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장소 감시
옴부즈만은 왜 구금 장소를 감시하나?
2007년, 뉴질랜드 정부는 ‘고문 및 기타 잔혹행위,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나 처벌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OPCAT)라는 유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구금 장소에서 고문이나 잔혹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 정기적으로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관을 국가 예방 기구(NPM)라 부릅니다.

옴부즈만의 역할
옴부즈만은 다음 구금 장소에 대한 국가 예방 기구입니다.
•
•
•
•
•

교도소와 법원 구류 시설
출입국 보호소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보호소
아동 보호소
청소년 감호소

옴부즈만의 역할은 구금자의 수용 및 대우 상태를 감시하고 개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감독관을 시켜 구금 장소를 방문하게 합니다.

저희는 모든 관련 구금 장소를 제한 없이 출입하고, 어떤 구금자든 자유로이 접견할 권한이
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문해서 접견을 할 구금자 또한 마음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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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 주의 깊게 살피는 문제
•
•
•
•
•
•

대우(학대 주장, 격리, 강제나 속박 등)
보호 조치(구금자를 위한 정보, 민원 처리 절차, 등록부, 기록관리 등)
물리적 조건(시설 및 생활 조건 등)
활동(가족 및 외부 사회와의 접촉, 옥외운동, 교육 및 레저 활동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직원(직원 충원 상태, 행동, 훈련 등)

기타 국가 예방 기구
• 경찰 유치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 내사청(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에 연락: 무료전화 0800 503 728, 이메일 enquiries@ipca.govt.nz
• 아동 보호소 및 청소년 감호소에 있는 구금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권익 위원회
(Children’s Commissioner)에 연락: 무료전화 0800 224 453, 이메일 children@occ.org.nz
• 군 형무소 수감자에 대해서는 군 형무소 감독관에게 연락: 전화 (04) 498 6824,
이메일 robert.bywater-lutman@nzdf.mil.nz
• 여러 국가 예방 기구의 활동을 조율하는 중앙 예방 기구는 인권위원회
: 무료전화 0800 496 877, 이메일 infoline@hrc.co.nz

옴부즈만 연락처
무료 전화: 0800 802 602
www.ombudsman.parliament.nz
이메일:
info@ombudsman.parliament.nz
우편:
PO Box 10152, Wellington 6143
팩스:
(04) 471 2254
문의 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월~금)
웰링턴
Level 14, 70 The Terrace, Wellington 6143
오클랜드
Level 10, 55-65 Shortland Street, Auckland 1010
크라이스트처치
545 Wairakei Road, Harewood, Christchurch 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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