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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7년 우리 헌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

고, 같은 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한도가 증액되었고, 보

상요건이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향후의 제도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

기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선 피해자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

적인 개념징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 보았다. 그 개념 추출방법은

역사적 연혁과 1983년 폭력범죄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및

1985년 유엔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선언

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보상제도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

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통요소를 추출하였다. 첫째, 피해자보상은

피해자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

이다. 둘째, 피해자 개념은 가해자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셋째 보상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된다.

넷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다른 수단에 의한 피해자보상이

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다섯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단지 손해배상의 대신 지급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

의와 형평을 위한 고려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국제기준이나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게 시혜적

인 제도로 출발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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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어 온 것을 돌아보면, 비판의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의 생계유

지 곤란사유가 요건에서 삭제되었고, 또 2010년의 개정으로 구조

금의 산정방식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손해액 기준이 반영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

어서는 이 제도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형식의 제도가 아니

라 범죄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보상받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하나

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

해에 대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 즉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장래의 손실보전까지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국가에서는 그러한 원

상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다양한 수단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신속하고,

피해자가 용이하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 마치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처럼, 피해의 발생단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

으며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의 고통속에서 자

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민간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완전

한 피해의 회복이 되고 재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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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위에서 원상회복의 한가지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이

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자보상제도가 되기 위하여는 일차

적으로 현재의 구조금 요건을 더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금의 산정체계를 직

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직접 소요된

치료비, 장례비 등 경비는 일정 한도내에서 전액보상함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신손해와 재활비용에 대하여도 장차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다만 기금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정한 한도까지

구조금의 상한을 높이고, 장차 몰수 추징집행금의 기금편입, 형벌

부과금의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 하고, 벌금의

기금납입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금을 확충하여야 한다. 궁극적

으로 민사상 손해배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금 자체의 한도를 없애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구조금의 개편이후에도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민간 범죄피

해자지원센터에서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지원은 모두 범죄피해

자구조금의 체계안으로 흡수하여야 하고, 민간 피해자지원센터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 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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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단순한 손실보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까지

고려한 그러한 구조금 제도로 변화되길 바란다. 이를 통하여 피해

자에 대한 원활한 원상회복과 치유가 제공되는 사회가 조속히 실

현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범죄피해자구조금, 피해자보상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

상회복,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기금

학 번 : 96275-806



- 5 -

목 차

제1장서론

제1절연구목적 ··················································· 1

제2절연구방법과범위 ············································· 4

제3절 개념정리 ············································ 7

가. 구조금과 보상금 ···················································· 7

나. 보상과 배상 ························································· 8

다. 배상명령과 원상회복명령 ··········································· 10

제2장 피해자 보상의 역사와 근거
제1절 피해자보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 12

1. 피해자보상제도의 탄생과 전개 ··························· 12

가. 함무라비 법전 ······················································ 12

나. 모세 율법 ························································· 15

다. 로마 12표법 ······················································· 18

라. 마그나카르타 ························································ 20

2. 현대 피해자보호 제도의 발전과 피해자 보상 ························· 22

가. 피해자의 부활 ····················································· 22

나.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1983)의 주요내용 ················ 24

다.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선언(1985)에나타난보상원칙························· 28

라. 1985 UN 선언과 후속조치 ··························· 33

3. 소결 – 피해자보상제도의 개념징표 ··························· 34

제2절 범죄피해자보상의 필요성 ··························· 40

1. 정의와 형평의 실현 ············································· 40

2. 범죄피해자의 비참한 현실과 사회적 연대 ··················· 41

3. 통상적인 구제방법의 한계 ····································· 42



- 6 -

제3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 44

1. 국가보상이론의 의미 ············································ 44

2. 국가보상에 대한 비판이론 ······································ 45

3. 국가보상에 관한 이론검토 ····································· 47

가. 국가의 책임이론(Strict Liability Theory) ··············· 47

나. 사회적 의무이론(Social Obligation Theory) ············ 48

다. 사회보험이론(Social Insurance Theory) ················ 49

라. 정부과실론(Government Negligence Theory) ········ 50

마. 범죄방지이론(Crime Prevention Theory) ··············· 50

바. 인도주의 이론(Humanitarian Theory) ··················· 51

사. 사회복지 이론(Social Welfare Theory) ·················· 52

아. 정치적 동기 이론(Political Motives Theory) ··········· 52

자. 동등보호 이론(Equal Protection Theory) ··············· 53

차. 합리적 형사정책이론 ········································· 53

4. 소결론 ··························································· 54

5. 보상범위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검토 ························· 55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상 범위와 한계

제1절 뉴질랜드의 피해자 보상요건과 범위 ··················· 57

1. 뉴질랜드 피해자보상 근거법률 ································· 57

2. 뉴질랜드 피해자 보상범위와 한계 ·························· 59

가. 보상요건 ······················································ 59

1) 장소적 조건 (뉴질랜드 내) ······························· 59

2) 뉴질랜드 인의 해외에서의 상해 ························· 61

3)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 61



- 7 -

나. 보상한도 ······················································· 63

1) 상해의 경우 ················································· 63

2) 사망의 경우 ·············································· 65

다. 보상현황 ······················································· 66

3. 뉴질랜드 보상제도의 특징 ································· 67

제2절 영국의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 71

1. 영국의 피해자 보상 근거법률 ···································· 71

2.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 요건 ····················· 71

가. 범죄피해자 ················································· 72

나. 범죄예방활동피해자 ······································· 73

다. 가해자에 관한 요건 ······································ 73

라. 피해발생과 등급표 ········································ 73

3.. 보상의 범위와 한계 ··········································· 77

4. 영국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 80

제3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 83

1. 미국의 피해자보상 근거법률 ······························· 83

2. 미국의 피해자 보상 범위와 한계 ······························ 84

가. 대상범죄 ······················································· 84

나. 보상내용 ···················································· 85

다. 신청적격 ······················································· 87

3.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특징 ····························· 90

제4절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 94

1.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법 ··························· 94



- 8 -

2. 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건 ····················· 95

가. 폭력범죄 ···················································· 96

나. 신체에 대한 손상 ·········································· 97

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 ········································ 97

3. 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 ··································· 98

가. 보상의 구체적 내용 ········································ 98

나. 해외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 99

4. 독일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 100

제5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 102

1.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 102

2. 피해자보상 요건과 범위 ········································ 103

가. 신체적 피해발생의 경우 ································· 103

나. 절도, 사기, 횡령 등 경제적 손해 발생의 경우 ········· 104

다. 피해자 요인에 의한 삭감 또는 거절 ····················· 104

라. 외국에서의 범죄, 외국인에 대한 보상 ···················· 105

마.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절차와 피해자보상 관계 ······· 105

3. 프랑스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 106

제6절 일본의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 108

1. 일본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 108

2.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 109

가.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대상 ······························ 109

나. 급부금의 종류 ·················································· 110

다. 급부금의 지급대상자 ·········································· 110

①유족급부금 ················································ 110

②중상병급부금과 장해급부금 ··························· 111

라.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111

마. 급부금 계산 방식 ············································· 112



- 9 -

바. 일본의 급부금 지급현황 ····································· 115

①. 총괄 표 ·························································· 115

②. 연도별 지급건수 및 금액 변화 ···························· 116

③. 급부금 종류별 지급내역 ······································ 117

3. 일본의 범죄피해구원기금 ········································· 118

가. 범죄피해구원기금의 개요 ····································· 118

나. 조직구성 ····················································· 118

다. 기금사업 ······················································ 119

4. 일본 급부금제도의 특징 ··········································· 120

제7절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 123

1. 피해자보상제도의 분류와 보상한도 ······························ 123

가. 종래의 보상제도의 분류 ······································· 123

나. 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 124

다. 바람직한 보상제도의 형태 ···································· 126

2. 피해자보상제도의 발전방향 ······································ 129

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전환 ··············· 129

나. 사적보상에서 공적보상으로 변환 ···························· 132

3. 각국의 과제와 전망 ············································· 134



- 10 -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우리

나라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136

1.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 136

가. 1987년 이전의 헌법해석 ····································· 136

나. 1987년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 137

2.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검토 ··········· 138

가. 의의 ····························································· 138

나. 학설에 대한 검토 ············································· 138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 140

라.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의 의미 ································ 141

마. 소결론 ························································ 143

3. 현행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질 ······················ 144

가. 의의 ······························································ 144

나. 헌법 제30조의 법적 성격 ····································· 145

다. 헌법 제30조에 근거한 청구의 판단 ·························· 146

라. 금전보상에 한하는지 여부 ································ 147

4.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의 현황 ································ 150

가. 피해자보호제도 법제의 발전연혁 ···························· 151

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 152

다. 원상회복과 경제적 지원 ····································· 154

라. 의료적 심리적 지원과 재활 ···································· 155

제2절 우리나라 구조금제도의 설립 ··················· 156

1. 우리나라 구조금제도의 도입 ································ 156

가.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 ····························· 156

나. 법안 개요 ················································· 159

다. 입법에 대한 평가 ············································· 159



- 11 -

2. 구조금 제도의 변천 ············································· 161

제3절 현행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의 현황 ··············· 166

1. 구조금제도의 적용요건 ··········································· 166

가. 범죄피해자의 개념 ············································ 166

1) 범죄피해자 ····················································· 166

2) 구조대상자 ···················································· 167

나. 범죄피해 구조금제도의 종류 및 지급요건 ··················· 169

1) 유족구조금 ··················································· 169

2) 장해구조금 ·················································· 170

3) 중상해구조금 ············································ 171

다. 범죄피해 구조금 산정방법과 지급한도 ························ 172

라. 보충성 ·························································· 177

마. 구조금 지급 제외 사유 ········································· 180

바. 긴급구조금제도 ··············································· 184

2.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절차 ································· 185

3. 범죄피해자 구조금 집행실적 ································· 188

4. 구상권의 행사 ···················································· 189

가. 개요 ························································ 189

나. 법적 성격 ····················································· 191

다. 구상방법 ···················································· 192

라. 구상실적 ····················································· 194

마. 구조금의 감액과 환수에 관한 문제 ························ 194

제4절 범죄피해자 기금의 설립과 운용 ··················· 197

1. 범죄피해자 기금의 설립경과 ···································· 197

2. 기금의 필요성과 기금의 형태 ··································· 198

가. 기금의 필요성 ················································· 199

나. 기금설립요건 충족성 ·········································· 200

다. 기금의 설립에 관한 입법방식 ······························ 201

라. 기금조성에 관한 외국의 사례 ······························· 203

3. 우리나라 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및 운용 현황 ··············· 204



- 12 -

가. 벌금 수납액 ·············································· 204

나. 구상금 ····················································· 207

다. 기부금 ····················································· 208

라. 기금운용 수익금 ······································· 209

4.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 209

가. 각 부처별 기금사업의 평가 ·································· 209

나. 부처별 사업비 증감내역 ······································ 210

① 법무부 ····················································· 211

② 여성가족부 ················································ 212

③ 보건복지부 ················································ 213

다. 기금사업의 선정 및 배분의 적정성 ························· 214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중요도 분석 ············· 214

② 기금의 적정배분의 적정성 ······························ 215

라. 기금사업의 효율성 평가 ····································· 217

① 범죄피해자구조금 ········································ 217

② 형사조정활성화 ··········································· 218

③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 ···························· 220

④ 결론 ······················································· 221

제5장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223

제1절 기본적 방향의 정립문제 ·························· 223

제2절 구조금 제도 외적 환경의 문제 ················· 226

1. 민, 형사상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 227

가. 원상회복제도 활성화 ····································· 228

① 배상명령(restitution)제도 활성화 ······················ 228

② 형사화해의 활성화 ······································ 230

③ 민사 형사조정의 통합검토 ······························ 230

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제도 검토 ···························· 231

다.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 도입검토 ··················· 232



- 13 -

라.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 232

마. 부대공소 내지 소송참가제도 도입검토 ················· 233

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검토 ······························· 234

2.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성화 ························ 235

3. 범죄피해자기금의 확충 ············································ 236

가. 벌금 납입금의 확대 ······································· 236

나. 형벌부과금의 신설 검토 ·································· 237

다. 몰수 추징금의 기금납입 ·································· 239

라. 기부금등 납입절차의 간소화 ···························· 240

제3절 구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 241

1. 구조금 제도의 방향성 문제 ······································· 241

가. 실질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 ··································· 241

나. 재활비용을 포함한 완전보상 추구 ···························· 243

다. 보상수혜자의 확대 ············································· 244

2. 구조금 지급 요건에 관한 문제 ·································· 245

가. 국민의 해외 범죄피해 ········································· 245

나. 외국인의 국내체류중 범죄피해 ······························ 245

다. 테러범죄, 집단범죄 발생의 경우 ······························ 247

라. 과실범의 문제 ··················································· 248

마. 재산범의 문제 ··················································· 249

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력범죄의 경우 ······················· 251

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 251

3. 지급범위와 금액의 문제 ··········································· 252

가. 치료비 ··························································· 252

나. 일실소득 ························································· 254



- 14 -

다. 장례비 ···························································256

라. 긴급지원 ·························································257

마. 재활비용 ·························································258

바. 위자료 ···························································259

4. 보상지원범위에 대한 시차적 개선방안과 추정예산 ············259

가. 치료비를 구조금으로 편입할 경우 추정예산 ················260

나. 재산범죄의 제한적 보상을 편입할 경우 추정예산 ·········262

다. 구조금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정예산 ···········265

라. 시차적 개선의 제안 ············································267

5. 지급절차상의 개선방안 ·········································· 271

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인 지정문제 ·························· 271

나. 정기분할 지급방식 도입 ····································· 272

다. 부부 지급제한 사유의 문제 ································· 273

라. 신청 및 지급절차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 274

① 검찰심의회 운영을 보완하는 방안 ···················· 275

②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 276

③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 278

④ 독립된 보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 278

6. 구상권의 활성화 문제 ··········································· 280

제6장 맺는 말 ··································283



- 15 -

[표 목차]

<표1> 2013-2014년도 사고보상공사 예산내역 ·················· 66

<표2> 2008년 기준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 피해자보상제도 비교 ········ 70

<표3> 영국 피해자보상금등급표 ········································ 74

<표4> 귀 부분 상해등급표 ·············································· 75

<표5> 눈 부분 상해등급표 ·············································· 75

<표6> 피해자 유형별 2011, 2012년도 피해자보상 지원건수 ·········· 85

<표7> 피해자보상프로그램 지출내역 ································ 86

<표8> 미국 각주의 범죄피해자보상 신고시한 ························ 88

<표9> 눈과 귀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및 배수표 ····················· 115

<표10> 일본 급부금 제도 운용현황 ···································· 115

<표11> 급부금 종류별 지급현황 ········································ 117

<표12> 장학금 급여금액 ················································ 119

<표13> 각국의 보상제도 비교표 ······································· 127

<표14> 2000년 기준 각 국가별 보상실태 비교표 ······················ 128

<표15> 1988-2014.7까지 구조금 지급 및 예산 현황 ···················· 162

<표16> 구조금의 지급금액 변동내역 ································· 164

<표17> 범죄피해구조금 산정방식 ······································ 173

<표18>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 ········································ 174

<표19> 장해등급에 따른 구조금액 지급 개월 수 ······················· 176

<표20>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 ··························· 176

<표21>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실적 ···································· 189



- 16 -

<표22> 최근 3년간 구조금 지급대비 구상실적·························194

<표23> 기금설립당시 기금 납입금 추계 ·······························205

<표24> 실제 벌금 집행액 및 벌금 미수납액 ··························206

<표25> 구상금 목표대비 실제 수입액 ···································207

<표26> 구상금 총계 및 회수율 ······································208

<표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민간출연금 ································208

<표28> 각 부처별 기금 시설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209

<표2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도 분석결과 ·······················214

<표30> 2012년,2015년 예산기준 적정성 우선순위 간 비교 ········216

<표31>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예산 추이 ·································220

<표32> 연도별 형사조정건수와 수당지급내역 ·························220

<표33> 연간 몰수 추징금 집행현황 ·································240

<표34> 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 의료지원내역 ····························253

<표35> 구조금액 상향시 평균지급금액의 변동율 ·················266

<표36> 구조금 상한 2배 확대시 2013년 기준 추정예산 ············267

<표37> 주요국가의 피해자보상 총액 비교표 ·························268

<표38> 피해자보상제도의 시차적 개선 제안 ·························270

[그림 목차]
<그림1> 연도별 신청자 수 ············································116

<그림2> 연도별 지급금액 ···············································117

<그림3> 피해자의 부담 전가 ·········································134

<그림4> 전체 범죄피해자보호 사업비 증가율 ·························210

<그림5> 각 부처별 기금 설립 전후 사업비 증감내역 ················211

<그림6> 예산기준 부처별 사업비중의 변화 ··························212

<그림7> 여성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증가율 ·················213

<그림8> 각 국가별 100만명당 보상인원 비교 ·············244



- 17 -

참고문헌 ···················································286

국내도서 ···················································286

국내논문 ···················································287

외국문헌 ···················································291

참고법령 ···················································296

<법률1> 뉴질랜드, 사고보상법 ········································296

<법률2> 영국, 피해자보상계획 ········································309

<법률3> 미국, 범죄피해자기금법 ······································326

<법률4> 독일, 피해자보상법 ··········································341

<법률5> 프랑스, 피해자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349

<법률6> 일본,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 ····························353

<법률7> 일본,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 시행령 ··················365

<법률8> 대검예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업무처리지침 ········377

Abstract ····················································393



- 1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개선에관한

연구

Ⅰ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1987년 헌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근거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명칭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0년의 대폭 수정을

거치고 2011년 범죄피해자기금을 설립하는 등, 약 27년간 시행되어 오면

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통계 등을 참조하더라도

실제 지급건수와 금액은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약 27년간의 운용을 토대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정밀하

게 진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그 제도가 어떻게 탄생하였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는 국제

기준에 비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에라야 그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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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래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하여 단편적인 논문을 제외하고는

종합적인 고찰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논문이 국내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향후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를 개정할 때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논문의 작

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조금은 반드

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만약 구조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어느 한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은 구조금제도의 개

편때마다 현실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조금의 제도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고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의 지급이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살펴보고 역사에서 교훈

을 얻고자 한다.

둘째, 구조금이 반드시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무의 성격

인지여부에 대하여 이 제도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서 도입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각 학설과 논거를 정리해 우리나라의 구조금제도의 성격을 분석해

본다.

셋째, 구조금의 지급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오늘날 주요 선진국에서

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진국의 피해자보상제도 중에서 그

보상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비교하

여 살펴본다.

