종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일상적인 가사일이 있으므로, 훈련 및 다른 고용 이니셔티브

를 주의하여 시간 안배를 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 센터나 

다른 대안적 보육 방안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문화에서, 여성의 참여는 

남성 또는 여성 친척이 해당 여성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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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아래의 웹 링크에서 온라인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Assessment Questionnaire Checklist.

시에라리온의 아동의 권리를 위한 행동(Ac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ARC) 프로그

램에서 제공된 본 체크리스트는 캠프 관리 기관이 수요, 배경 및 경험, 수용 커뮤니티의 경제

적 활동, 지역적 수요와 캠프 거주민 및 수용 인구 사이의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관계

를 조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A sample MoU used in Sierra Leone between the Camp Management Agency 

and a local skills training provider.

본 예에서, 합의는 캠프 관리 기관이 구입한 설비에 적용된다. 이는 또한 캠프 내의 기술 훈

련 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참조 용어 및 캠프 관리 기관이 기술 훈련 교사에게 지급하는 성과

보수를 요약한다. 

! Humanitarian Policy Network, 2001. Food-security Assessments in 

Emergencies: a Livelihood Approach. HPN Network Paper 36 a. 

http://www.oxfam.org.uk/resources/downloads/emerg_manuals/Food-

security-and-livelihoods.pdf

! ICRC, 2007. Guidelines for Cash Transfer Programming.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publication-guidelines-

cashtransfer-programming

!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http://www.livestock-emergency.net/

! OXFAM, 2006. Cash-Transfer Programming in Emergencies: A Practical Guide.

http://publications.oxfam.org.uk/oxfam/display.asp?isbn=0855985631

! UNHCR, 2006. Tool for Participatory Assessment in Operations.

http://www.unhcr.org/publ/PUBL/450e963f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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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또는 식량지원 취로사업은 잘 계획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상황에 잘 맞

는다.

 적절한 경우, 상거래 관계가 캠프 거주민 및 현지 커뮤니티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소규모 농업 프로젝트가 영양상태 및 생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된다.

 훈련 및 소득 창출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측면, 필요, 선호도 및 (인적, 경제적 및 자연적) 

자원이 고려되었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집단 및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장려되고 지원된다. 

 소액금융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고객이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 활용된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소액 금융에 적합하지 않은 최 취약 계층으로 확

인되었다. 

 여성을 포함하는 캠프 인구가 캠프 내의 모든 생계 활동 관련 이니셔티브의 개발에서 중

심적 역할을 하며 보육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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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캠프 관리 프로젝트

캠프 관리 프로젝트는 이재민을 위한 많은 국가의 캠프에서 부적절한 질의 지원과 보호로 인

한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2002년 말 시에라리온에서 시작되었다. 캠프 관리를 시행하는 대다

수의 기관들이 자금 조달이 매우 적었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캠프의 일반적

인 관리가 종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이재민 캠프는 상황이 특히나 더 심각했다. 인

도적 지원의 통제와 차별적인 권력 관계를 악용해 국제 구호원(aid worker)이 캠프에서 사람

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요하는 사례를 문서화한 세이브더칠드런-영국/UNHCR의 합동 보

고서가 변화를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2  

이러한 부도덕한 인도주의의 증거로 야기된 국제적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에라리온

에서의 캠프 관리에 관한 기관 간 실무단(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amp 

Management in sierra Leone)이 캠프 관리/캠프 관리팀의 역할과 책임 매핑(mapping), 

교훈 검토, 모범사례 확인을 통해 캠프 관리 관행을 강화하고자 2002년 10월에 조직되었다. 

실무단은 국제구호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사회 운동에 관한 시

에라리온 정부의 국가 위원회(Sierra Leone Government’s National Commission on 

Social Action, NaCSA), 주 시에라리온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유엔난민

기구(UNHCR)의 시에라리온 현장 사무소 및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NRC)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캠프 주민 및 수용 인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 설계되고 시행되었다. 