넷째,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분석

해보고, 제도 현황과, 그와 더불어 2011년부터 발족된 범죄피해자기금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구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에 대하여 어

떤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단계적 전략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개선방안

을 기본방향부터, 구체적인 세부항목까지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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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또

장차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

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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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연구방법과 범위

이에 대한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기존에 국내

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본, 해외서적과 인터넷자료 등을 문헌적으로 검토

하고, 내용을 분석하며,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사 등을 분

석자료로 활용하고, 그에 따라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다.

첫 번째 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과 피해자보상의 의의를 살펴본다. 역사

적으로 피해자보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고대문헌을 통하여 살펴본다. 고대문헌은 원문에 대한 제한적인 접

근성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어로 번역된 것을 기초로 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고대문헌에 나오는 피해자보상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함무라비법전의 내용, 로마법의 내용은 예일대학의 영문 번역 자

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모세율법속의 내용은 영문 번역본은 King

James Version과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조선의 8조금법은 국내의 학술자료와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

다. 그리하여 역사속에 등장한 피해자보상제도의 개념징표를 추출하여

현재에도 그 제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도구로서 정리해 보았

다.

두 번째로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각국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주로 논의가 되었던 이론들 위주

로 논거들을 모두 망라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러한 이론들은 각기 그 나

라에서 취한 보상제도에 대한 이론이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많은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각 이론들을 가급적 모두 소

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정리하는 순으로

마무리 하였다.

세 번째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피해자 보상 제도를 일찍

도입하여 잘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주로 보상제도가 그 나라에서 어

떠한 요건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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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보았다. 피해자보상제도를 도입한 순서대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보상의 근

거가 되는 각국의 근거 법률들을 모두 번역하여 참고하였다. 그리고 가능

한 실제 계산방식이나 금액의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소개하기 위하여 각국

의 자료를 각국의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럽평의회, 또는 유럽피해자지원센

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발간된 피해자보상에 관련한 서적들과 논문을 통

하여 찾아 보았다. 그리고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특징과 그 나

라의 피해자보상 제도를 각 나라별로 총괄적으로 평가해 본 후 보상제도

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네 번째로 이 논문의 중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구조금제도

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 구조금제도가 만들어지

고 개정되어온 역사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구조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

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기금의 내용에 대하여 설립과 그 역할을 법무부

와 대검찰청의 통계자료, 국회의 자료, 학술논문들을 통하여 점검하고 분

석해 보았다.

다섯 번째로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결론을 토대로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그 세부

적인 개선사항을 제안해 보았다. 다양한 개선분야들이 있고, 또한 현실적

인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실무적

인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구체적인 통계를 기초로 하여 추산하여 보고, 또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방법들을 검토하여 제시해 보았다.

이 논문은 피해자가 형사법 내지 법률상 가지는 위치를 제도적으로 먼

저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의 이념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개선

방향은 그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향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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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되기를 희망하여 가급적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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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념정리

가. 구조금과 보상금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 우리 법은 舊범

죄피해자구조법에 사용되었던 용어인 “救助金”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救助란 용어는 “재난을 당해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1)”이란 뜻

을 가진 명사이다. 그런데 이런 구조금의 개념은 재난을 당해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으로 자비 내지 은혜의 선물일 뿐 피해자가 응당

지급받아야 할 권리로서의 성격은 개념상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는 給付金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2)”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오히려

급부금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금원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라는 설명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의 구조금이란 표현보다는 피해자의 권

리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도 헌법 제30

조3)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해 놓은 것을 근거로 범죄피해자구

조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그대로 흡수하면서 현재

까지 범죄피해자구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제30조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 구조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개념의 보호와 지원을 말하는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보상에 관한 내용을 헌법상의 구조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4).

1) 민중국어사전 (2014)“구조”편 참조.

2) 민중국어사전 (2014)“급부”편 참조.

3)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4) 1987년 최초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처럼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그 피해를 배상받

을 방법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일종이라

면 구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처럼 피해자

의 경제적 사정을 따지지 않고 범죄피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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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권리성이 인정되는 것이 세계적인 공통

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상 규정된 권리이므로 단순히 은혜적 차

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란 뜻인 구조금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다. 또한 구조금이란 용어자체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한자식 구어이므로 국민이 사용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救助金이나 일본의 給付金제도는 영미법

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compensa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compensation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보상 또는 배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이하 이 논문에서는 영미법의 compensation

제도를 피해자보상으로 번역하는 이상 우리나라의 제도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원용하는 외에는 모두 피해

자보상으로 표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차 입법개

정시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범죄피해자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나. 보상과 배상

국내에서는 “보상”은 국가나 보험회사 등의 제 3자가 법률이나 계약 등

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의 경우를 보상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손실보상

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배상”은 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가

그 피해자 또는 유족이나 피해관련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경우를 말하고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을 상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있는 행정법상의 개념을 보면 손해배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가 손해

배상이고, 적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작용에 대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

면 구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구조 대신 피해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지원법제의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1호, 2012. 4. 제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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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 손실보상이다5). 그런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적 지원은 국가의 위법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 개인에 의하

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손해를 국가에서 전보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compensation의 경우는 국가의 특별한 불법행위

나 과실을 묻지 않고 범죄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급을 비롯한 원상회복의

지원을 함에 있어 이러한 구분 없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논

문에서 이를 번역하고 사용함에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는 범죄피해자보상의 경우는 모두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compensation의 경우에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

은 경우에도 또는 그것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6) 그것을 보상(compensation)이라고 번역하

고, 그 중에서 따로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만을 배상이라고 구분하여 표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배상이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접책임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보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보상

을 논할 때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배상이라는 표현은 이 논

문에서는 삼가도록 한다7).

5) 김동희, 행정법1, 2003, 제473면, 현대에는 ‘위험있는 곳에 책임있다’는 위험책임

의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구제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손해배상에 있

어서도 주관적 도의적 책임의 문제보다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전보책임을 부담

시키는 것이 공평할 것인가라는 손해부담의 배분적 정의를 주된 기준으로 함으

로써 과실의 객관화나 입증책임전호나의 법리 등을 통하여 점차 과실책임이 무

과실책임에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제도가

상호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6)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ixth

edition, Thomson ,2006, 제309면

7)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배상을 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먼저 피해자보상을 실시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경우

에는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으나, 첫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보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고, 둘째 국가배상의 경우에

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보

상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면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제413-465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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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명령과 원상회복명령

compensation을 피해자보상으로 번역한다면 또 하나의 피해회복 수단

인 restitution에 대하여는 어떻게 번역할지 논란이 된다. 주의할 것은 영

국과 미국에서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restitution의 요건과 효력이 차이

가 있다는 점이다8).

미국의 restitution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배상명령으로, 또 어떤 학자

들은 원상회복명령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9).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게 하는 점에서 원상

회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로 인해서 원

래상태로의 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것을 명하는

점에서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기존에 존재하는 배상명령과는 그 요건

이 차이가 있어,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restitution을 배상명령

(restitution)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영어)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한

다.

다만 영국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

록 명령하는 것을 따로 compensation orders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배상명령(restitution)과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영국의

8) 영국과 미국의 restitution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돌

려줄 것을 명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미국에서는 금전적 보상과 물건의 반환

을 포함하는 개념임에 비하여 영국에서는 restitution은 단순한 물건의 반환을 의

미하고, 금전적인 보상은 compensation order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

한 것은 해당국가의 설명부분에서 요건과 내용에서 보기로 한다.

9) Restitution을 원상회복(명령)으로 번역한 사례는,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

학』, 백산서당, 2003, 노성호․ 권창국․ 김연수, 『피해자학』, 도서출판그린

(2012), 허경미, 『피해자학』, 박영사, 2012, 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

조제도”,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 1998, 이제관,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에 관한 고찰”, 해외연수검사귀국논문집, 2006 등이 있고, 손해배상(명령)으로 번

역한 사례는 장규원,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1집 제2호, 2003.10, 이윤호, 『피해자학』, 박영사, 2007, 김용준, 『범죄피해자

학』, 백산출판사, 2009, 조윤오 외 9인 공역,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2011,

황윤상,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

문, 2012, 등이 있다.



- 11 -

compensation orders는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s)으로 번역하고,

반면에 영국의 경우 도난품등에 대하여 되돌려 주도록 하는 내용의 반환

명령에 대하여 restitution orders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과 달리 물건의 반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

로 이는 원상회복명령(restitution orders)10)로 번역하고자 한다. 영국법

의 규정을 논할 때는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s)과 원상회복명령

(restitution orders)을 부득이 병기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영국의 법제와 유사하나 1985년의 형사사법

(Criminal Justice Act 1985)의 개정으로 종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 대신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감

정적 손상(emotional harm)에 대하여 판사가 가해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배상을 선고토록 하는 배상판결

(sentence of reparation)이 도입되었는데, 이 배상판결은 가해자가 피해

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강제하는 제도인데 그 피해는 단지 물질적 피해뿐

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하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이나 금전적 보상을 강제하는 점에서 배상판결로 번역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restitution 이란 개념은 범죄행위의 실행으로부터 발생

한 물건이나 탈취된 물건의 반환 또는 위조문서의 폐기와 같은 원래상태

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원상회복의 개념을 말한다11). 따라서 영국의

restitution orders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0) 영국의 restitution orders에 대하여 피해변상명령으로 번역한 사례도 있다. 송승

은,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2호2012.

10. 제212면

11) 프랑스의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사소를 통하여 restitution 뿐만 아니라

domamgges-intérêt(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restitution은 직권으로 할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은 직권으로는 불가능하며, restitution은 물건의 반환까지 포함하

는 개념이나 domamgges-intérêt는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한다. 김유

형, 『형사법상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제도-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2002년

법무부, 제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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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해자 보상의 역사와 근거

제1절 피해자보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피해자보상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살펴 볼 수 있

는 자료로, 법률제도사적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법률관련문헌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법률제도 속에서

범죄피해자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보상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보상제도의 탄생과 전개

가.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12)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가 체포되지 않으면, 강도를 당한 자가

신 앞에 선서하여 피해금액을 주장하면 국가(공동체 내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13).”

이 규정은 범죄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규정이 아

닐 수 없다. 기원전 2000년~1700년 전 무렵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는 이 함무라비법률에서 가해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관

점에서 볼 때도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함무라비 법전에는 강도나 절도 등 범죄가 발생한 경우

12) Harvey Wallace/Cliff Roberson, “Victimology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rentice Hall, 2011, 제5면

13) The Code of Hammurabi by Claude Herman Walter Johns 함무라비 법전 원

문 전체에 대한 영어번역본은 예일대 홈페이지 참조

http://avalon.law.yale.edu/ancient/hamframe.asp (2014.3.25.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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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군가가 황소나 양, 나귀나 돼지 혹은 염소를 훔쳤는데 그것

이 신전 또는 왕궁의 것이라면 30배로 갚아야 할 것이며, 왕의 자유

인(타인)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한다. 만일 갚을 것이 없는 자라면

사형에 처한다14)”.

이 함무라비법전15)의 내용은 오늘날 근대형사법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구조하에서 형사절차를 바라보

고 있는 관점과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함무라비 법전에서 범죄를

다루는 방법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초점이 주어져 있고, 그 처벌 방법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의 30배 내지 10배로 갚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

문이다. 즉 범죄자를 그 자체로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

심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떻게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범죄를 처리하는 기본 관점이다. 즉 형사절차

의 주체는 피의자와 국가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립구조가 되

어 있는 것이다. 국가는 조정자 내지 해결자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와 피의자가 대립당사자가 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참

고인 내지 증인의 위치로 전락하고 소외되어 있는 현대의 많은 국가

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형사절차를 바라보는 기본인식의

차이점 외에도 오늘날 우리의 형사법과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특징

을 들 수 있는데 함무라비법전에 나타난 피해자관련 규정의 첫 번째

14) 함무라비 법전 원문 전체에 대한 영어번역본은 예일대 홈페이지 참조

http://avalon.law.yale.edu/ancient/hamframe.asp (2014.3.25.최종방문)

15) 함무라비 법전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째는 형벌법, 두 번째는 재판관,

경찰관, 증인에 대한 지침서,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권리와 의무

에 관한 지침서, 네 번째는 노동임금과 가격의 규율에 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상

인과 의사, 공무원에 대한 윤리규정이다. Harvey Wellace/Cliff Roberson,

"Victimology,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Third Edition,

Prentice Hall, 201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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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16). 비록 함무라

비법전에 나타난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 민사법과 형사법이 혼재하

여 형사처벌에 상응한 피해자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 범인

이 잡히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상한다는 개념은 범인의

처벌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사법이 ‘피해자’에 중점이 주어진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17).

그 외에도 피해자 보상에 관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제도를 역사

상 가장 먼저 실현할 정도로 피해자보호에 대한 앞선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을 위한 법률로서 일반적인 시민과 서민 피해자를 상정한 법률

이 아니었다는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보더라도, 신전과 왕국의 것이

라면 30배로 갚고, 그런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것, 타인의 것이면 10

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분명 피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같은 범행도 피해자에 따라 배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다. 신전 또는 왕궁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반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이 3배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즉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의 배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물론 그 당시 법을 통하여 그 사회가 유지하

려는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는데 왕궁과 신전에 대한

권위가 일반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고대 사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6) 곽도혁, “함무라비법전과 구약 계약법전의 비교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제29면

17) 그리고 민사법과 형사법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구분되어야만 정의에 부합하는 것
은 아니므로 민사법과 형사법의 혼재 때문에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비합리적
이라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박영사

2007, 제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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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순히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회

가 요구하는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게는

10배 내지 많게는 30배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억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피해변

상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함무라비법전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체 상해에 대

하여는 동해보복의 원칙 (lex talionis19))으로 널리 알려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재물에 대한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등

배상이 원칙이 아니며 10배에서 30배 많은 보상이 원칙이며, 피해보

상은 철저하게 피해자 기준에 따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특별히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해자가 만약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형에 처해지므로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범죄

결과에 대하여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모세 율법(The Law of Moses)

모세율법의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훨씬 구체적이고

사례별로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20). 모세 5경에 여러 가지 범죄사례들

에 대하여 그에 대한 피해보상의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여 설

명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주먹이나 돌로 상대방을 때

려 상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를 소

18) Harvey Wellace/Cliff Roverson, 앞의 책(각주 12), 제5면

19) J. Dyneley Prince, The Code of Hammurabi, The American Journal of

Theology Vol. 8, No. 3 (Jul. 190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 601–

609면

20) 모세율법과 함무라비법전은 상호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에 대하여 양자의 관련

성에 대하여 ①고대 아라비아의 관습법이 공통의 근원이었을 것이라는 공통근원

설, ② 히브리인의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준수되어지

던 법률을 편입시켰고, 그 팔레스타인의 법률의 바탕이 함무라비법전이었으므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라는 간접 영향설, ③ 함무라비 법전과 히브리인의 법

률은 같은 부류의 고대 법률에 속하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법률이라는 이중근

원설 등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신광, “하무라비 법전과 히브리인의 법

률”,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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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

료비를 대주어야 한다21).”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대체적으로 기원전 1400 ~1200년 전후22)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각 범죄종류와 사례별로

구체적인 피해의 보상에 대한 방법을 상세하게 정해 놓은 것은 매우

놀랍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의 피해보상방법도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

한 것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형벌과 민사책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

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방법이다. 즉 범죄로 인하여 피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죄자에 대한 정의실현은 그 범죄자를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형사절차의 핵

심이 피해자의 만족할만한 원상회복이 되므로 당연히 피해자는 가해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그 사법절차

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례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즉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

하는 대로 배상금을 물어 주되, 배상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재판

관의 판결에 따르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23), 이러한 경우 가해자

21) 출애굽기 21:18-19 (NIV)

22) 유대 랍비식의 계산방식으로 모세의 활동시기를 1391–1271 BC로 보고 있으며,

4세기의 성경학자 Jerome은 모세의 출생연도를 BC 1592 년으로 보고, 17세기 학

자 Ussher 는 모세의 출생연도를 BC 1619로 본다. (Annals of the World, 1658)

http://en.wikipedia.org/wiki/Moses#cite_note-6 (2014.3.20.방문)

23) 출애굽기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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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해야 할 기준액은 그 피해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액수가 된다.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보상액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보상액의 결정은 함무라비법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피해금액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가 그

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완전

히 회복될 때까지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 손상

에 대하여 그리고 보통의 과실에 대하여도 그 손해를 갑절로 배상해

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4배

에서 5배에 이르는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24).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액의

결정이 피해자에게 의하여 결정이 되지만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을 제3자인 재판관의 판결로써 막아 준다는 점이다.

즉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만약 그 피해자의 남편이 요구

하는 배상금이 가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금액이라면 그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재판관에게 호소를 할 수가 있고, 재판관은 당

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관이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

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형평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점이 차이

가 있다. 레위기에는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빼앗고도 그것을 부

따라 낼 것이니라.”

24) 출애굽기 22:1-9,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 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

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 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

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 다가 그 짐승을 놓아

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 할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을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

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

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

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

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

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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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그 물건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어야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속건제를 여호와께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있

다25).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일한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그에 5

분의 1을 더하여 반환을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이 완료되고, 죄에 대

한 문제 즉 형사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속건제를 드림으로서 해결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 로마 12표법(Laws of 12 Tables)

기원전 450년경에 제작되었고, 12동판법(銅板法)이라고도 알려져 있

는 로마의 12표법26)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원칙에 대하여 유사

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다음 내용은 그 12표법의 중의 일부인데 절

도와 재물손괴의 경우에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살펴본다.

“현행범이 아니고 도난품이 발견되지도 않은 경우에 절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도난물품의 두 배의 가액을 변상

하게 한다는 것과 타인에게 속하는 나무를 몰래 벌목한 경우는 나무

한 그루당 나귀 25마리를 배상해야 한다27)”.

25) 레위기 6:1-7;“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

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

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

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

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

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26) Grant, Michael, History of Rome (1st ed.). Prentice Hall. 1978, 제 75면

27) 12표법법률에대한 영어번역본전문에대하여는 예일대학교홈페이지 자료참조

h ttp ://av a lon .law .y a le .edu /an c ien t/tw e lv e_ tab les .asp (2014 .3 . 25.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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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아니고 도난품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뿐만 아니라 절도

의 일반적인 경우에도 12표법은 피해액의 두 배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어떤 자가 현행범이 아닌 절도죄로 기소되는 경우 절도범은

피해액의 두 배를 변상하여야 한다28)”

로마인들 스스로 모든 공법과 사법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던 12표

법29)에서도 앞서 보았던 보상원칙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첫째로는 피해자 중심의 보상원칙, 두 번째로는 처벌을 겸하

여 이루어지는 보상에는 훔친 물건보다 훨씬 다액의 보상을 해 주어

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로마법초기의 규정에서 다소 그 보상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분은 함무라비

법률의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30). 아무

튼 이 12표법은 관습법으로 전해 오던 로마법을 최초의 성문법으로

제정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 12표법으로부터 시작된 로마법은 기

원전 3세기에 카르타고에 승리하여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세계 국가·

상업 국가 시대를 맞이해서 법의 조직화가 진척되었으므로 그 의미가

있다. 로마법시대까지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ius civile)과 더불어 非市民에게

도 적용되는 만민법(ius gentium)이 형성되어 발달하게 되어 530년경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에 로마법대전이 완전히 정립된다. 유스티니아

누스 법전의 로마법은 후에 동로마제국에서 비잔틴화· 그리스화 하였

고,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사법제도의 근간이 된 것을 감

안하면 로마법은 넓은 의미에서 고대 로마에서 시행된 법일 뿐만이

아니라 18세기 말까지 유럽 전체에서 사용된 사법제도의 뿌리라고 볼

28) 12표법 법률에 대한 영어번역본 전문에 대하여는 예일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avalon.law.yale.edu/ancient/twelve_tables.asp(2014. 5. 8.최종방문)

29) 최병조, “로마법과 비교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4호 제8면

30) Harvey Wellace/Cliff Roberson, 앞의 책(각주 12)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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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31) 피해자에 관한 이러한 로마법의 정신도 프랑스 독일 등 유

럽사회에 전수되어 내려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2).

라.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근대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현대적 형사사법의

기초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형사법이 신분제 사회의 정점

인 국왕과 귀족으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에 귀속되고 범죄로 인하여 피

해자에게 인정되었던 배상금의 청구 등, 피해 회복권은 지배계급이

대표하는 국가로 귀속되게 된다33). 범죄는 실질적으로 지배계급에 의

한 통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범죄자는 국

가권력에 의한 소추를 받게 되고, 앞서 수천년간 사법제도의 중심에

있던 피해자의 존재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34).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헌으로 1215년 영국의 존 왕에 의하여 서명된 대

헌장(Magna Carta)중에 경범죄와 중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함무

라비 법전과 모세5경 또는 로마법에서 범죄자의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

한 보상에 대하여 언급되었던 규정들이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범죄

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상원칙들이 사라지고 국가와 왕의 관계에서

처벌문제로만 범죄자가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35).

“자유인이 경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도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중범죄를 범한 때에도 그에 따라서 벌금이 과해진다. 그러

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까지 벌금으로 박탈해서는 안된다. 마찬가

31) Berger, Adolf.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3. 제 529면

32) Harvey Wellace/Cliff Roverson, 앞의 책(각주 12) 제6면

33) 노승호·권창국·김연수 공저,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2012, 제22면

34) 노승호외 2인 앞의 책(각주 33), 제22면, 이 책에서는 아예 피해자의 존재가 형

사사법의 영역에서 소멸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35) 대헌장은 기본적으로 왕과 국민사이의 계약으로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

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계환,“대헌장의 적법절차”, 청

주대학, 청대춘주, 1979년 3월, 제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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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상인은 그 상품을, 농부는 그 농사도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왕실의 자비의 범위에 속하는 한 말이다. 아울러 전술한 벌

금은 명망 있는 이웃의 선서가 없이는 부과할 수 없다.36)”

즉 1215년의 대헌장의 원문 63개 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범죄자에

대하여는 벌금의 부과대상으로만 다루어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원

칙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헌장 제20조에

는 범죄자에 대한 벌금의 부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37).

여기서 말하는 벌금은 왕에게 즉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가해자인 범죄자가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게 벌금을 부과해

서는 안 된다는 언급만 있다. 즉 범죄자와 국가의 대립구조로 범죄를

보고 있으며 피해자는 그 형사절차상 대립구조에서 증인의 역할만 할

뿐 당사자적 지위를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피해자는 그 형사절차에서

주체적인 위치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38).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도는 절대왕정의 붕괴 후 수립된 시민국가에

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피해자가 형사사

법절차에서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입증

36) Magna Carta는 라틴어로 씌어진 것이므로 현재 영어로 된 것은 영어로 번역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번역본 자세한 전체 원문은

http://www.fordham.edu/halsall/source/magnacarta.asp (2014.3.20.방문)

37)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조선과 부여시대에는 서양의 고대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에게 50배 또는 12배로 변제하게 하던 방식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관점을 찾아볼 자료는 찾기 힘들고, 조선왕

조시대의 자료중에는 대명률, 수교집록, 전록통고, 속대전, 형법대전 등에서, 원칙

적으로 사채무불이행의 경우 자력구제, 전토나 채무자의 가장, 재산을 탈취하거나

채무자를 납치 형벌을 가하거나 그의 처첩을 약탈, 난행하는 경우의 사적 강제집

행에 대하여는 위법행위로 인정하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보일 뿐

이다. 김재문,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 소송법』,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제

49-55면

38)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ixth

edition, Thomson, 2006, 제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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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기능할 뿐이므로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에 의한 처리에 의존하

는 지위로 고착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기를 피해자의 쇠퇴기 내지

암흑기로 평가하기도 한다39). 그 이후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보조적 지위로 인식되었고

형사법의 발전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문제에 중심을 두고 발전하게 되

었다.

2. 현대 피해자보호 제도의 발전과 피해자 보상

가. 피해자의 부활

비교적 최근까지 형사법시스템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피의자의 권리확대와 인권보호라

는 개념위주로 발전해 왔다. 즉 범죄 자체를 사회 내지 국가에 대한

해악을 가하는 행위로 보고, 가해자가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게 하였

으며40),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범죄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부수적인

요인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학의 개념이 태동되기 시작

한 것은 1941년 Hentig41) 가 “행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와 1948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The Criminal

and His Victim)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42). 그 이후 1957년

영국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어머니로 불리어지는 Fry43) 여사가

피해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Victims)라는 글에서 중상해 피해자

39) 노성호 외2인, 앞의 책(각주 33), 제22면

40) Andrew Karmen, 앞의 책(각주 37), 제311면

41) Hans von Hentig(1887-1974), 독일 criminal psychologist 이자 정치가, 1935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학에서 연구하였다.

42) Hentig는 가해자내지 원인행위자와 피해자 내지 고통받는 자에 대한 역학관계

를 최초로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유형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Harvey Wallace/Cliff Roberson, 앞의 책(각주 12) 제10면

43) Margery Fry(1874-1958), 영국 런던 태생으로 형사법개혁(Penal reformer)에 앞

장섰고, 사형제도 반대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였다. J.D.W.E.

Mulder, “Compensation, The Victim’s Perspective”. Wolf Legal Publishers,

1978, 제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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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만으로 과연 정의가 실현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범죄피해

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4). 그리고 범죄피해자

가 받게 되는 고통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제

도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1963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

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이 최초로 입법화 되었고, 그 후

196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피해자보상제도가 탄생되면서 피해자

의 권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다가 1983

폭력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45))이 채택이 되었고 그

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각국이 활발한 피해자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유엔차원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선언이라고 불려

지는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

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이 UN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피해자의 형사법체계내의 위치가 유럽과 미

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서도 급속하게 형사법의 전면으로 부상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

에 수천 년 간 정의와 형평의 관념 속에 인류의 사회 문화 속에 제도

적으로 보장되어 왔던 주체적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

운 현상이며, 근대국가 형성기부터 국가형벌권의 등장과 함께 피해자

의 존재가 형사법에서 잠깐 동안 사라졌던 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

44) 김용세․ 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10권1호, 2002, 제141면

45) violent crime의 개념은 폭력범죄라기 보다는 실제 피해자보상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폭력범죄라고 할 수 없는 방화범까지 포함되는 개념임을 고려해 볼 때 우

리나라의 강력범죄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대부분 violent crime을 폭력 범죄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폭력 범죄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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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오늘날 피해자 보상제도에 관하여 국제적인 기준이 되

고 있는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46)과 유엔의 피해자인권선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1983)의 주요내용

유럽각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피해자보상제도에 많은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 1983년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47). 이 협약은 피해자 보상에 관하여 많은 국

가들이 참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우

리나라의 제도정비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8). 그런데

46)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이 1983년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피해자보상에 관

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되었지만 1990년까지 10개

회원국만 서명하였고, 6개국만 비준한 상태였다가 2000년 이후에 15개 국가가 추

가로 비준하여 현재 25개국이 비준한 상태로서 처음에 추구했던 협약의 목표달

성은 미흡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Nicholas C. Katsoris,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 A Decade of

Frustration”, Fordham. ILJ, 1990, 제187면

47) 1970년대 유럽전역에 피해자운동이 확산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에 관하여 각국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3년에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 아래

예루살렘에서 제1회 국제피해자학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Victimology)이 개최되었다. 1979년에는 제3차 피해자학 심포지엄을 앞두고 세계

피해자학회(World Society of Victimology)가 창립되었다. 세계피해자 학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피해자학심포지엄을 주도하는 한편, 유럽평의회와 UN 등

국제기구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국제적 준칙으로 삼도록 권유하였다. 이

러한 노력으로 1983년 11월 폭력범죄 피해자보상에 관한유럽협약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한다.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동

향”, 피해자학 연구, 2000, 제145면

48) 이러한 협약을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의 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원국의 피

해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침들을 제정하고 이를 회원국들에게 준수하도록 하

고 있으며 2012년 10월 25일에는 유럽평의회는 2001년도에 세웠던 지침을 개정

하는 새로운 내용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정보제공받을 권리와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와 원상회복

을 받을 권리 등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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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의할 것은 이 협약은 유럽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최저

규정(minimum provisions)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이 완전한 이상형이

아니라는 점이다49). 협약은 서문과 제 1장에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을 규정하고, 제2장에 국가간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제3장

에 효력과 비준 등에 관한 조항(final clauses)으로 3장 20조문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는 제1장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에 관한 부분

만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협약을 마련하게 된 목적은, “형평과 사회적 연대(equity

and social solidarity)의 차원에서 고의의 강력범죄로 상해나 신체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나 사망한 유가족들의 상황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어떤 국가에서든지 특히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

인 경우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본규정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

다”50).

그리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피해보상의 대상범죄와 대상자에 대

하여는 협약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고의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직

접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나 손상을 입은 사람들과 그 범죄의 결

과로 사망한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한다. 그 사건의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

은 이루어져야 한다51). 국가에 의한 보상은 다른 수단으로 충분하지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2L0029참조

49) 유럽연합의 협약의 제정 목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ETS

no. 116)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Reports/Html/116.htm

(2014.5.14.방문)
50) (자세한 원문에 대하여는 유럽평의회 홈페이지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2014.3.20.방문)

51)자세한 원문에 대하여는 유럽평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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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때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

목할 필요가 있다52). 누가 보상을 하며, 누구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는 협약의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협약 제3조에 의하면,

보상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국가에 의하여 협약의 당사국 국민과

범죄가 일어난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평의회 소속 국민에

게 이뤄진다53).

그리고 보상의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협약

제4조에 의하면, 보상은 적어도 다음 항목들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임금손실(loss of earnings), 의료비 내지 입원비

(medical and hospitalisation expense), 장례비(funeral expense), 부양

가족, 생계비손실(loss of maintenance54)) 등을 포함 한다55).

또한 보상의 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5조에 따

라서 보상계획은 필요한 경우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의 상한을 정할 수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 2014.3.20.방문)

52) 피해자보상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와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

해자와는 개념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우선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에서

상정하는 피해자는 고의적인 폭력행위의 피해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서는 보다 폭넓은 피해자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53) 그러나 이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을 언급한 것이므로 모든 외국인 관광객까지 보

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ETS no. 116)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Reports/Html/116.htm(2014.3.20.방문)

54) loss of maintenance의 개념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개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personal care)나 또는 범죄피해 로 인하여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생

활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된 경우,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 집이나 정원을 피해자가 이전에 혼자 관리 유지할 수 있었는데 범죄

피해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Basil Markesinis,

Michael Coester, Guido Alpa and Augustius Ullste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law”, Cambridge Univ. press,

2005, 제161.

55)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 협약 제4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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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6) 그리고 제6조에 따르면 보상신청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57).

그리고 보상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천명하고 있는데 보

상은 신청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거절할 수는 있다58).

또 피해자나 신청인의 범죄 전후의 행위 또는 상해나 사망과 관련한

전후행위를 고려하거나, 또는 조직범죄의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이

거나, 정의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하거나 전부 거

부할 수도 있다.59)

한편 보상에 있어서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보상담당

기관은 상해나 사망의 결과로 가해자, 사회보장보험, 다른 어떤 보상

을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0).

그리고 협약 제10조에 의하여, 국가나 해당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는 피해자의 권

한을 대위행사(subrogate) 할 수 있다61).

한편 이러한 보상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 11조에 의하여, 당사

국은 잠재적 신청자들에게 이러한 보상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적절

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62).

56)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렵 협약 제5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57)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 협약 제6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58)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제7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59)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제8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60)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제9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61)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제 10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참조, (2014.3.20.방문)

62)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조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16.htm 참조, (2014.3.20.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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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에 나타난 보상원칙

198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기본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선언으로 불릴 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는 기념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1985년 유엔선언 역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제도 개선에 기

준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살

펴보기로 한다. 선언문은 내용상 총회의 선언문과 부속서류(annex)로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의 첫 번째 부분은 범죄피해자(victims of

crime)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권력남용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of power)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된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범

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부

당하게 손실(loss)이나 손해(damage), 상해(injury) 등을 입게 되거나

가해자의 형사 처벌절차를 도울 때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인식하

고, 범죄피해자나 권력남용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 및 국제

적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언하고, 피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에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각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정의실현과 피해자지원을 돕기 위

하여 권리선언을 채택한 것이다63). 그리고 협약회원국은 선언문에 나

63)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 원칙 전문은 유엔홈페이지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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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는 내용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

해자화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노력을 해야 한다64).

被害者化를 줄이기 위하여(reduce victimization) 사회적, 교육적, 경

제적 곤경에 처한 피해자 지원을 장려하고, 범죄예방에 시민의 참여

와 사회의 노력을 촉진시키고, 인권에 관련된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상황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제도와 관행을 점검하고, 범죄자

들을 포착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강화하며, 시민의 관심에 적

극반응하고 관련정보를 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임직원뿐

만 아니라 법집행기관, 교정기관, 의료, 공공서비스 종사자, 군인들 까

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기 위하

여, 비밀 구금 장소나 격리된 구금 장소 같은 권력남용을 조장할만한

관행이나 절차를 금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체포와 검거, 범죄인인도,

자산몰수 등에 관한 사법 및 행정공조를 통해 다른 국가와 상호협력

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국내적 모든 차원에서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줄이고 국제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촉진하

고, 피해자를 돕고 피해자화를 줄일 수 있는 공동연구를 후원하고, 피

해자의 곤궁을 덜어주고 피해자화감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며, 국가의 채널이 불충분한 경우 피해자에

게 도움이 될 수단들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65).

그런데 이 선언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

하여 보면 유럽 피해자보상 협약보다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을 볼수 있다. 즉 형사적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법률(including those

laws proscribing criminal abuse of power)을 포함하여 회원국내에서

운용중인 형사법의 위반에 이르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개별적

64)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4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65)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5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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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집단적으로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적 손

실, 기본권에 중대한 장애(substantial impairment of their

fundamental rights)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피해자라고 한

다66).

가해자가 확정이 되었건 아니건,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처벌받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가족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방지나

또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돕는 활동 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

과 피해자로부터 직접 부양받던 가족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도 피해

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67).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개념을 받아 들

여 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피해자의 정의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68).

이 선언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법절차상 공정한 대우을 받야 함

을 천명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는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연민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되어야 하고,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정한 법률로 신속

한 구제조치와 사법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66)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1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67)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2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6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31 -

선언하고 있다69).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저렴하고 접근 용이한 공

식, 비공식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과

행정절차가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한다70).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

다. 각 절차진행에 있어 피해자 역할과 범위, 절차진행과정의 타이밍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우려가 절차상의

각 단계마다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

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보상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과 사건의 처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

지 않도록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대응조치들이 촉진되어야 한다71).

그리고 이 선언에서 중요한 핵심중의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

복인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 또는 그 행위에 책임이 있

는 제3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피부양자에게 공정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한 원상회복에는 재물의 반환(the return of property),

피해로 인한 댓가지불(payment for the harm), 손실(loss suffered), 피

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변상(reimbursement of the expenses)

을 포함한다72). 정부는 다른 형사적 제재와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배상

명령(restitution)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명령(restitution)이 내려

지게 되면 가능하다면 환경의 원상회복, 공공시설의 이전을 초래한 경

우에는 이전비용, 재건축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69)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4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70)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5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71)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6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72) 따라서 1985 유엔 선언에서 말하는 restitution의 개념은 영국과 미국에서 말하

는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고, 더 광의의 개념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8조, 참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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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이 형법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명령

(restitution)을 받아야한다73).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

다.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피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

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해자

로부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 국가가 피해자

보상을 해야 한다74).

이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설립을 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

한 목적에 충당할 기금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리된 기본원칙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 선언에서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

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필요한 물질

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원조(assistance)를 정부, 봉사단체, 사회적

기반이나 지역적 기반 수단들을 통하여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

해자에게는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기타 피해자

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

찰, 사법기관, 보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은 피해자의 필요와 적

절하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피해자의 요

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75).

73)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11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74) 12조 : 범죄자 또는 기타 원인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

는 중대한 범죄의 결과 신체에 상당한 상해를 입거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손상

을 입은 피해자, 그런 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능하게

된 자의 가족, 특히 피부양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종

훈,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2009, 제404면

75)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 제10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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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85 UN 선언과 후속조치

1985년의 위의 UN선언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장정(Magna

Charta)76)으로 불릴 만큼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위의 선언이

있은 후, 1989년 총회에서 이들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제정하였고, 1997년에는 “UN 선언” 사용자 매뉴얼

(Manual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the Declaration)과 정책입안

자 가이드북(Guide for policymakers)를 출간했다77).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실효성면에서는 미약했고, 조사를 위한 설문결과 각국의 응

답률은 저조했으며 개발된 매뉴얼도 생각보다 활용되지 못했다고 한

다78). 이러한 가운데 마크 그로엔휘센(Marc Groenhuijsen)79)을 중심으

로 이 유엔선언이 피해자 처우와 보호, 정보제공, 경제적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부족한 요소들이 있었기에 여전히 미완이 상태로 남아 있다

고 주장하면서 현실에 직접 활용되는 법으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규

범력 있는 협약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현재 협약 초안이 몇몇

발표되기도 하였다80). 협약의 제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협약으로 제정

할 때 피해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표면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성문법이 단순한 선언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

협약은 각국의 법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하고, 협약

76) Marc Groenhuijsen, Current Status of the Convention on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 The Proposed Convention on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TIVI, 2008. 제7면

77) 한영선, 정의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UN 협약” 초안; 회복적 사법 조항과 관

련하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2008.10., 제243면

78) John P. J. Dussich & Kieran G. Mundy,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 The Proposed Convention on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Appendix 1, Preamble TIVI. 2008.