2003년 초, 시에라리온에서의 캠프 관리에 관한 기관 간 실무단은 이 혁신적인 캠프 관리 이

니셔티브를 전세계적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캠프 관리 툴킷』 편집단은 덴마크 난민위원회

(Danish Refugee Council, DRC), IRC, NRC, OCHA의 제네바를 기반으로 한 국내 이재

이주 부서 및 UNHCR의 대표로 구성되어 설립되었다. 본 기관은 『캠프 관리 툴킷』의 두 번째 

초안을 위해 2004년에 협업하였다. 

2005년에 출판된 글로벌 인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인도적 대응 보고서

(Humanitarian Response Review, HRR)』에 대한 대응으로, 클러스터 접근법이 시작되었

2 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 

 %7DSE%20A%2057%204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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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클러스터 접근법과 CCCM 클러스터

클러스터 접근법 소개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다수의 국제적 대응의 임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 때문에, 유

엔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인도적 대응 보고서(Humanitarian Response Review, HRR)』

을 지시했으며 이는 2005년에 발행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조언에 따라, 인도적 조정에 

대한 주요 국제적 회의체인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가 국내 이재이주의 상황에 

대한 인도적 대응의 예측 가능성 및 책임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방안 중에 

클러스터 접근법이 포함하여, 이 접근법을 통하여 IASC는 클러스터/부문 또는 예측 가능한 

리더쉽 및/또는 파트너쉽 증진이 필요한 분야에서 인도적 활동 분야에 대한 글로벌 클러스터 

주관을 임명하였다. 

인도적 대응 보고서는 “최근 거의 모든 운영은 캠프 관리 분야의 취약점을 드러나게 했다”라

고 명시하였다. 또한 캠프 상황에서 국내 거주민과의 협력, 약한 역량 기준 및 도구 및 기준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인의식의 부족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CCCM 클러스터가 

주요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이는 기관 간 캠프 관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캠프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조정된 접근법에 대해 노력하는 기관 및 조직의 기존 네트워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11개의 클러스터/부문 및 전세계 수준에서의 글로벌 클러스터 주관 기관에 대한 

개요이다. 

클러스터/부문 글로벌 클러스터 주관 기관

농업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캠프 조정/캠프 관리
유엔난민기구(UNHCR, 분쟁으로 발생한 국내이재민) 

국제이주기구(IOM, 재난 상황) 

조기 복구 유엔개발계획(UNDP)

교육 유엔아동기금(UNICEF)/세이브더칠드런

비상 쉘터
UNHCR(분쟁으로 발생한 국내이재민)

국제적십자연맹(IFRC - 의장, 재난 상황) 

비상 통신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UNICEF/세계식량계획(WFP)

보건 세계보건기구(WHO)

다.3 CCCM 클러스터는 글로벌 수준으로 설치된 11개의 클러스터/부문 중 하나이다. 캠프 

관리 프로젝트 및 글로벌 CCCM 클러스터는 서로를 도우며 캠프 관리 및 조정의 도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CCCM 클러스터 및 파트너 기관들은 캠프 관리 툴킷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홍보하며 배포한다. 

오늘날, 캠프 관리 프로젝트는 덴마크 난민위원회(DRC), 국제구호위원회(IRC), 노르웨이 난

민위원회(NRC),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및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OCHA) 의 여섯 개의 회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 기관이 글로벌 CCCM 클

러스터의 파트너이거나 공동 주관 기관이지만, 캠프 관리 프로젝트는 자치권을 가지고 더욱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국내이재민 및 난민 캠프의 상황을 관리하고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3 www.reliefweb.int/library/documents/2005/ocha-gen-02s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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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호 조정은 이 제안을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와 공유하여 승인 또는 대안을 

요청한다. 긴급 구호 조정은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는 내려진 결정을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 (또는 상주 조정관) 및 글로

벌 수준의 모든 관련 파트너들에게 전달하며, HC (또는 RC)는 수용 정부 및 모든 국가 수준

의 관련 파트너들에게 국제 인도적 대응 관련하여 합의된 조정 사항은 통지한다.