79) Groenhuijsen, M.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cy in relation to

victims of crime”, Th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vol. 20, 2014,

제31-48면

80) 협약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영선 앞의 글(각주 76) 및 김재민, “범죄피해

자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의 내용분석과 그 시사점 고찰-UN의 범죄피해

인권보호선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법 연구 제8권 제2호, 2010, 제 192-2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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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하여 그들이 피해자

의 권리를 지지하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협약 제정에 부정적인 주장도 있는데 이는 협약을 제정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의 권리증진

을 위한 기준마련이 이루어질 수 없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고, 협

약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

므로 그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조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지적 한다81). 아무튼 이 피해자의 권리를 선언한 1985년

UN 선언이 언제 어떤 내용을 담은 협약으로 제정되든 간에 여전히

이 선언은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우

리 정부에서도 협약의 제정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피해자관련 입법

을 할 때 유의하여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소결 – 피해자보상제도의 개념징표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3단계의 분류를 한다면 제1기는

피해자의 황금기, 제2기는 피해자의 쇠퇴기, 제3기는 피해자의 부활기

로 나눌 수 있다82).

앞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의 율법, 고대 로마법시대까지

수천년간은 모두 피해자의 황금기에 속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행되었던 피해자보상제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그

보상금의 한도 역시 단순한 손해를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

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적 복수를 막는 중

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83). 또한 당시 재산과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피해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률을 유지했을

81) 한영선, 앞의 글(각주 76), 제 245면

82) 노성호․권창국․김연수 공저,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2012, 제21-22면.

83) Harvey Wellace/Cliff Roberson, "Victimology,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Third Edition, Prentice Hall, 201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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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 고조선의 8조금 법

모두 귀족과 지배계급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

었던 법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고대 법률들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

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대

의 보편적 정의 관념의 발현이 곧 그 시대의 법률이라고 본다면 고대

법률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우호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

없다84). 다시 말하면 역사 이래 수천 년간 형사법의 핵심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죄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관심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하여 피해를 어떻게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

는 것이 중심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형사절차의 모든 핵심은 피해자

가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부터 근대까지는 피해자가 형사법에서 사라진 쇠퇴기

내지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배상이 아닌 국가의

피해자보상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와 국가의 개념이

성립되고 수천년간 피해자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그 이후에는 교

회, 군주, 국가가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85). 그리고 세계2차

대전 이후 최근에 다시 피해자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관심이 급증하

면서 피해자의 부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

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의 수립일 것이다.

피해자의 황금기에 수립되었던 보상원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대

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84) 탈리오의 법칙은 원시시대의 잔인한 보복적 형벌관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많

으나 이것들은 일찍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로운 행위의 지침으로 전승되

어온 실천적 지혜에 속한다. 탈리오의 법칙은 오히려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무제한한 복수를 금지한다는 합리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

들』, 박영사, 2007, 제142면

85) Paul Rock, “Helping Victims of Crime”, - The Home Office and the Rise of Victim

Support in England and Wales, Clarendon Press, Oxford , 1990, 제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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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엔의 1985년 선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피해자보상 제도를 수

립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해자 보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국

제기준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보상제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해 볼 수 있다.

①첫째로는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

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아무런 근원 없이 빈곤에 처한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서 사회부조로서 시혜적 조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범죄자로부터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

리가 있으며, 국가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원상회복을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국

가에서 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함무라비법전과

모세율법, 고조선의 법률과 로마초기까지 모든 문화와 역사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사법적 정의의 관념이고, 유엔의 피해자 인권선언에서

권장하는 핵심논리이다.

②둘째로는 피해자개념은 가해자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개념은 가해자의 확정이나 처벌

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피해자 보상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는 명확하나 보상이 거절된다면 그것은 피해자보상제도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명확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위한 지원은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가 처벌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것이다. 이 원칙 역시, 함무라비 법전과 유럽연합의 피해자보상에

관한 협약,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 공통된 인식을 발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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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셋째로는 보상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된

다는 점이다. 나라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

상에 제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한

다면 이론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가 없었던 시점을 기

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86). 이것은 피해자

보상이 단지 곤궁한 국민을 위한 시혜적인 조치를 베푸는 사회보장제

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국가에

정당한 권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법률제도

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그 국가 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 범위 내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게 대신 보상을 하고, 그리고 국가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가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그 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대

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87).

④넷째로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다른 수단에 의한 피해자보

상이 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국가는 피해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권리구제시스템으로 피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하며,

그래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는 보충성

이 적용된다88). 그런데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이 국가에서 먼저 피해

86) 기준이라는 점은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상의

기준은 완전한 원상회복에 이르는 것 이 정의와 형평에 맞다는 것이며, 다만 피

해자의 과실상계나 또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하

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일뿐이고, 이론적으로 그 기준점은 원상회복이 가장 정의

에 형평에 맞다고 생각한다. 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 문제는 다음

장에서 피해자보상의 이론에 따른 검토 후 자세히 보기로 한다.

87) 만약 정부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게 된

다면 그 초과보상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범위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 장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는 것이 이론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88) 다만 국가가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

다는 것은 일반론이며, 피해자보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가 먼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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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보상을 하고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

니다89). 국가보상의 시점에서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

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에 의하여도 일

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피

해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의무는

보상제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도적으로 피해자가 신속

하고 완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정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민사상 형사상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이러한 피해자를 돕는 민간단체의 활동

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⑤다섯째로는 국가보상은 단지 손해배상의 대신 지급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을 위한 고려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90).

그러므로 국가보상은 단지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국가

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제도가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의 실

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보상의 실현이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에 어

긋나는 경우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상의 지급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

절할 수 있게 하는 사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그 보상의 지급은

단지 과거의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행위 이후에 원상회복에 이

자 권리구제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2012.10.25. 마련

된 유럽평의회 지침에서도 국가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절차를 통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참조

89) 피해자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먼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초기 가해자불명, 또는 무

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무자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느 범

위까지가 무자력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요건이라

는 비판을 받고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논리상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것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충성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90)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관한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Irvin Waller, “Rights for Victims of

Crime : Rebalancing Justice”, Rowman & Littlefileld Publishers, Inc., 2011,

제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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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유족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과 그 자

녀의 양육까지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원상회복에 이르는 것을 중심에 두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가 보

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역시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정부

가 보상을 한 이후에 가해자에게 아무런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정

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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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범죄피해자보상의 필요성

앞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피해자 보상제도의 전개과정에서도 조금

씩 살펴보았지만 범죄피해자 보상에 대한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성을 간추리자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91)

1. 정의와 형평의 실현

프라이(M. Fry)여사가 국가보상 제도를 주장하게 된 논거중의 하나

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면 그에 대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그 사건에 대하여 정의

와 형평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92). 왜냐하면 피해자의

손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처벌은 가해자의 입장

에서 그 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조치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만약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고 하면 국가는 그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게 되지만 그러나 피해

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피해의 원상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게 되므

로 전체적으로 그 사건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하지 못

하다93). 더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거나 또는 가해자

91) 세가지 요소 외에도 범죄피해자는 일반 공중을 위하여 특별한 급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이 살인 상해, 학대, 강도, 강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담당하고 있

다는 주장, 범죄로 인하여 법질서 내지 사회질서가 교란되었으므로 범죄자의 재

사회화 노력이 성공하려면 피해자가 형법과 화해하여야 하며,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평화가 재건되어야 한다는 주장, 범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행형의 혜택

을 받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울 하도록 함으로써 행형에 미치는 효과

가 크다는 주장 등도 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법무자료 제89집 제

126-129면

92) 김용세, 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보호의 최신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

10권1 호(2002), 제141면

93)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 국가는 벌금을 받고 거기다가 수형자의

작업대금까지 이익을 얻게 되어 국가에게만 이중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광섭, “범죄피해보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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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무런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의 실현에 부응하는 것이다. 피해자보

상에 관한 유럽협약 1조에도 피해자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형평

과 사회적 연대”(equity and social solidarity)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피해자보상이 정의와 형평에 부

합하는 제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형평의

관점에서 볼때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국가에서 이중

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

나, 앞서 본 성경 레위기 6장 1-7절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는 피해

자에게 피해원금에 5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속건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례에서 본 것

처럼, 범죄에 대하여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피해

자에 대한 보상은 원래 국가의 형사처벌에 관계없이 여전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아 있던 부분을 국가가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대위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는 새로운 책임의 발생이 없으므로 이중의 고통

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2. 범죄피해자의 비참한 현실과 사회적 연대

피해자보상을 처음 주장한 마저리 프라이(Magery Fry)여사 이후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보상의 기본인식은 피해자

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동정(compassion)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94).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1조의 목적에도

“형평과 사회적 연대(equity and social solidarity)의 차원에서 고의의

강력 범죄로 상해나 신체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나 사망한 유가족들의

상황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어떤 국가에서든지 특히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제26면,

94) 권오명, “범죄피해자와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제82면



- 42 -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기본규

정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힘으로써 피해자나 사망한 유가족

들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유엔의 피해자 인권선언 서문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범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

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부당하게 손실(loss)이나 손해(damage), 상해(injury) 등을 입게 되거

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를 도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

하고, 범죄피해자나 권력남용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 및 국

제적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언하고, 피의자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에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

을 촉구하고, 각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정의실현과 피해자지원을 돕기

위하여 권리선언을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비

참한 현실을 고려한 당위적인 조치임을 전제로 한다95). 따라서 피해

자보상의 당위성은 피해자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연대 내지

사회적 부조(扶助)정신에 있다.

3. 통상적인 구제방법의 한계

근대 법학의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은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하

여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의 문제도

어려운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나 원상회복명령과 같은 제도를 갖

추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아무런 재력이 없거나 또는

95) 권리선언 전문은 유엔홈페이지 참조

http://www.un.org/documents/ga/res/40/a40r034.htm참조(2014.3.20.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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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보험과 같은 보험 제도

를 이용하여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이론상 가능하지만96)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할 방법도 없고, 많은 다수의 범죄피해자

는 오히려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구

제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

므로 따라서 국가에 의한 보상이 필연적으로 제기 된다97).

따라서 피해자보상제도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그 보상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96) 이 경우 두 가지의 보험이 가능한데 하나는 개인이 범죄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사기성 지급으로 문제

가 되는 것처럼 범죄에 대하여도 보험사기의 우려가 높고 모든 국민을 가입하게

하는 것도 결국 준조세와 같은 성격이 되어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도입자체가 어

려운 실정이다. Nicholas C. Katsoris,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 A Decade of Frustration”,

Fordham. ILJ, 1990, 제186면

97) Nicholas C. Katsoris, 앞의 글(각주 95), 제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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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1. 국가보상이론의 의미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그 피해에 대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위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98), 국가의 행위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개인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

우에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는 무엇

일까?99) 이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들에 의하여 보상제도의 범위와 한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다만 나라마다 피해자보상의 형태가 다르므로 피해자보상제도에 관

하여 모든 나라에 소개되는 이론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 개인이 아

닌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 나라

별로 그 이론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보상에 관한 이론을 한

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다소 나라마다 차

98) 헤겔은 단지 외적인 존재나 소유에만 가해진 침해는 소유물이나 그 자산의 어떤

양식에 가해지는 해악이며 손해가 되는데,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의 권리침해를

지양하는 것은, 가능만 하다면 보상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다. 임석진, “법의 본질,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와 국가에서 법의 역할”, 한길사

2008, 제206면

99) 필자가 법무부에서 피해자보호제도를 담당하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확충하고 범

죄피해자기금법을 제정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와 협의를 할 때, 기

획재정부의 담당자는 국가에서 왜 개인 간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지급을 해야 하

느냐 하는 것과 어느 한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의문을 제기

하였다. 그러므로 이론적 근거에 관한 논의는 실무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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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에 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2. 국가보상에 대한 비판이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정부에서 기금이나 세금을 통하여

보상을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하여 비판하는 이론들도 있었다. 그 비판

의 논거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네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국가보상에 대하여 비판하는 첫 번째 부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별히 피해자만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들을 보면 국가보상이 없는 현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단들이 그렇게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 한

다100). 특히 국가에 의한 보상은 사적 보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그러한 범주이다101). 또한 사회의 많은 다른

구조를 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유독 범죄피해자만을 구별할 이

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102). 결국 이러한 반대의 논거중의 핵심은

피해자보상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원에 대한 우려에서 발생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103).

두 번째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국가보상을 받을 피

해자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순수성 확인이 어

100) Robert Elias, “Victim of the System, -Crime Victims and Compensation in

American Politics and Criminal Justice”, New Brunswick, 1984, 제23면

101) H. Donnie Brock, “Victims of Violent Crime: Should They be An Object of

Social Effection?”, Miss. L.J. 40, 1968, 제92면

102) Gerhard , “Comment on the Proposal.”, J.Pub. L. 8(1959), 제218면, ; L.

Shaskolsky Sheleff, “Victim Compensation –Its History,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otentialities, Crime, Punish, & Correct.5, 1976, 제8면

103) 이러한 논리는 국가의 책임성을 부인하고, 자연재해의 피해자와 달리 범죄피해

자가 그 사회에서 가지는 특수성을 부인하는 견해들인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논거들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에 의하여 설득력

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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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반

적인 순수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한다. 범죄피해자가 정말 순수한

범죄피해자인지 또는 그 범죄를 유발했는지를 국가에서 구분할 방법

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제 순수한 피해자가 아님에도 보상금

을 받기 위한 사기성 청구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 한

다104).

세 번째로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가

해자를 상대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게 되어 범죄의 증가와 범죄에 대

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류의 주장이 있었다. 이러

한 주장중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잠재적으로 법집행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법집행기관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105). 이러한 견해 중에는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나아가 이러한 국가보상제도가 오히려

범죄를 은근히 유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06).

네 번째로는 피해자보상은 범죄가 적은 지역에서 돈을 내서 범죄가

많은 지역의 주민을 도와주는 소득재분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었

다. 이러한 논지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상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얄팍한 위장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국가보상제도는 국

104) Karl Menninger, “The Crime of Punishment” New York: Viking, (1968), 제

181면, 그러나 사기청구자의 문제는 모든 제도에 공통된 문제이고, 피해자 보상의

요건에 맞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걸러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

에서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거나 경찰의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기성

청구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요건의 엄격성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105)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3면

106) Michael Fooner, “Victim-Induced, Victim-Invited, and Victim-Precipitated

Criminality: Some Problems in Evaluation of Proposals for Victim

Compensation,”, Science, 2 , 1966, 제1080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자에게 대위청구를 하고 있

으며, 또한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우

려일 뿐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더욱 보상제도가 확대될 뿐 어떠한 나라도 그

러한 범죄유발 효과가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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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세금으로 범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덜 당할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107). 즉 범죄

가 적은 지역주민들은 돈을 더 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주민

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108).

이러한 부정적 견해에 대하여는 피해자보상을 지지하는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논쟁을 대신하고자 한다. 국가책임설 또는 형사정책

설 등의 각각의 보상이유에 관한 논리 속에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들

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국가보상의 반대이

론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상을 지지하는 이론이 압도적이었으며109), 영

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국가보상을 지지하는 논거들은 다음의 국

가보상 이론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국가보상에 관한 이론에 대한 검토

현재로서는 각국에서 이미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어느

나라의 경우도 단일한 피해자보상이론에 의하여 설명되는 경우는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는 이유는 장차 그 제도 개선시 보상제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

는데 이론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그동

안 각국에서 제시되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이론들

을 모두 정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가. 국가의 책임이론(Strict Liability Theory)

107) Joshep Magaddino,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the Supply of

Offense,”, Public Policy, 57, 1976, 제440면

108)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실질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적 측면이나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범죄가 적은 지역 주민들이 돈을

더 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 된다고 하더

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09)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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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이론 내지 엄격책임이론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

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범죄예방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

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110). 즉

국가의 존립자체가 치안의 유지 내지 국민보호라는 데 있다고 전제하

고, 국가는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예방에 전력하여야 하며, 만일 예방에

실패하였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111). 따

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서 범

죄 발생을 방지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으로써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의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는

범죄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112).

국가의 책임이론은 범죄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논리상 국가의

의무로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에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 보상의 범위도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론상 보상을 하게 되므로 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될 가

능성이 있다. 결국 그 지원의 범위와 한계는 개인이 입은 피해 전체

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범죄피해로 입은 모든

손해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모든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사회적 의무이론(Social Obligation Theory)

110) 박상식, “범죄피해자보호ž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

3호 2010.12. 제290면

111) Robert Elias, 앞의 글(각주 100), 제24면, 전광석,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

법체계 내 위치의 문제와 사회보장법적 구체화 문제에 관한 시론”, 한림대논문집

제7집, 한림대학교, 1989. 제254면

112) Jeremy Bentham의 사회계약 주장처럼 국가와 피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국가

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이론(Strict Liability

Theory)도 결국 국가엄격책임이론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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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무이론은 사회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맡겨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고 개인이 무고한 피해

가 발생하였으므로 사회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한

다는 것이다113). 현행 형사법제도가 범죄자 중심의 입법이나 제도 운

용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를 온전하게 재

형성할 책임을 사회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 하에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하여야 할 당위적 논거를 사회적 책임에서 구하는 이론이다. 사

회의 내재적 모순으로 야기된 범죄피해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형성

하게 된 사회공동체가 그에 대한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

이므로, 원인제공자로서 피해에 대한 결과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국가와 사회라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책임이

론과 매우 유사한 논리를 가진다.

사회적 의무이론은 국가책임론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

회의 개념에는 정부와 공익적 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서 피해를 보상하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재난 중에서 유독 범죄만을 국가에서 보상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114).

다. 사회보험이론(Social Insurance Theory)

사회보험이론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무렵에 나타난 이론으로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도 다른 복지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

는 것이다. 즉 건강상실이나 실업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가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처럼 사회구성원 누구

에게나 발생가능하며 또한 예측 불가능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급부가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13)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5면. 오경식․신의진․김혜경, 『범죄피해

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법무부 2011년, 제21면.

114) 오경식 외 2, 앞의 글(각주 11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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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납세자들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

담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혼자 부담하였을 위험을 분

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115). 사회보험이론은 나머지 사회

보험이 법률에 따라서 그 가입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는 달리 범죄피해자 보상은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존재

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자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보험가입

자들로 간주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116).

라. 정부과실론(Government Negligence Theory)

정부과실론은 국가책임론보다는 책임범위를 축소하여 정부의 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최소한 법집행관의 과실에 근거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부에 책임을 물

을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 한다117). 국가의 보상이 정부의 과실유무

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정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정부과실론 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을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모호

하고, 과실을 넓게 보면 결국 국가책임론과 거의 동일하게 되고, 과실

을 엄격하게 좁히면 국가에서 보상해줄 사건이 거의 없게 된다. 정부

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

도 피해자보상을 해야 할 경우를 상정하게 되는 피해자보상제도의 본

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 범죄방지이론(Crime Prevention Theory)

범죄방지이론은 국가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집행의 촉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일반국민이 그들의 노력으로 범죄

115)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제36면

116)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37면

117)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 .4., 제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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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범죄 신고를 통하여

범인 체포 및 범인확인을 하는 등의 형사소송 수행과정에 적극 협력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118).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은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복감정을 완화시켜주고 피해자

자신이 범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죄행위로 나아

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어느 정도 범죄 방지에도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부수적 효과로서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복감정이 완화되거나 보상을 목

적으로 형사절차에 적극 협력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국가에서

피해자보상을 하는 근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119).

바. 인도주의 이론(Humanitarian Theory)

인도주의 이론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은 국가

의 법적 책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연민의 정’,

‘자선적 측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12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곤란하고 궁핍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 생계의 유지

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자선적 측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라는 논

리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

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가의 보상은 생계가 곤란하지 않는 범

죄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국가책임론보다 줄

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논

리가 오로지 범죄피해자의 궁핍한 생활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평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

118)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5면., 김혜경, 앞의 글(각주 117) 제269면

119) 김혜경, 앞의 글(각주 117) 제270면

120)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5면., 박상식, 앞의 논문(각주 110) 제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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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

국 지원의 범위와 한계는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과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사. 사회복지 이론(Social Welfare Theory)

사회복지 이론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의 과제라는 것이다121). 따라서 기본적

으로 국가가 범죄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국가의 여건에 맞게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입법취지가 “가장 소중한 생

명․신체의 위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아무런 경우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

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함으로

써 법률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 것을 논거

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22). 그러나 오로지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경우 국가의

재정우선순위에 밀려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국 지원의 범위와 한계는 국가의 재

정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아. 정치적 동기 이론(Political Motives Theory)

정치적 동기이론은 피해자보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

치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즉 시민들은 이러한 제

도를 강력히 원하므로 그러한 기대에 반응하는 것이 정치적 이익이

되고, 개인이 비록 그러한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보상

121)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5면., 박상열/김상돈, 범죄『피해자학』, 형

설출판사, 2006, 제221면.

122) 박상식, 앞의 논문(각주 110) 제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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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자체가 상징적이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제도에서의 문제점을 숨기

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123).

그러나 정치적 동기이론에 대하여는 피해자보상 제도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산물로만 봄으로써 피해자보상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피해자

에 대한 인권, 정의의 관념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동등보호 이론(Equal Protection Theory)

동등보호이론은 피해자보상은 피해자화의 부담을 균등하게 하는 수

단이라는 견해이다. 즉 어떤 사람들은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는데 정부가 이런 평화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보상을 함으로써

이익형평(equal benefits)의 관점에 부합하게 된다는 이론이다124).

이러한 동등보호 이론은 지역간의 범죄편차를 상정하고, 범죄가 없

는 지역에서 평안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담으로 범죄가 빈

번한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논

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편차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피

해자보상의 논리가 궁색해지고 결국 다른 보상논리를 찾을 수밖에 없

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차. 합리적 형사정책이론

합리적 형사정책이론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 지급은

국가의 범죄예방이라는 책무해태, 즉 국가책무불이행이라는 선행행위

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건강한 사회복귀 목적을 위해 국가에

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다125). 이 견해는

123)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6면

124) Robert Elias, 앞의 책(각주 100) 제25면

125) 오경식 외2, 앞의 논문(각주 113)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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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여된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 형사정책적으로 균등하게 건강

한 사회복귀를 형사정책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

가의 보상이 피해자의 형사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하게 되

어 범죄자와 피해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조금을 지급

하는 것이라고 한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조금지급이 피해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오로지 형사정책적인 측면만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면 구조금 지급으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사회복귀에 도움

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

도 발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한계

도 당연히 그러한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126).

4. 소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보상은 나라마다 제도가 차이가 있으

므로 일률적으로 그 피해자보상의 이론적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분석하

면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피해자보상제도

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피해자보상에 관하여 각국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은 국가책임설로서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책임이 있으므로

당연히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는 무과실배상책임 있다

126) 이외에도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희생보상청구의 보상구조를 범죄피해자보상에

확대적용하려는 이론으로서 특별 희생이론이 있다. 그러나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고권에 입각한 명시적 혹은 심리적 희생

에 대한 강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강제에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셋 째 그 강제의 결과 발생한 비재산적 피해가 모든 국민에게 일반

적으로 닥치는 불이익의 수준을 넘어서 당사자에게 특별히 부과된 희생이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첫째와 둘째 요건에서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특별희생이론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논거로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되어 따로 소개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광석, ‘범죄피해자구조청

구권의 헌법체계 내 위치의 문제와 사회보장적 구체화 문제 관한 시론“, 한림대

논문집, 1989, 제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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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책임설에 의하여 엄격하

게 피해를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

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상을 민사소송을 통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는 적게 보상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책임설만으로는 피해자보상을 설명하기 어렵

다. 국가마다 피해자보상의 범위와 그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범죄의 피해를 구조하

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설의 논거에 무게중심을 실어준다. 그러므

로 다양한 피해자보상제도가 가지는 공통요소를 찾아내어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설의 기본적 인식하에 국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피해자보상제도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

이라고 생각한다.

5. 보상범위의 내재적 한계의 검토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급해야 할 구조금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구체적으로 손해전부를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또 그 손해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책임론에 의할 때 논리적으로 그 구조금의 범위는

범죄피해자가 그 범죄로 입은 손해의 전체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복지론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손해금액에 국한 될 이

유가 없으므로 이론상 얼마든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손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한도는 그러한 상황을

종합한 형사정책적 결정이라고 본다. 실제로도 유족구조금의 경우에

는 과연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회복

하는데 어느 정도의 구조금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한도는 상당히 가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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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적 배상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미법에서는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범위가 손해액을 넘어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에 구조금을 확대하는데 적어도 이론상이나 논리적인 한계나 제약은

없으며, 그 국가에서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따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사실상의 한계라고 본다127).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조금은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국가에서 대신지급해주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128). 그렇다면 구조금의 근본성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

는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

가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다.

127) 손해배상 형은 국가책임이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피해에게 제한

없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결국 생활보호

형과 산재보상형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정부가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

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용우,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조사

연구 통권 제240호, 1996, 제95면

12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②항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

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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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한계

제1절 뉴질랜드의 피해자 보상요건과 범위

1. 뉴질랜드 피해자보상 근거 법률

뉴질랜드는 1963년에 범죄피해 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고,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세

계에서 최초로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 제도를 채용한 나라가 되

었다. 그 후 1972년 10월 24일에는 노동자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과 범죄피해자보상을 모두

하나의 보상체계로 통합하여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서 담당하는 획기적인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이 제정되어 1974년부터 시행되었다129). 이로 인해

1928년부터 가입강제로 시행해온 자동차보험, 1954년부터 시행해온

노동자재해보상보험, 1963년부터 시행해 온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하

나로 통합되어 사고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즉 어떠한 원인

에 의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차별하지 않고 사

고보상위원회에서 보상하게 되었다.

보상에 관한 업무는 1998년 사고보험법(Accident Insurance Act

1998)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서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 2001년에 자영업자 보상에

관한 부분을 대폭 정비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정비하여 사고

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이

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129) Law Commission, “Compensation Crime Victims”, Wellington 200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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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1985년에는 기

존에 사고보상위원회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재산의 손실이나 손상,

감정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즉 1985년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5)의 개정으로 종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 대신에 피해자

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감정적 손상(emotional harm)에 대하여 판사

가 가해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배

상을 선고토록 하는 배상판결(sentence of reparation)이 도입되었고,

2002년 양형법(Sentencing Act 2002)의 개정으로 배상판결을 더 활용

하도록 개정하였다130).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받는 방법은 민사

상 불법행위책임 소송(tort action)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형사절차에서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

고 원활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보상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초기에 의문

을 가진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법률과 제도의 개선

을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하거나 개선권고안을 낼 수 있는 독립기관인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131))는 2008년도에는 피해자보상제도의

130) 그 논거는 형사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

해자의 불법행위와 또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피해자에게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판결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배상판결은 초기에 주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1987년 개정을 통하여 감정적 손
상(emotional harm)을 입은 경우도 적용토록 하였고, 배상판결을 하는 것이 명백
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판사가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3년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경제적 수단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력을 제공하는 등의 유형도 고려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배상

판결은 1989년부터 1998년간의 법원통계를 보면, 강도(burglary)의 경우 평균

20%, 재물손괴(wilful damage)의 경우는 58%, 절도의 경우 16%의 판결에 대하

여 배상판결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http://www.justice.govt.nz/publications/publications-archived/1999/conviction-se

ntencing-of-offenders-in-new-zealand-1989-to-1998/7.-the-use-of-reparation-a

s-a-sentence/7a.-the-use-of-reparation-as-a-sentence(2014.5.20.방문)

131) Law Commission은 뉴질랜드의 법률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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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 현재의 피해자보상제도의 기조를 그대

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고, 그 외에도 가해자에게 50$씩의 부과금을

부과하여 기금에 충당하고, 범죄피해자의 손해를 국가에서 전액기금

으로 보상하는 문제132)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뉴질

랜드 법무부는 피해자보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해자에게 부과

금을 신설하며,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국가기금의 마련은 더

연구하는 등의 논의를 하는 등133) 지속적인 제도개선 연구 노력을 통

하여 피해자보상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축소나 폐지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뉴질랜드 피해자 보상제도 요건과 범위

가. 보상요건

1) 장소적 조건 (뉴질랜드 내)

①뉴질랜드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이하 이

장에서는 법이라고만 약칭함1))에 의하여 적용의 대상이 되는 뉴질랜

드내에서의 사고에서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 뿐만 아니라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수역, 그리고 대륙붕에 설치한 시추선 등을 포함하는 개념

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 이다.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설립근거는 1985년 법률위원회법(Law Commission Act 1985)에 있다.

132) 물론 이 문제는 법무부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fully state-funded reparation

scheme은 형사재판에서 원상회복을 위해 배상판결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회복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전부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시도로서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임에 틀림없

다.

133) 뉴질랜드 법무부의 공식반응은 2011년 6월 23일에 결정되었고, law

Commission의 결론인 현재의 피해자보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에 동의

하면서, 부과금신설 등의 내용은 수용하고, 손해배상기금의 마련 등 일부수용하기

어려움을 표시하거나 또는 연구검토를 하여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wcom.govt.nz/project/compensation-victims-crime?quicktabs_23=repo

rt(2014.5.20.방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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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34)

②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ordinarily resident)여야 하

는데, 이 개념은 뉴질랜드 시민, 이민법상의 거주비자(residence

class)를 받은 자, 또는 위와 같은 사람들의 배우자나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시민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도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뉴질랜드에 영주권이 없고,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

는다.135)

134) 사고보상법 제16조 제1항

135) 사고보상법 제17조 : 통상적(ordinary)인 뉴질랜드 거주자

(1) 만약 어떤 자가 다음과 같으면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가 된다.

(a) 그의 영구적 거주지가 뉴질랜드이고, 뉴질랜드 외에 거주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

에, 그리고,

(b) 다음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에 들어가는 경우

(i) 뉴질랜드 시민권자

(ii) 2009년 이민법하의 거주비자 보유자

(iii) 위 (i), (ii)의 해당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다른 부양자인 경우, 그리고,

위 항에 언급한 사람들과 주로 동행하는 자

(2) 만약 어떤 사람이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부재하거나, 6개월 이상 부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뉴질랜드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는 자가 아니다. 본 항은 제3

항에 우선하지만 제4항에는 종속된다.

(3) 만약 어떤 사람이 마지막 뉴질랜드에서의 부재가 시작되기 적전의 12개월 동안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록 뉴질랜드에

부재하였더라도 그는 영구 주거지가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이다.(어떤 자가 뉴질

랜드에 하루의 일부라도 체류한 경우에는 그 하루 전체를 뉴질랜드에 체류한 것

으로 간주한다)

(4) 주로 그 고용관계의 의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서 떠나 있었던 경우에는 뉴질

랜드의 영구적 거주관계가 중단되지 않으며, 뉴질랜드 외에서의 고용관계 종료 후

의 6개월 내에 뉴질랜드에서 거주를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뉴질랜드 소득세의 관점에서 뉴질랜드 내 에서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5) 만약 어떤 자가 2009년 이민법이 의미하는 불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다.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체

류하는 기간은 위 (3)항에서 의도하는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계산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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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망청구와 관련하여 배우자(spouse)나 사실혼 동거인(partner)인

에 해당되려면 첫째,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청구

인이 생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관계여야 한다136).

2) 뉴질랜드인의 해외에서의 상해

뉴질랜드인이 해외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적용된다. 해

외의 여행목적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사업이나 관광이나 사적인

친구 방문 등 어떤 사유든 차별이 없다. 다만 이 지원제도는 6개월

이내의 여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업무로 해외에 체류

중이며 뉴질랜드에서 계속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6개월 이상 해

외에 체류할지라도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업무 여

행의 목적이 종료되고 나서 개인적인 이유로 여행을 더 하고자 하는

경우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할 의사가 있다면 그로부터 최고 6개월까지

사고보상공사(ACC)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상해를 입

은 경우는 뉴질랜드로 돌아온 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교

통비, 재활, 재정지원 등이 국내사고와 동일하게 지원 된다137).

3)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상해(injury)는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에 의한 것은 해당

되지 않는다.

①사고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점진적인 행위(gradual process)가 아닌 특정

136) 사고보상법 제18조

137)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용(사고가 아닌 치료비용), 여행차질 손해, 예치금 손실,

보조자 여행비, 친척을 위한 긴급 여행비 같은 항목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리고 해외여행으로 생긴 질환도 사고보상공사(ACC)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뉴질

랜드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권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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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연속적 행위로서 인간의 신체의 외부에 중력을 포함한 힘

을 가하거나 저항력을 가하는 것이며, 외부의 힘 또는 저항을 피하

기 위하여 신체의 급격한 움직임을 포함하고, 또한 신체의 비틀림

움직임을 포함한다138). 그리고 단순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흡입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지

만, 어떤 고체나 액체, 가스 같은 외부 이물질을 흡입하는 것도 사고

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화상이나 어떤 광선(exexposure

to radiation or rays of any kind)에 노출되는 경우도 사고에 해당한

다139).

② 상해(personal injury)의 개념

상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사망을 포함하고, 또는 사람에 의

한 신체적 상해(physical injury), 염좌(strain), 삠(sprain), 그리고 성

폭력피해자 같이 특정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mental injury),

특정업무관련 정신적 손상(work- related mental injury), 신체일부를

대체하는 보철물의 손상을 말한다140). 그리고 두 귀의 6%이상의 청력

손실도 상해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연노화 현상이나 점진적으로 일어

나는 감염이나 질병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상이란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를

의미 한다141). 그러나 노동과 관련하여 특정업무의 속성상 점진적

과정의 질병 또는 감염으로 인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의 대상이 된다142). 다만 고의적인 자해나 자살의 경우에는 사고보상

공사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43). 또한 청구인이 살인죄의 재판

을 받고 있거나, 청구인이 수감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청구인이

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138) 사고보상법 제25조

139) 사고보상법 제25조

140) 사고보상법 제26조

141) 사고보상법 제27조

142) 사고보상법 제30조

143) 사고보상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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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144).

이외에도 자동차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motor vehicle injury 145)),

치료중의 상해(treatment injury146))도 상해보상에 포함되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므로 자세한 부분은 생략한다147). 상해발생

은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상해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든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되었던 것이든 상

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범죄로 인한 상해이건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상해이건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상해를 입은 사

람의 나이나 직업 유무 등을 따지지 않는다. 무직자이건 학생이건 차이

가 없다. 뉴질랜드 방문자인 외국인의 경우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마

찬가지로 보상의 대상이 된다.

나. 보상한도

뉴질랜드의 경우는 보상한도가 없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 상해의 경우

① 치료비

대부분의 상해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사고보상공사(ACC)에서 보상

하게 된다. 구급차 이용료, 의사 진료비, 물리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방사선 촬영비, 처방약 값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148).

144) 사고보상법 제120-122조

145) 사고보상법 제35조

146) 사고보상법 제32조

147) 치료상해란 한명 이상의 등록된 건강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사람에 의하

여 발생한 고통을 말하고, 그 상해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건강상태로 인해

발생한 경우, 자원배분 결정에 기인한 상해, 치료진행에 대한 동의지연으로 발생

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고보상법 제32조 참조

148) 사고보상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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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통비

진찰, 치료, 재활을 받기 위한 통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유류 수당

이나 차량 개조비, 대중교통 요금, 택시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재활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통원 교통비, 또는 직장이나 학교 유치원을

오가는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참고로 2010년부터 피해자 가족의 법

정출석을 위한 교통비가 대폭 상향되었는데, 피해자가족은 5인까지

지원받는데 중대범죄(serious crime)의 피해자인 경우 법정에 출석하

는데 개인당 최대 3,000$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데 개인당

1,500$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인상하였다149).

③재활

가급적 빨리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재활 지원

을 한다. 예를 들면 의수와 의족,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적합한 차량

으로 개조하거나 교체, 자녀보육, 재활기구(목발, 샤워용 의자, 보청기

등), 주택개조(휠체어용 출입구등), 자택 간병인(샤워, 옷 입기 등), 파

출부(청소, 요리 등)비용 등이 재활비용으로 포함되고, 2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보조교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재활에는 고용을 유지하

거나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뿐만150) 아니라 교육지원 육아지원 등을

포함하는 사회재활도 포함되어 있다151).