CCCM 클러스터 소개

CCCM 클러스터는 국내 이재이주 상황에서 캠프 관리 및 캠프 조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계

자들의 포괄적인 집단이다. CCCM 클러스터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클러스터 내 기관간 

보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및 국내 수준의 파트너들을 환영하고 관계를 구

축한다. CCCM 클러스터는 전 장에서 설명되었듯이 캠프 조정, 캠프 관리 및 캠프 행정을 포

함하여 더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 대응 분야에서 캠프 대응에 대한 거시적 접근법을 포함한다. 

캠프 관리 툴킷은 캠프 매니저가 CCCM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하여 그들의 책임

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자 기준 및 모범 사례에 대한 분야별 지침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클러스터 내부에서 개발된 도구가 툴킷에 포함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의 CCCM 클러스터

CCCM 클러스터는 국제와 현장에서 모두 활동한다. 글로벌 CCCM 클러스터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둔다:

! 지침, 도구 및 체제 개발

! 현장에 운영적 측면의 지원

! 역량 강화 (훈련)

글로벌 CCCM 클러스터는 공동 주관기관이 포함되는 공동 클러스터이다; 분쟁 요인이 포함

되는 이재이주에 관해서는 유엔난민기구가 담당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이주에 대해서는 

국제이주기구가 담당한다. 분쟁 및 자연재해에 대한 통합된 CCCM 클러스터는 두 비상사태

의 종류에서 우선순위가 비슷하여 이 분야의 많은 파트너들이 두 비상사태에 모두 대응하기 

때문에 중복을 예방하고 활동의 상호보완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되었다. CCCM 클러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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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WFP

영양 UNICEF

보호
UNHCR, (분쟁으로 발생한 국내이재민) 

UNHCR/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UNICEF(재난/민간인)

WASH(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UNICEF

클러스터 접근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접근법은 다섯 가지 주요 방식의 효과 및 충분한 국제적 역량을 확보하

는 데 목표를 둔다.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본 접근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충분한 글로벌 역량 확보

! 예측 가능한 리더쉽 보장

! 파트너쉽 개념의 증진

! 책임감 강화

! 전략적 현장 조정 및 우선순위결정 향상

클러스터 접근법은 언제 활용되나?

IASC는 클러스터 접근법이 현장 수준에서 이행에 동의하였다:

! 국내 이재이주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비상사태

! 일반적으로 단계적 방식의 지속되는 비상사태

! 새로운 비상사태에 대한 모든 비상 계획

국가수준에서 클러스터 접근법은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된다:

!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Humanitarian Coordinator, HC) 또는 상주 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RC)이 국가 당국/파트너 및 관련 국가 수준의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

원회 파트너와 비상사태에서의 활동 우선순위 센터 또는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한다. 

! 위의 협의에 기반하여,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 (또는 상주 조정관)가 지명된 각 부문/

클러스터 주관 기관과 함께 분야별 제안 목록을 작성하며 이는 긴급 구호 코디네이터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ERC)에게 전달되어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

의 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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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클러스터 접근법이 지속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더 많은 인도적 대

응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 동안, CCCM 클러스터는 일련의 캠프 관리/조정 파트너 사이에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직원을 증가시킨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음이 활동 내역에 포함

된다:

! 트레이너 훈련(Training of Trainers, ToT): 캠프 관리 - 아디스아바바 및 마닐라

! 글로벌 캠프 조정 훈련: 앙카라

! 지역적 CCCM 훈련: 파나마, 말리, 이집트

! 국가 캠프 관리 훈련: 수단, 암만 (이라크 운영), 우간다, 스리랑카, 동티모르

CCCM 클러스터를 위한 합동 훈련 전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훈련 요청 

방법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훈련 선택 옵션을 결정하고자 개발되었다. 전

략 서류에 명시된 CCCM 클러스터 실무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 선택 옵션은 다음의 3 단

계이다:

1. 캠프 조정: 클러스터 주관 기관의 직원을 위한 훈련 (UNHCR, IOM 또는 CCCM 클러

스터를 이끄는 기타 지정 기구) 

2.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UNHCR/IOM 직원, 정부 관료, NGO 직원 및 일부 경우 캠프 