④재정적 지원

상해발생 후 둘째 주부터 상해 전 평균 주 소득의 최고 80%까지

소득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첫 주 분은 본인 또는 고용주가 부

담해야 한다152). 그 외에도 건강검진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경우 숙

박비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보상금 자체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

다153). 뉴질랜드 국가연금의 지불한도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 보상금

149) Law Commission, “Compensation Crime Victims”, Wellington, 2008, 제5면

150) 사고보상법 제85조

151) 사고보상법 제81조

152) 사고보상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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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불한도는 주당(weekly compensation)

2008년 기준으로 최고 1,341.31.$이다154). 영구장애에 대하여는 일시

금(lump sum compensation)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잠재적인 지급금은

개인에 대한 종합장애율이 10%인 경우 3,078.46$에서, 종합장애율이

80%인 경우 123,138.28$에 이르기 까지 차이가 있다155). 그리고 성

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긴급지원금으로

250$을 지원 받는다156).

2) 사망의 경우

①장례비 보조금

장례비에 대한 보조금은 5,541.23$이나,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부터 최대 10,000달러까지 장례비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157).

②유가족 보상금

사망 유가족에게 일시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경우 4,702.79$을 지급하고, 1명이상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18세 미만의 자녀에

게는 각 2,351.40$를 지급하고, 그 외의 유가족에 대하여는 2,351.40

$를 지급한다158).

153) 사고보상법 제123조

154) 2014. 7. 22. 환율기준으로 1,341.31뉴질랜드 달러는 한화 약 119만원이다.

155) 2014. 7. 22.환율 기준으로 뉴질랜드 3,078.46달러는 273만원 상당이며,

123,138.28달러는 1억 925만원 상당이 된다.

156) Law Commission, “Compensation Crime Victims”, Wellington 2008, 제5. 250

뉴질랜드 달러는 2014. 7. 22.환율로 한화 약 22만원 상당이다.

157) 2014. 7. 22.환율기준으로 뉴질랜드 5,541.23달러는 한화 약 491만원, 10,000달러

는 한화 약 887만원 상당이다.

http://www.acc.co.nz/making-a-claim/what-support-can-i-get/ECI0039(2014.5.19.

방문)

158) 사고보상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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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지출항목 예산2013-2014예산2013-2014 잠정지출2012-2013잠정지출2012-2013

치료비치료비

(Treatment) (Treatment) 

치료비(medical) 치료비(medical) 539 499

병원비(hospital) 병원비(hospital) 275 255

응급서비스(Public Health 응급서비스(Public Health 

Acute Serivice)Acute Serivice)
450 438

치과비(Dental) 치과비(Dental) 27 22

Conveyance for treatmentConveyance for treatment 84 79

treatment totaltreatment total 1,375 1,293

재활재활
직업재활직업재활 49 46

사회재활사회재활 436 412

③자녀보육비

사망자의 유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

간, 또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된다. 그 자녀는 뉴질랜

드에 거주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비과세된다. 사고보상공사는 그 자

녀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게 된다159).

④사망자의 손실 급여액(살아 있었다면 가족에게 가져다주었을 수

입)을 주급 보상금(weekly compensation)으로 계속 지급하게 된

다160). 뉴질랜드의 보상금은 특별히 한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망

자의 손실급여액등에 대한 실제 산정에 의하여 차이가 나고, 보상은

전액보상이 원칙이다.

다. 보상현황

피해자 보상이 전체 사고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보상이 되므로 구

체적으로 범죄피해자만을 따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사고

보상공사의 지출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2013-2014년도 사고보상공사 예산내역 (단위 백만$161))

159) 사고보상법 제125조

160) 사고보상법 제100조

161)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 자료 참조. http://www.acc.co.nz/(2014.5.20.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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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재활총계 재활총계 1,860 1,751

보상보상

(Compensation)(Compensation)

소 득 보 전 ( I n c o m e 소 득 보 전 ( I n c o m e 

maintenance)maintenance)
816 757

부양가족지원부양가족지원 66 41

일시금(lump sums)일시금(lump sums) 36 31

사망지원금 사망지원금 90 90

보상 총계(compensation 보상 총계(compensation 

total) total) 
1,008 919

기타 비용 기타 비용 13 16

총계 총계 2,8812,881 2,6542,654

3. 뉴질랜드 보상제도 특징

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하여 뉴질랜드는 매우 선구적인 나라이다. 우

선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실현한 나라이다. 그리고 현재는 과실을 묻지 않는 상해보상제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보호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이다. 뉴질랜드의 피해자보상제도의 특징을 첫 번째로 꼽으라면 관대

한 지급요건과 지급범위이다. 즉 사고에 의한 상해이면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 보상의 범위

도 치료비와 소득상실과 재활비용을 포함한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완

전보상 형태이다. 현재 피해자보상의 요건을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피해자보호제도와 비교하여 보아도 뉴질랜드만이 유일하게 재활비용

을 지불하는 등 그 요건과 지원범위가 그 중에서도 매우 관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영연방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뉴질랜드의 경우는 개인이 사고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그것의 원인이 범죄에 의한 것이

든, 개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든, 일하는 중에 일어난 것이든 묻지 않

고 보상을 받게 되는 현존하는 가장 관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상해는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소득 손실분에 대한 보상

과 재활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산정은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서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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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해에 대한 원인을 묻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일부는

이러한 경우 정부의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

다. 실제 2012년의 사고보상공사(ACC)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연도만

약 4억7400만$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2). 그리하여 2010

년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모든 피고인에게 50$의 부과금을 부과하

여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등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뉴질랜드의 피해자보상제도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사

고보상공사라는 전문보상기관이다. 사고보상공사(ACC)에서 보상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담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특별히 변호사를 선임하거

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고보상공사 덕분에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보상금의 신청이 사후에 이루어지지만 뉴질랜

드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보상금의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

다163).

세 번째 특징은 보상제도가 완전하고 종합적인(complete and

comprehensive compensation) 보상을 추구한 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상

제도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치료와 재활, 소득상실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의 사고보상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

어 있어 매우 효율적(effectiveness in administration)이다. 그런데 그 보

상에서 점차 정신적 심리적 손상(mental injury)의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

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전액보상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점이다. 현재는 형사재판으로 배상판결

(reparation sentence)을 활성화하여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도

록 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기금에 의한 물질적

162)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 2012년도 연간보고서 내용참조

file:///C:/Users/user/Downloads/Annual%20Report%20Financial%20results%20FAQs%20v6%20(1).pdf(2014.5.20.방문)

163) 뉴질랜드 사고보상법의 목적은 공동체 사회의 상해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

해의 충격(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포함하여)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정

하고 안정적으로 개인의 상해를 관리하는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고, 또한 첫 번째 상해보상계획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고보상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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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State funded reparation)을 연구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높

다.

네 번째 특징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

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후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발생한 가해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뉴질랜드의 사고보상은 그 과실유

무를 묻지 않음으로 그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도덕적

면책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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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008년 기준 뉴질랜드·호주·영국 피해자보상제도 비교164)

뉴질랜드뉴질랜드
뉴사우스웨일뉴사우스웨일

스주스주
빅토리아주빅토리아주 온타리오주온타리오주 영국영국

법에 명시된 법에 명시된 

보상 최고치보상 최고치
없음 AUS $50,000

주된 피해자에게 
AUS $60,000지급 
만약 “특별한 재정
적 도움”을 줄 조건
이 되는 경우는 AUS 
$10,000까지 추가 

총 액 
CAN$25,000
또는 1회당 
CAN$1,000

￡500,000

소득의 손실소득의 손실

최고 주당$1,341.31 까
지 소득의 80% 인정
국가퇴직연금제도 지불
한도까지 가능

정상생활불능상
태 26주후 지불
보상금 지불한
도 내 인정

최고 한도 AUS 
$20,000 내로 
2년 동안 지불

보상금 지불한
도 내 인정

정상생활불능상
태 28주후 지불
보상금 지불한
도 내 인정

물리적장애에 물리적장애에 

대한 일시금대한 일시금

있음
최고 $100,000 한
도로 장애정도 기초
로 산정

있음
최고 AUS 
$50,000 한도로 
통증유형 기초
로 산정

없음 없음

있음
최고 ￡250,000 
한도로 통증유형 
기초로 산정

통증과 고통통증과 고통 없음 없음

있음
범죄행위의 범주
와 손상 심각성
에 기초로 “특별
한 재정적 도움”

있음 없음

정신적 정신적 

상해상해

있음
일과 관련된 정신적 
상처, 및 특정범죄 
후 정신상해

있음
강도, 유괴를 당해 
입은 상처 또는 
“중간정도의 장애”의 
상처가 있는지

있음 있음
있음
한정된 환경 내

비용지출비용지출

(expense)(expense)
있음 있음 없음 있음

“특별한 비용”정
상생활불능상태 
28주후 가능

재활비용재활비용

사회복귀 사회복귀 

또는 또는 

직업지원직업지원

있음
광범위한 이득
예를 들어 가정도우미, 
집수리, 지원, 기기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사망에 이른 사망에 이른 

경우경우

장례식 비용
생존자보조금
( $4,702.79와 배우
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2,351.40)
손실소득의 비율에 
기초한 주 단위 보상, 
아이캐어 비용

상처에 대한 보상
과 최고 AUS 
$50,000의 재정
적 손실

의학적 상담비용
장례식비용
정신적 고통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망으로 인해 
받은 재정손실
전체 가족구성원 총계
(부양가족 AUS $100,000, 

합리적으로 초
래된 비용
장례식비용
부양가족에 의
해 초래된 금전
상의 손실
통증과 고통

표준적인 양의 
보상
부모손실보상
“종속”보상
장례식비용

재산손해재산손해

(property (property 

damage)damage)

없음 개인자산의 손실
범죄행위 시 발
생한 옷의 손상

없음

정상생활불능상태 
28주후 지불
특별한 비용부분만 
인정

164) Law Commission, “Compensation Crime Victims”, Wellington, 2008, 제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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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피해자보상 요건과 범위

1. 영국의 피해자보상 근거 법률

영국은 1920년대에 이미 범죄피해자보상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피

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165). 1964 .8. 1. 영국은 뉴

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의회

에 의한 입법형식이 아니라 영국정부의 행정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

었다. 이후 구체적인 피해자보상제도의 정비는 1967년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1967166)에 규정을 하였고,

1988년도의 법률개정과 보완을 거쳐 1995년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범죄피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167))이 마련

되었다. 동법에는 피해자보상의 지급과 관련된 정의규정, 계산방식,

등급표(tariff), 청구절차, 심사 및 이의절차, 관할 및 의회의 감독 등

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다. 동법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법무성 산

하에 범죄피해보상국(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CICA)이 조직이 되었고, 매년 의회에 각 년도의 집행내역을 보고를

하고 있다. 현재는 2008년도의 수정을 거쳐서 2012년 11월에 마련된

상해범죄 피해자 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에 의하여 구체적인 보상이 시행되고 있다.

2.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 요건

165)이성호․김상균․신석환 공저,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제171면

166)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7/13/section/11B(2014.2.4.방문), 1967 c.

13, Investigation by the Commissioner, section 11B,

167)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5/53(2014.2.4.방문), 1995. c. 53,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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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피해자

영국 내에서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로 피해를 입은 자나 범인

의 체포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을 돕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범죄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168). 여기서 말하는 폭력범

죄는 a. 물리적 폭행(a physical attack), b. 상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any other act or omission of a violent nature

which causes physical injury to a person), c.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

여금 직접적인 위험을 느끼게 할 만한 협박, d.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폭행, e. 방화죄를 말한다169). 그리고 신청자는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자170)이어야 하고 피해당시 통상적

(ordinarily resident)인 영국 거주자여야 한다171). 또한 폭력범죄를

일으킨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고의나 부주의(intentionally or

recklessly)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은 고

의에 의한 범죄들만 언급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부

주의한 행위(reckless conduct)에 의한 것도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범죄 장소는 영국 내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국항공기, 영국인이나 영

국법인이 소유한 배, 영국해안의 등대 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

고 피해자가 영국시민일 필요는 없다. 범죄피해를 당한 그 날을 기준

으로 영국에 통상적인 거주자(ordinary residence172))이면 된다.

168) 법무성, 2012 범죄피해자보상계획, 제4,5,6,8조

169) 법무성, 2012 범죄피해자보상계획 제4조

170) 법무성, 2012 범죄피해자보상계획 제6조

171) 범죄피해당시 영국 국민이거나, 영국국민의 친척이거나,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 국민이거나 또는 동 회원국민으로서 영국에 거주

할 권리가 있는 자, 유럽평의회가 1983년 마련한 범죄피해자 보상협약 회원국민

이거나 주둔군(armed forces) 또는 주둔군의 동반친척인 경우에는 거주자 요건에

해당된다. Ministry of Justice, "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 제7면

172) 통상적인 거주자란 일시 또는 간헐적 부재를 별론하고 영국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그 거주지가 그들이 영국에서 삶을 당분간 거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를 말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58236/ordinaryr

eside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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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예방활동 피해자

그리고 직접적인 범죄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째 범죄자 또

는 범죄혐의가 있는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체포를 시도, 둘째 범죄의

예방이나 예방시도, 셋째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여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된다173).

다. 가해자에 관한 요건

보상신청을 함에 있어 가해자가 상해에 연관된 범행으로 유죄판결

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정신질환,

외교면책특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무방하다.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또는 기소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피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174). 가정폭력과 같이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으로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지급할 수가 없다175).

라. 피해발생(injury)과 등급표(tariff)

범죄피해는 하나 또는 다수의 인적상해(personal injury)로서 육체적

부상(physical injury), 정신적 상처(mental injury), 그리고 질병

(discase)을 포함한다. 상해등급은 일반폭력범죄가 20단계, 성범죄가

15단계로 정해져 있다. 정률표(tariff)에 정해진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는 형태이다. 정률표에 나타난 상해는 신체부위별로 피해의 종

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총론에 화상, 마비, 의학적으로 확인된 병세,

173)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5조

174) 송승언,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2

호, 2012.10. 제221면

175)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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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물리적, 정신적 상해)Part A(물리적, 정신적 상해) Part B(성폭력, 학대)Part B(성폭력, 학대)

보상등급보상등급 보상등급보상등급

level A1level A1 £ 1,000 level B1level B1 £ 1,000

     A2      A2 £ 1,500 B2B2 £ 1,500

     A3     A3 £ 1,800 B3B3 £ 2,000

     A4     A4 £ 2,400 B4B4 £ 3,300

     A5     A5 £ 3,500 B5B5 £ 4,400

     A6     A6 £ 4,600 B6B6 £ 5,500

     A7     A7 £ 6,200 B7B7 £ 6,600

     A8     A8 £ 11,000 B8B8 £ 8,200

     A9     A9 £ 13,500 B9B9 £ 11,000

     A10     A10 £ 16,500 B10B10 £ 13,500

     A11     A11 £ 19,000 B11B11 £ 16,500

     A12     A12 £ 22,000 B12B12 £ 22,000

정신적 손상, 말초신경 손상 등을 구분하고, 다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별로 약 400개가 넘는 세부 피해별 등급을 미리 정해 놓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은 각 신체 해당부의의 상해의

종류에 대한 등급표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면 화상(burns)을 입은 경우 심각한

흉터(significant scarring)를 동반하고, 신체 25%이상 여러 부위에 걸

쳐 영향을 미치는 화상의 경우에는 A14등급이 되고, 귀의 청력이 영

구적으로 기능일부가 손실된 경우 한쪽귀인 경우 A3등급, 양쪽 귀가

해당되는 경우는 A7등급, 영구적 완전청력상실은 한쪽귀면 A10등급,

양쪽 귀면 A15등급이 된다. 그리고 성폭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

로 피해 정도에 따른 등급이 미리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

으로 비 삽입형태 옷 입은 위에서 물리적성추행은 B1등급, 비 삽입형

태 옷 입은 상태의 물리적 성추행이 반복된 경우 B2등급, 비 삽입형

태 옷 입었지만 옷 밑으로 성추행이 가해진 경우 B3등급이 된다.

〈표3〉 영국 피해자보상금등급표 : 2012 tariff of injuries176)

176) Ministry of Justice,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 제

39면. 구체적인 상해의 종류별 등급에 대하여는 다시 각 신체의 부위별로 상해의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등급의 규정이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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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3     A13 £ 27,000 B13B13 £ 27,000

     A14     A14 £ 33,000 B14B14 £ 33,000

     A15     A15 £ 44,000 B15B15 £ 44,000

     A16     A16 £ 55,000

     A17     A17 £ 82,000

     A18     A18 £ 110,000

     A19     A19 £ 175,000

     A20     A20 £ 250,000

 청각장애(Deafness) 청각장애(Deafness)

 -영구적 부분장애(permanent partial deafness)  -영구적 부분장애(permanent partial deafness) 

  (remaining hearing socially useful, with hearing aid if necessary)  (remaining hearing socially useful, with hearing aid if necessary)

one earone ear A3 1,800

both earsboth ears A7 6,200

 -영구적 전부장애(permanent total deafness) -영구적 전부장애(permanent total deafness)

one earone ear A10 16,500

in only hearing earin only hearing ear A14 33,000

both earsboth ears A15 44,000

 귀손상(Loss of ear) 귀손상(Loss of ear)

partial loss of ear(s)partial loss of ear(s) A4 2,400

loss of earloss of ear A8 11,000

loss of both earsloss of both ears A11 19,000

 고막파열(Perforated ear drum) 고막파열(Perforated ear drum)

both earsboth ears A1 1,000

 Tinnitus(ringing noise in ear(s)) Tinnitus(ringing noise in ear(s))

 -lasting 13 weeks of more -lasting 13 weeks of more A2 1,500

 -permanent -permanent

    other than very severe  other than very severe A7 6,200

      very severe  very severe A10 16,500

 Vestibular damage (causing giddiness) Vestibular damage (causing giddiness)

 -lasting 28 weeks of more – recovery expected -lasting 28 weeks of more – recovery expected A2 1,500

 -permanent -permanent A7 6,200

Blow out or other fracture of orbital bone cavity containing eyeballBlow out or other fracture of orbital bone cavity containing eyeball

 no operation no operation A2 1,500

상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은 등급결정의 한 예로 귀와 눈에 입은

상해의 종류와 등급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귀 부분 상해등급표

〈표5〉 눈 부분 상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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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ing operation requiring operation A4 2,400

Permanent blurred of double visionPermanent blurred of double vision

slightslight A4 2,400

moderatemoderate A7 6,200

seriousserious A9 13,500

CataractsCataracts

 -one eye -one eye

requiring operationrequiring operation A2 1,500

permanent (inoperable or operation permanent (inoperable or operation 

unsuccessful)unsuccessful)
A7 6,200

 -both  eyes -both  eyes

requiring operationrequiring operation A7 6,200

permanent (inoperable or operation permanent (inoperable or operation 

unsuccessful)unsuccessful)
A11 19,000

permanent loss of visual field permanent loss of visual field 

slightslight A1 1,000

moderatemoderate A5 3,500

seriousserious A15 44,000

Dislocation of lens Dislocation of lens 

one eyeone eye A5 3,500

both eyesboth eyes A9 13,500

GlaucomaGlaucoma A1 1,000

Hyphaema requiring operationHyphaema requiring operation

 both eyes both eyes A1 1,000

Loss of eyeLoss of eye

one eyeone eye A13 27,000

both eyesboth eyes A18 110,000

Loss of sightLoss of sight

one eyeone eye A12 22,000

one eye, where the sight in the one eye, where the sight in the 

uninjured eye cannot be corrected to uninjured eye cannot be corrected to 

better than 6/36better than 6/36

A14 33,000

one eye, where the uninjured eye is one eye, where the uninjured eye is 

already totally blindalready totally blind
A17 82,000

both eyesboth eyes A18 110,000

위와 같이 각 신체의 부위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약 400개가 넘

는 구체적인 등급표를 미리 결정해 놓고 해당사건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 찾아가는 형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준표에 없는 상해에 대

하여는 법원에 문의하여 결정하고, 심각성정도를 고려하여 상해기준

표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위하여는 국무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

다177).