내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직원들을 위

한 훈련

3. 캠프 관리: NGO 직원 또는 해당 캠프 내에서 캠프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을 

위한 훈련. 본 훈련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학습자 프로필이 있다:

a ) 캠프 관리 기관 및 파트너 (보통 현지 또는 국제 NGO의 직원)

b) 정부/당국 직원

c) 국내이재민 커뮤니티 또는 캠프 주민들의 지도자/위원회 및/또는 수용 커뮤니티의 구성원 

캠프 관리 및 캠프 조정 분야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범

분야적 클러스터/부문으로써, CCCM 클러스터는 격차가 해결되고 중복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부문/클러스터와 연락을 취한다. 

현장 수준에서의 CCCM 클러스터

현장 수준에서 CCCM 클러스터는 국내이재민이 캠프/캠프 유사환경으로 피난해야 하는 상황

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된 인도적 대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클러스터는 캠프

를 장려하지 않고 항구적 해결책을 활용하여 캠프 생활을 종료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CCCM

의 주요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캠프 내 및 전반에 걸친 국내이재민에 대한 일관적인 지원 및 보호를 향상

! 장기적인 해결안 옹호

! 안전한 인도적 지원 공간

! 적절한 직원 및 자금을 갖춘 주요 분야로써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확보

! 국내이재민의 귀환 시 캠프의 폐쇄 및 단계적 철수를 조직

! 보호, 환경, HIV/AIDS 및 나이, 성별 및 다양성을 포함한 범분야적 사안을 일원화

현재까지 CCCM 클러스터는 복잡한 비상사태와 자연재해 모두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활발

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래 표는 CCCM 클러스터가 2005년 이래로 클러스터 접근법

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도입되었거나 기능을 발휘한 국가에 대한 개요이다. 

국가 대응의 종류

파키스탄 자연재해(지진 및 홍수)

우간다 분쟁

에티오피아 자연 재해 및 비상 계획

동티모르 분쟁

필리핀 자연 재해 및 비상 계획

소말리아 분쟁

차드 분쟁

콩고민주공화국(DRC) 분쟁

케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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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약어 목록

3WS Who, What, Where?  누가, 무엇을, 어디서?

ACF Action Contre la Faim 

ALANP Active Learning Network for Accountability and Partnership 

 in Humanitarian Action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의 책무성과 파트너쉽을 위한 능동적 학습 네트워크 

ARI Acute Respiratory Infection  급성 호흡기 감염

BID Best Interests Determination  (아동의) 최대 이익 결정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CCCM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CEAP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Action Plan  커뮤니티 기반의 환경 행동 계획

CFW Cash-for-Work  현금지원 취로사업

CHW Community Health Worker  지역 보건 요원

CMR Crude Mortality Rate  조(粗) 사망률

DRC Danish Refugee Council  덴마크 난민위원회

EFA Education for All  만인 교육

EPI Expanded Program of Immunization  예방접종 확대 프로그램

ERC Emergency Relief Coordination  긴급구호 조정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FW Food-for-Work  식량지원 취로사업

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 할례

GBV Gender-based Violence  성차별 폭력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

HAP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인도적 책무성 파트너쉽

주요 참고자료

클러스터 접근법 도입의 배경 및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www.humanitarianreform.org and www.icva.ch/doc00001560.html,

CCCM 클러스터의 기원, 목표, 멤버, 활동 및 미래 사업 계획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Default.aspx?tabid=78

특히 중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IASC Guidance Note on Using the Cluster Approach to Strengthen Humanitarian 

Response.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Home%20page/

Annexe4.IASCGUIDANCENOTECLUSTERAPPROACH.pdf

IASC Operational Guidance for New Emergencies.

www.who.int/hac/network/interagency/news/operational_guidance/en/index.html

IASC Operational Guidance for Ongoing Emergencies.

www.who.int/hac/network/interagency/news/interagency_opguidance_

ongoing_emergencies_en.pdf

CCCM Training Strategy.