177)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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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의 범위와 한계

그 지급보상금의 종류는 우선 상해지급금(injury payments)이 있고,

일실소득 지급금(loss of earnings payments), 특별비용 지급금(special

expenses payments), 사별금(bereavement payments), 아동지급금

(child's payments), 장례비용(funeral payments), 부양지급금

(dependency payments)등의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상해지급금(injury

payments)은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최소

1,000 파운드부터 시작되며, 육체적 정신적 상해피해에 대한 최고한도

는 20단계인 250,000 파운드이고, 성폭행 또는 학대(sexual and

physical abuse)에 따른 피해 최고한도는 15단계인 44,000파운드이

다178).

일실소득 지급금은 상해지급금의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상해의 직

접결과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되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직전 최소 3년간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던 직업에 종사하던 자일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179).

특별비용지급금은 상해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상해사건

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물리적 보조를 받고 있던 소유물이나 장비를

분실 또는 손상을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180).

사별금은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는 경

178)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한 경우 보상금 등급표 중 가장 낮은 단계는 level A1

의 경우 1,000파운드, Level A2의 경우는 1,500파운드, Level A3의 경우는 1,800

파운드, level A20의 경우는 250,000파운드이다. 성폭력이나 학대의 경우 보상금

등급표는 level B1의 경우 1,000파운드, level B2의 경우 1,500파운드, level B3의

경우 2,000 파운드, 최고등급인 level B15의 경우 44,000파운드이다. 이것을

2014.2.5.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000파운드는 약 1761,180원 상당, 44,000파운드의

경우는 약77,491,000원 상당, 25만 파운드는 약 4억 4000만원 상당, 50만 파운드는

약 8억 8 천만 원 상당되는 금액이므로 금액의 한도는 결코 작지 않다.

179)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42조, 43조.

180)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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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한사람인 경우 11,000파운드, 여러사

람인 경우에 각 5,500파운드가 지급된다181).

아동지급금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피해자를 부

모로서 의존하고 있었던 경우에 사망당일부터 시작하여 아동의 18세

생일 전날까지 매년 2,000파운드씩 지급된다182).

부양지급금은 상해피해자가 사망당시에 경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

로 사망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

부와 수혜법 제157조에 따라 결정된 주간금액에 의하여 일정기간 지

급을 받게 된다183).

사별금은 피해자의 사망당시의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한사람이상이 있는 경우 각 5,500파운드, 한사람

인 경우에는 11,000파운드가 지급된다184).

장례비용은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2,500파

운드이며,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2,5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추

가로 2,500파운드까지 지급할 수 있다185).

한 사건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상금이 해당될

수 있는데 단일 사건으로 최대 지급한 한도는 500,000파운드이다. 예

를 들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일실소득, 기타 재활을 위한 장비구입 등 특별비용이 모두 포

함되어 보상이 산정되게 된다. 일실소득이 인정되려면 피해발생일로

부터 적어도 3년 이상 고정적으로 보수를 받아오던 것에 대하여 손실

을 입어야 하고, 그 일실소득의 인정시점은 피해발생 29주째 첫날부

터 시작 된다186).

181) 범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61조, 62조.

182)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63조, 64조.

183) 밥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67조, 제69조

184)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61조, 제62조

185)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75조,76조, 77조.

186)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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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실소득은 신청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보상결정일 까지 손

실을 입은 지나간 손실(past loss)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래수입과 장

래 수입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는 장래의 손실(future

loss)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187).

장래의 소득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래의 커먼로(common

law)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유사한 승수(multiplier)를 곱해주는 방식으

로 결정 한다188). 승수는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평가되는 년수를 나

타낸다. 이 경우 범죄피해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는

년 수를 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출발점이 된다189). 그리고 신청

인이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28주 이상의 기간 동안 수입 또는 수입

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발생한 신청인의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사적 치료비용, 특별한 설비비용, 신

청인의 재산의 손실비용, 신청인의 숙박시설의 개조비용, 기타 추가비

용이 있으면 추가보상(additional compensation)을 할 수 있다190).

187)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46조

Table A-Multipliers to be Table A-Multipliers to be 
applied to account for the applied to account for the 

accelerated receipt of accelerated receipt of 
compensationcompensation

Table B-Discount factors to be applied Table B-Discount factors to be applied 
to a lump sum in respect of loss which to a lump sum in respect of loss which 

starts at a future datestarts at a future date

year of lossyear of loss Multiplier Discount factor

11 0.9878 0.9756

22 1.9514 0.9518

33 2.8916 0.9286

44 3.8088 0.9060

55 4.7037 0.8839

66 5.5767 0.8623

77 6.4284 0.8413

::

::

:

:

:

:

5959 31.0633 0.2330

6060 31.2934 0.2273

188)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상의 승수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

189)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118면

190) 법무성, 2012 피해자보상계획 제50,제51,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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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보상에 관하여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보다 훨씬 앞서 보상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실무를 운영해 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191).

우선 피해자보상대상이 되는 범죄를 폭력 범죄로 하면서, 물리적 폭

행뿐만 아니라 부작위, 협박, 성폭행, 방화죄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의 한도는 범죄에 따른 상해의 등급을 정하여 신체

에 대한 상해는 25만 파운드, 성범죄는 4만4000파운드를 한도로 정해

놓고, 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한도를 50만파운드로 제한하

고 있다192). 그 외에도 영국 보상제도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2000년도 유럽 각국의 피해자보상 총계 2000년도 유럽 각국의 피해자보상 총계 

회원국명 회원국명 총액(유로)총액(유로) 신청인(보상인)수 신청인(보상인)수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1,400,000 200~300

벨기에벨기에 6,307,000 740

덴마크덴마크 5,456,000 3,156

핀란드핀란드 5,130,000 4,770

프랑스프랑스 147,550,000 13,353

독일독일 106,694,000 9,787

아일랜드아일랜드 3,329,000 232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42,000 16

네덜란드네덜란드 4,706,000 3,650

포르투갈포르투갈 972,000 68

스페인스페인 1,540,000 1,468

스웨덴스웨덴 7,421,000 6,522

영국영국 340,926,000 78,165

합계합계 631,473,000 122,127

191) Goodey, Jo "Compensating Victims of Violent Crime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Special Focus on Victims of Terrorism",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제6면에 의하면 영국은 피해자보상에 관하여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앞선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평의회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

1983년 7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월이 흐른 2000년도에 EU회원국 간

의 보상금 제도를 비교한 결과 영국이 피해자 보상에 대하여 가장 관대 하고, 앞

선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이 보상인원과 금액에 있어

유럽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 보다 많다.

192) 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Lorraine Wolhuter, Neil

Olley and David Denham, “Victimology: Victimisation and Victims’ Rights”,

Routledge-Cavendish, 2009, 제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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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피해자 보상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을 법률의 형태로 고정시키

지 않고 행정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었고, 그와 관련한 신청 및 심사절차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범죄자

체의 등급이 있어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는 보상이 많이 주어지고 경

한 범죄에 대하여는 적게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보상이 많아지고 적은 경우는 적어지게 되는 것을 조

합하여 정률표(tariff)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비경제

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신적

충격(mental illness), 학대(physical abuse), 성폭력(sexual assault)등

의 경우에 인정만 되면 경제적 손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상

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193).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 일정

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함으

로써 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이념상 피해

자가 입은 손해를 국가에서 보상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지만 실제 제도

는 완전보상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194).

둘째,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임의로 구간과 등급을 설정하여 놓고

있어, 그에 따라 보상액의 금액이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이기 때

문에 구체적인 등급산정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됨으로써 피

해자의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195). 다시 말하면 개별사건의 복잡성에 대한 고려의 결여, 손실에 대

193) 이것은 들어간 비용의 손실이 없으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미국의

주와 차이가 있다. Susan Herman, “Repairing the Harm”,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38면

194) 이러한 영국 형 보상제도에 대하여 이론상 손해배상형 피해자보상 제도를 추구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적인 제도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藤本哲也,

犯罪學入門 , 1988, 立化書房, 제310면

195) 그러나 영국은 1981년도에 설립한 BCS(British Crime Survey)계획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형사정책에 반영하는 등 피

해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노력을 충실하게 진행해 온 피해자보호의 모델 국가 중

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P. Mayhew, M. Hough, “The British Crime Survey :

The First Ten 년”,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Volume 50. 제32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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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전한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한 실패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196).

셋째, 피해자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은 여전히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최소한의 보상

금을 1,000파운드 이상으로 한정하고 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어서 절

도피해와 같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민사소

송이나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s)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197).

196) Mike Maguire/Rod Morgan/Rober Reiner,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4
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제480, 송승언, 앞의 글(각주

190) 제225면에서 재인용.

197) 송승언, 앞의 글(각주 174), 제225면 그러나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

하여 볼 때 영국의 보상액은 한도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보

상단가가 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Suan

Herman, “Repairing the Harm”,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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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 미국의 피해자보상 근거법률

미국은 1965년 캘리포니아 주가 뉴질랜드와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

서 세 번째로 범죄피해자보상제도(Victim Compensation Program)를

도입하였다198), 그런데 미국의 피해자보호 문제는 초기에는 증인보호

측면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The Victim of Crime Act ;VOCA)이 연방

정부에서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종합범죄통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의 제14장에 규정되어있으며, 각 주의 피해자 보

상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연방이 보조금을 교부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

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

Fund)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금의 재원은 연방범죄에 대한 벌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형벌부가금(Penalty

assessment fees) 및 몰수된 보석금 등에서 마련되고, 일반 세금은 전

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고, 그 재원은 각주에 대

한 범죄피해자 보상금과 피해자원조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80

년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재정을 지

원한 이래, 각 주정부에서도 피해자 원조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세입

이나 범죄자로부터 징수한 벌금의 일정비율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 피해자보상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198) 1965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먼드 브라운(EDmund Brown)은 주지사는

“예컨대 강도행위 시에 한 가족의 부양자를 살해한 자는 교도소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 피난처 의료보호를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모든 경제적 지

원을 박탈 당한 피해자의 가족은 궁핍에 빠지게 된다. 공공부조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는 것이어야만 의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첫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

그램을 설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987. 제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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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는 50개 주 전역에서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

다199).

2. 미국 범죄피해자보상 요건과 한계

가. 대상범죄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폭력범죄의 피해자,

살인사건의 유족, 가정폭력 피해자,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자, 외국에

서의 테러범죄 피해자가 그 대상 범죄이다. 연방법 제10602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연방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범죄피해자 보상프로

그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정부에서 운영되고, 음주운전과 가정폭

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정신건강 상담비용과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물리적상해로 인한 의료비용, 보상

가능한 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인한 임금손실 및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법집행기관의 합리적 요청

과 피해자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200). 미국은 외국에서

의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프로그램만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장

하고 나머지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은 모두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201).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①가정폭력, ②아동학대,③폭행, ④ 성폭행,

⑤ 노인 학대, ⑥살인, ⑦강도, ⑧ 음주운전 ⑨ 교통사고사망 ⑩증오

범죄 가 그 대상이 된다202). 참고로 연방 범죄피해자보호국(OVC)의

자료를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가장 많은 피해자보상을 받은 범

죄피해자는 가정폭력이었으며 전체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199) 미 법무성, Office for Victim of Crime 홈페이지 참조

http://ovc.ncjrs.gov/ResourceByState.aspx?state=ca(2014.1.27.최종방문)

200) 42. U.S.C. 10602 (b)

201) http://www.nacvcb.org/index.asp?bid=5(2014.4.15.최종방문)

202) http://vcgcb.ca.gov/victims/(2014.4.15.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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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형(Type of Victimization)피해자유형(Type of Victimization) 지원받은 인원수지원받은 인원수
(FY 11+FY12)(FY 11+FY12) 백분율백분율

아동학대(Child physical abuse)아동학대(Child physical abuse) 351,799
(169,024+182,775)

5
(4.85)

아동성폭력(Child sexual abuse)아동성폭력(Child sexual abuse)
754,136

(379,971+374,165)
10

(10.41)

음주운전(DUI/DWI crashes)음주운전(DUI/DWI crashes)
121,524

(60,100+61,424)
2

(1.68)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3,366,181
(1,682,431+1,683,750)

46
(46.45)

성폭행(Adult sexual assault)성폭행(Adult sexual assault) 446,844
(240,881+205,963)

6
(6.17)

노인 학대(Elder abuse)노인 학대(Elder abuse) 74,163
(36,889+37,274)

1
(1.02)

성추행(Adults molested as 성추행(Adults molested as 
children)children)

117,368
(57,359+60,009)

2
(1.62)

살인사건유가족(Survivors of 살인사건유가족(Survivors of 
homicide victims)homicide victims)

159,004
(79,285+79,719)

2
(2.19)

강도(Robbery)강도(Robbery)
362,543

(185,824+176,719)
5

(5.00)

폭행(Assault)폭행(Assault) 611,231
(310,705+300,526)

8
(8.43)

기타기타 918,097
(593,766+324,331)

13
(12.67)

총계총계 7,246,890
(3,760,235+3,486,655) 100

〈표6〉 피해자 유형별 2011, 2012년도 피해자보상 지원건수203)

나. 보상내용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은 연방법(42 U.S.C.

10602)에 규정된 내용대로 ①의료비204), ②정신과 상담비용, ③범죄피

해로 인한 일실소득, ④살인사건 유가족의 생계비 ⑤장례비 등을 포

함하고 있다205).

203) Office for Victim of Crime 홈페이지 참조 "2013 OVC Report to the Nation :

Fiscal 년 2011-2012")

http://www.ovc.gov/pubs/reporttonation2013/index.html(2014.4.15.자 방문)

204)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안경, 기타 교정렌즈,

치과 진료 및 보철장치, 주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치료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

스를 포함한다. 42 U.S.C. 10602 (d).

205) 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s, National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 Directory, 200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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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지출항목
총 지급비용총 지급비용

(FY 11+ FY12)(FY 11+ FY12)
백분율(%)백분율(%)

의료/치과의료/치과

(Medical/dental)(Medical/dental)

459,783,371

(239,356,454+220,426,917

52

(51.71)

정신건강(Mental health 정신건강(Mental health 

services)services)

92,261,719

(50,876,319+41,385,400)

10

(10.38)

경제지원경제지원

(Economic support)(Economic support)

118,239,355

(64,081,416+54,157,939)

13

(13.30)

장례비용장례비용

(Funeral/burial)(Funeral/burial)

86,712,435

(45,879,669+40,832,766)

10

(9.75)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를 보면, 보상내역은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비

용, 상담과 정신치료비용, 장례비용, 범죄이후 노동능력이 영구손상이

된 경우 최대 5년간의 임금 또는 수입 감소분, 어린이가 병원입원이

나 사망한 피해자인 경우 최대 30일간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임금손

실분, 피해자의 집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의 보

안장치비용, 최대 2,000불까지의 이사비용, 범죄가 주거지에서 일어난

경우 청소비용 최대 1,000달러이다. 범죄가 2001. 1. 1.이전에 일어난

경우 개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의 총합계는 46,000달러는 넘지 못하며,

그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는 63,000달러가 한도이다206). 다만

이러한 보상은 범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다른 변상조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207). 참고로 2011년도

와 2012년도 피해자보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의료, 치과비용에 대한 지급으로 전체 약 5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8).

〈표7〉피해자보상 지출내역 ( 단위 US$)

206) 캘리포니아 주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홈페이지 참조

http://www.vcgcb.ca.gov/victims/(2014.1.29.방문)

207) 캘리포니아 주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홈페이지 참조

http://www.vcgcb.ca.gov/victims/ (2014.1.29.방문)

208) Office for Victim of Crime 홈페이지 참조 "2013 OVC Report to the Nation :

Fiscal 년 2011-2012")

http://www.ovc.gov/pubs/reporttonation2013/index.html(2014.4.15.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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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청소(Crime scene 범죄현장청소(Crime scene 

cleanup)cleanup)

1,456,568

(513,111+943,457)

0

(0.16)

법의학감정(Forensic sexual 법의학감정(Forensic sexual 

assault exams)assault exams)

74,076,938

(34,639,273+39,437,665

8

(8.33)

기타기타
56,669,445

(29,273,062+27,396,383)

6

(6.37)

총계총계
889,199,831889,199,831

(464,619,304+424,580,527)(464,619,304+424,580,527)
100100

다. 신청적격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당한 자, 그리고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가 그 신청 적격자가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

녀, 부모, 법적 보호자,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등도 신청인이 될 수

있다209). 다만 신청 적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

여야 한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도 지급된다. 그러

므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지급된다. 그러나 그 보상으로 가해자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210).