www.humanitarianreform.org/humanitarianreform/Portals/1/cluster%20approach 

%20page/clusters%20pages/CCm/CCCM%20Training%20Strategy%20Version 

%206%2019%20November%202007.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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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LWHA Person Living with HIV/AIDS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RH Reproductive Health  생식 보건

SDC Site Development Committee  부지 개발 위원회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

 SMART 기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고, 적절하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 

TFP Therapeutic Feeding Program  치료적 영양공급 프로그램

ToR Terms of Reference  책임 범위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행동국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O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고등판무관

VIP Ventilated Improved Pit Latrine  통풍 개량식 재래식 화장실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FH Weight for Height  신장 대비 체중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VI World Vision International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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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Humanitarian Coordinator  인도적 지원 코디네이터

HRR Humanitarian Response Review  인도적 대응 보고서

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국내이재민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연맹

IGA Income Generation Activity  소득 창출 활동

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간 국제기구

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

INE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비상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 비정부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국제구호위원회

IRF Incident Reporting Forum  사건 보고서 양식

LEGS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가축 비상 지침 및 기준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M  Médecins du Monde  세계의사회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SF Médecins Sans Frontières  국경없는의사회

MUAC Mid Upper Arm Circumference  상박위

NFI Non-food Item  비식량물품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RC Norwegian Refugee Council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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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and Water Alliance (GWA). www.genderandwater.org

Handicap International. www.handicap-international.org

HelpAge International. www.helpage.org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 www.hapinternational.org

Humanitarian Policy Group (HPG)/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www.odi.org.uk/hpg/index.html

Humanitarian Reform/Global Clusters. www.humanitarianreform.org

Humanitarian Timber. www.humanitariantimber.org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IRIN). www.irinnews.org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 www.ineesite.org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www.humanitarianinfo.org/iasc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www.internal-displacement.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www.icrc.org

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ICVA). www.icva.ch/doc00000718.html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www.ifrc.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ww.iom.int

International Rainwater Harvesting Alliance (IRHA). www.irha-h2o.org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 www.theirc.org

부록 4: 주요 기관과 웹사이트

Action Against Hunger/Action Contre La Faim (ACF). www.actionagainsthunger.org

Ac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ARC). www.savethechildren.net/arc

Active Learning Network for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Humanitarian 

Action (ALNAP). www.alnap.org

Aid Workers Network. www.aidworkers.net

Alert Net/Reuters Foundation. www.alertnet.org

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org

CARE International. www.careinternational.org

Centre for Humanitarian Cooperation (CHC). www.cooperationcenter.org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COHRE). www.cohre.org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CRIN). www.crin.org

Collaborative for Development Action (CDA)/The Do No Harm Project.

www.cdainc.com/dnh/

Danish Refugee Council (DRC). www.drc.dk

Electronic Mine Information Network (E-MINE). www.mineaction.org

Emergency Capacity Building Project (ECBP). www.ecbproject.org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www.fao.org

Forced Migration Review (FMR). www.fmrevie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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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www.unifem.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www.undp.org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ww.unep.org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the Refugees (UNHCR). www.unhcr.org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www.unhabitat.org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http://ochaonline.un.org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ww.ohchr.org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www.unfpa.org

Water, Engineering and Development Centre (WEDC). http://wedc.lboro.ac.uk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WCRWC).

www.womenscommission.org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ww.peacewomen.org

WomenWarPeace. www.womenwarpeace.org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ww.who.int3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www.unaids.org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www.livestock-emergency.net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www.msf.org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www.nrc.no

One World Trust. www.oneworldtrust.org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Humanitarian Policy Group (HPG).

www.odi.org.uk/hpg

Oxfam Great Britain. www.oxfam.org.uk

Oxford Journals/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journals.org

ProAct Network. www.proactnetwork.org

RedR International. www.redr.org

ReliefWeb. www.reliefweb.int

Reproductive Health Response in Conflict (RHRC) Consortium. www.rhrc.org

Right to Play. www.righttoplay.com

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www.savethechildren.net

Shelter Centre. www.sheltercentre.org

The Sphere Project. www.sphereproject.org

Tsunami Evaluation Coalition (TEC). www.tsunami-evaluation.org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ww.unice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