둘째, 피해자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경우와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

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범죄피해가 형사사법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청기간이 정

해져 있어서 그 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에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보험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9)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9년부터 청소년이 증언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00불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vcgcb.ca.gov/victims/(2014.4.15.최종방문)

210) 42 U.S.C. 106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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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 주명
신고시한신고시한

Reporting RequirementReporting Requirement
(in hours unless noted)(in hours unless noted)

신청기한신청기한
Filing DeadlineFiling Deadline

    

최고한도($)최고한도($)
Maximum PaymentMaximum Payment

AlabamaAlabama 72 1 년 15,000

Alaska  Alaska  5 일 2 년 40,000 다수사망사건80,000 

Arizona  Arizona  72 2 년 20,000

Arkansas  Arkansas  72 1 년 10,000; 치명적상해25,000 

California California reasonable time 3 년 70,000

ColoradoColorado 72 1 년 20,000 

Connecticut Connecticut 5 일 2 년 15,000; 살인사건25,000 

Delaware  Delaware  72 1 년 25,000;  영구적 상해50,000 

D.C.D.C. 7 일 1 년 25,000

Florida  Florida  72 1 년 25,000; 치명적상해50,000 

Georgia  Georgia  72 1 년 25,000

Hawaii  Hawaii  72 18 months 10,000; 예외적 20,000 

IdahoIdaho 72 1 년 25,000

Illinois Illinois 72 2 년 27,000

Indiana  Indiana  48 180 일 15,000

IowaIowa 72 2 년 총한도 없음

KansasKansas 72 2 년 25,000

KentuckyKentucky 48 5 년 25,000

LouisianaLouisiana 72 1 년 10,000;  영구적 상해 25,000 

MaineMaine 5 일 3 년 15,000

Maryland  Maryland  48 180 일 45,000

MassachusMassachus

ettsetts
5 일 3 년 25,000

Michigan Michigan 48 1 년 15,000

MinnesotaMinnesota 30 일 3 년 50,000

Mississippi Mississippi 72 2 년 20,000

Missouri Missouri 48 2 년 25,000

〈표8〉미국 각주의 범죄피해자보상 신고시한 및 신청기한과 최고한도211)

211) 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s(NACVCB) 홈페

이지 참조, http://nacvcb.org/index.asp?sid=7(2014.2.14. 최종방문), 다만 캘리포니

아 주의 경우 신청기한이 주의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대부분 3년으로 기재해 놓

고 있어 이를 3년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치명적 상해(Catastrophic injury)라

는 것은 미 의료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척추, 뇌, 두개골 등에 대한 손상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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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ana Montana 72 1 년 25,000

Nebraska  Nebraska  72 2 년 10,000

Nevada Nevada 5 일 1 년 35,000

New New 
Hampshire Hampshire 5 일 1 년 25,000

New Jersey  New Jersey  90 일 2 년 25,000; 치명적상해 60,000 

New New 
Mexico Mexico 30 일; 180 일 2 년 20,000; 50,000 치명적상해

New York  New York  7 일 1 년 의료 한도 제한없음

North North 
CarolinaCarolina 72 2 년 30,000; 장례비용l 5,000 추가

North North 
Dakota  Dakota  72 1 년 25,000

Ohio  Ohio  72 2 년 50,000

Oklahoma  Oklahoma  72 1 년 20,000

Oregon Oregon 72 6 months 47,000

Pennsylvania Pennsylvania 72 2 년
46,500 (35,000 에 상담비용 
10,000 추가; 1,500 기타)

Puerto Puerto 
Rico Rico 72 6 months 6,000 일인당, 15,000 가족당 

40,000 치명적상황

Rhode Rhode 
IslandIsland

10 일 3 년 25,000

South South 
Carolina Carolina 48 180 일 15,000; 25,000 치명적상황

South South 
Dakota Dakota 

5 일 1 년 15,000

Tennessee Tennessee 48 1 년 30,000

Texas Texas reasonable time 3 년 50,000; 영구적 상해125,000 

Utah  Utah  no set time no set time
25,000; 의료비가 초과된 경우 
25,000 추가한도

Vermont  Vermont  no set time no set time 10,000

Virgin Virgin 
Islands Islands 24 2 년 25,000

Virginia  Virginia  5 일 1 년 25,000

Washington  Washington  1 년 2 년 50,000

West West 
Virginia Virginia 2 2 년 35,000; 살인사건50,000 

Wisconsin Wisconsin 5 일 1 년 40,000 장례비 2,000 추가

Wyoming  Wyoming  reasonable time 1 년 15,000; 25,000 치명적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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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특징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특징은 첫째, 연방차원에서 이를 실현

하기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함

으로써 실질적인 보상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었다212). 기금이 한때

2000년도 중반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그 후 지속

적으로 확충되어 2012년도의 경우에는 기금의 1/4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금이 확충되었으며, 의회에서 매년 기금의 사용

한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213). 그리고 각 주의 경우도 그 보상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214). 아무튼 미국의 피해자보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중의 하나는 피해자보상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신축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범위의 보상을

국가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신속하게 그것을 완전한 범위로

보상하도록 법원에서 배상명령(restitution orders)으로 결정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청구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또는 주의 형사법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로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 따라

서 국가보상프로그램과 배상명령이 함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원상

회복을 위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212) Susan Herman, “Repairing the Harm”,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24면

213) 영국의 경우 2005년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 예산이 법질서 예산의 2%수준인

데, 만약 미국의 경우 영국과 같은 2%를 적용하면 약 40억달러에서 50억달러수

준이 될 것이라며 이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Irvin Waller, “Rights

for Victims of Crime : Rebalancing Justic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1, 제107면

214) 보상의 숫자와 금액은 주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2010년의

경우 뉴욕 주는 18,711건의 청구가 있었고, 그중 12,331건이 인정되었으며, 금액은

2,600만$이 지급되었다. 반면 인디애나 주의 경우는 966건의 청구가 있었고 그

중 593건이 인정되었으며 금액은 240만$을 지급한 수준이었다. Robert C. Davis/

Arthur J. Lurigio/Susan Herman, “Victims of Crime”, fourth ed. SAGE,

2013, 제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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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징은 각 주마다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범죄발생의 신

고를 신속히 해야 하며 그 범죄발생신고 시한이 보통 72시간으로 매

우 짧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한역시 보통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기한내 서류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215).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의 보상을 희망하며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하고 있다216). 그리고 수사기관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

해자에 대한 보상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협

력이나 신고시한을 두고 있는 점은 피해자보상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협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건이 없

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피해자보상의 내역과 한도면에서 살펴 보면 미국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폭력범죄위주로 하면서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행,

노인 학대,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 증오범죄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상은 가정폭력이었고, 거의 전체

의 절반에 이른다. 보상의 범위와 한도에 대하여는 의료비, 정신과 상

담비용, 범죄로 인한 일실소득, 장례비, 살인사건의 유가족 생계비등

을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 63,000달러이고, 지원되는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의료 및 치과비용이다. 미국의 피해자보상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

국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미국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에서 정부의 피해자보상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

215) 보상을 받기위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주에서 다음의 사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1. 범죄를 즉시 신고할 것(report the crime promptly), 2. 공무원에

협조할 것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3. 신청서를 청구기한 내 제출할

것(file a timely application), 4. 귀책사유가 없을 것(Be innocent of wrongdoing), 5.보험

이나 기타 공공부조프로그램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실이 있을 것 (Have an expense or

loss not covered by insurance or another public benefit program)이란 요건이 필요하다.

216) 사람들은 보상신청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Irvin Waller, “Rights for Victims of Crime : Rebalancing Justice”,

Rowman & Littlefileld Publishers, Inc. 2011, 제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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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보상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어 대다수의 피해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을 기준으

로 전체 폭력범죄 피해자는 540만 명인데 피해자보상의 신청자는

229,300명에 불과하여 전체 피해자의 약 4%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17).

둘째,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자보상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보상

신청자의 90%는 범죄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해자보상제도가 있는 줄

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다218).

셋째, 2001년까지 연방보상기금의 사용지침에는 폭력범죄위주의 보

상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그 이외의 비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보상이 제

217) Susan Herman, “Repairing the Harm”,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28면. 2002년도 기준으로 연방수사국의 신고 된 폭력범죄에

대비한 폭력범죄피해자보상의 건수를 비율로 표시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218) Susan Herman, 앞의 글(각주 212) 제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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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었고, 지나치게 짧은 신청기한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219),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한도를 정하여 제한적인 보상밖에 하지 못하

고, 비경제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주에서 지급을 하지 않음

으로써 보상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다220).

넷째, 보상기금의 재원을 지나치게 벌금과 형벌부과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와 연방의 기금의 전체 약 90%가량이 범죄자

가 내는 벌금, 법정수수료, 몰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다221). 따라서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있다.

219)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상금지급이 거절된 신청자 중에서 약 16%가 신청기한을

맞추지 못했거나 신청서를 충분히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한다.

Susan Herman, 앞의 글(각주 212) 제30면

220) 경제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의료비용, 교통비용, 임

금손실, 잃어버린 물건의 재구입비용 등은 종종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십상이

고, 연방 피해자보상지침이 변경되어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하여도 보상

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준으로 하와이 주, 테네시 주, 버진 아일랜

드주의 세 개의 주에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Susan Herman, 앞의 글

(각주 212) 제31면

221) 미국의 경우 연간 1,050억$ 상당이 범죄로 인한 의료비용, 수입 감소, 피해자지

원 및 경찰비용으로 소요되고, 고통과 삶의 질의 감소 등 무형의 피해를 합하면

약4,500억$ 상당이 소요되는데, 법원과 경찰, 교도소 등 형사 분야의 운용비용만

2001년 기준으로 1670억$가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납부하는

금액만으로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 기준으로 13 개의 주 만이 세금을 기금에 투입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

하는 견해가 있다. Susan Herman, 앞의 글(각주 212) 제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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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독일은 1976년 5월 11일 제정되고, 2009년 6월 25일 개정된 피해자보상

법(Opferentschädigungsgesetz)에 의하여 폭력범죄 피해자의 건강상 손

해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부조를 제공하고 있다222).

독일에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형태의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부대사소제도, 사인소추제도

를 이용한 간접강제 방법 등 여러 가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사소송상에

서 범죄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장

시간 걸리고, 부대소송절차 등을 통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무자

력인 경우에는 소용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피

해자보상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223).

이 법률에서는 위법한 고의의 폭력적 공격 등에 의해 입은 건강상

의 피해에 대하여 연방 또는 주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

상을 하게 하였다224). 이 피해자보상법은 전쟁, 군복무 등에 의하여

건강상 손상을 입은 자 등에 대한보상에 대하여 규정한 전쟁피해자지

222)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59면

223)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63면 참조, 참고로 일반적인 범죄피해자가 아닌

Nazi 박해 피해자에 대하여는 물건의 반환과 배상을 명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Bundesergänzungsgesetz zur

Entschädigung für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Verfolgung (BErG) of

September 18, 1953, Bundesentschädigungsschlussgesetz (BEG-SG) of

September 14, 1965. 법률이 있다. 그러나 일반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

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224) 그러나 독일의 피해자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상(compensation)은 주로 가해자의

몫이며, 국가는 단지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보상의 수준은 그가 피해를 입은

만큼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űnther Kaiser, “Victim-Related

Research at the Max-Planck-Institute : Points of Departure, Issues and

Problems”,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Volume 50, 1991,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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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을 폭력행위 피해자에게도 준용한 것이다.

1976년 5월 11일 제정되어 2009년 6월 25일 최종 개정된 법률로 사회

보장적인 부조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다. 즉 위 법률은 민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 피해자 손해의 전체금액을 포함할 것을 목적

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 및 피부양자들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었다225). 이 법률에 의하면 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독일 연방사회

보장법에 따라서 그 피해를 보상받도록 되었다. 범죄피해자에게 지

급되는 재정은 그 범죄가 발생한 주 정부가 부담하고, 범죄피해자에

게 보상을 지급하는 역할은 그 주의 사회보장을 관할하는 관청이

담당하게 된다226).

2. 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 요건

청구자격으로는 독일, 독일 선박 또는 독일 항공기에서 발생된 고

의적인 불법의 폭력범죄 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청구자격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게 청구자격 인정 된다227). 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또는 타인에 대해서

가해진 고의적이며, 위법한 폭력적인 공격행위(또는 범죄자에 의해

서 가해진 기타 일정한 행위들)가 있을 것, ② 피해자의 건강에 대

225)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72면

226)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63면

227) 범죄피해자 보상법 제 1조 【보상권】

(1) 누구든지, 이법의 유효한 영토 내, 또는 독일 선박, 항공기내에서, 고의의 불법

적 물리적 폭력행위나 또는 그러한 폭력에 대한 합법적인 방어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연방전쟁피해자 보상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그에 준하여 건강침해와 경제적 손상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의 적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잘못인식하

고 범행했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독일의 피해자보상법의 영어번역본 전문에 대하여는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oeg/englisch_oeg.html 참조(2014.4.30.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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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대한 침해 또는 지속적인 손상이 있을 것, ③ 범죄가 독일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것일 것, ④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독일국민이거

나 EU 시민 또는 독일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기타 국가의 국민이거

나, 외국인은 3년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한 자일 것228).

이하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위 요건들 중에서 주요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상술하기로 한다.

가. 폭력범죄

법률 제1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범

죄는 고의적인 폭력범죄에 국한된다. 실무상 전체 청구의 75%이상

이 육체적인 침해(살인미수를 포함)와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범죄

들은 살인, 강간, 강도 또는 무장강도와 관련된 범죄들이라고 한

다229). 그리고 법률 제1조 제2항에서 폭력적인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타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독극물의 고의적인

투여, 두 번째는 범죄로 인하여 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적어도 과

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만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의한 신체상해의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된

다230).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야 한다. 범죄자의 자연적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가 의욕되어

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에 관한 착오, 방법의 착오가 있다고 하

여도 상관없다. 즉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잘못 인식하

고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231).

228) 외국인의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하에 피해자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229) Kaiser/Kilchling, “Germany”, Greer(ed.), Compensating Crime Victims, 1996,

제255면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75면에서 재인용. 한편, 고의적이고 위법

한 폭력적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범죄군은 공개된 범죄의 전체 6%정도수준에

불과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제

89집, 1989, 제289면

230) 독일 피해자보상법 제1조 (11)항 참조

231) 독일 피해자보상법 제1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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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체에 대한 손상

피해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

한 침해는 가해자가 의도한 것일 필요는 없다. 가해자에 의하여 위

법한 폭력적 침해,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하여 정당화 되지 아니

하는 고의의 폭력적 침해가 발생하면 일단 청구권이 발생한다232).

독일연방 전쟁피해자지원 법률 제30조제1항을 고려할 때 법률 제 1

조의 규정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강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의 노동력

이 최소 25%까지 감소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청구를 위한 일반

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233).

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

1976년 초기법률은 독일 시민에게만 한정되었고, 외국시민은 상호

보증이 되는 경우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1993년 피해자보상 법률의

2차 개정으로 확장되어 적용이 되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EU

회원국 국민, 독일인과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EU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청구권 인정된다. 일시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피해자도 3년이상 거주한 합법적인 거주자인 경우에

는 독일인과 동일한 청구권이 인정 되고, 6개월 이하의 합법적 임시

독일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자격이 부여된다

234).

23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제89집, 1989, 제297면

233) Kaiser/Kilchling, Ibid, p272,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77면에서 재인용

234) 외국인이 3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라면 독일인과

동일한 혜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연속적으

로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oeg/englisch_oeg.html(2014.5.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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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

가. 보상의 구체적 내용

민법상의 개인이 입은 피해보상과 비교하면 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다소 제한적이며, 법률 제 1조 제1항에서 건강에 대한 침해

및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

적 고통과 같은 비금전전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235). 보상은 다

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의 손해에 국한된다. ①의학적 치료, 건강회복

및 육체적 재활의 비용, ②전쟁피해자에 대한 복지급부의 지급, ③장

애자에 대한 연금지급 및 보호를 위한 특별비용 지출, ④장레비용 및

사망급부금, ⑤생존 유가족에 대한 연금 ⑥생존유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용이다.

이러한 유형만 보상되는 이유는 피해자보상법이 원용하고 있는 전

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연방급부법에서 정하는 보호와 급부청구권,

즉 치유 및 치료청구권(의사, 치과의사, 심리치료, 요양, 직업 복귀

등), 노동능력이 감소하거나 중지된 피해자에게는 연금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용 청구권 등이 동 법률에 의하여 인정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에 착용한 안경 콘텍트렌즈, 의치를

제외한 물질적 재산적 손해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위자료 및 자동차로

인한 손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236)

보상금액의 결정은 범죄피해자가 재활대책,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건강치료비용, 생활비용, 물리적 손상을 보충하기 위하여

235) 이러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ans-Jőrg Albrecht, Harald Arnold, “Research on Victimization and

Related Topic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A Selection of

Research Problems and Results”,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Volume 50, 1991, 제30면

236) 자동차를 사용한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기금         
에 신청한다. 이러한 경우는 의무보험법 제12조가 적용되어 보상절차가 진  
행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제89집 ,1987,

제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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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는 장기요양비용, 경제적 손실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매년 조정되기는 하지만 건강에 대한 침

해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보상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고, 2006년 현재

는 매월 118유로이다237).

나. 해외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률 제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치료비용과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재활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에서 20사이인 경우 714유로, 30에서

40사이인 경우 1,428유로, 50에서 60 사이인 경우 5,256유로, 70에서

90사이인 경우 9,192유로, 피해정도가 100인 경우에는 14,976유로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피해가 뇌손상 또는

심한 화상이나 두 개 이상의 사지의 기능의 전부 손실된 경우에는 최

대 25,632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238).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 부양

가족이 그로 인하여 고아가 된 경우는 2,364유로, 반고아가 된 경우는

1,272유로, 기타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대 4,488유로의 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해외에서 범죄로 사망한 경우에는

237)

http://ec.europa.eu/civiljustice/comp_crime_victim/comp_crime_victim_ger_en.htm

(2014.5.2.최종방문)

238) 독일 피해자보상법 제3조 a (2) 범죄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상해를 입은데 대

하여 심리치료방법을 포함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범죄피

해자는 아래와 같은 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상정도가 10에서 20사이인 경우 714유로

손상정도가 30에서 40사이인 경우 1,428유로

손상정도가 50에서 60사이인 경우 5,256유로

손상정도가 70에서 90사이인 경우 9,192유로

손상정도가 100인 경우 14,976유로

그리고 감각기관 손상으로 여러 가지 신체기관의 손상 또는 뇌기능손상, 심한 화상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지기능 완전상실의 경우에는 25,632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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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심리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장례비용에 대하여 최대

1,506유로를 지급 받을 수가 있다.(법률 제3조 a(3))239)

4. 독일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먼저 독일의 피해자보상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대상과 그 한도에

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독일은 과실범을 제외하고, 고의에 의한 신체적

불법행위(폭행, 살인, 강간, 강도 등)에 대하여만 보상의 대상으로 하

고, 정신적 고통과 같은 부분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치료,

건강회복 및 재활비용, 사회복지급부, 장애연금지급, 장례비용, 사망급

부금, 생존유가족 연금 등을 보상으로 하고, 특별히 보상한도가 법으

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단일한 피해자보

상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법률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독일의 피해자보상은 연방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민사상 원칙에

의한 전액배상이 원칙이 아니라 제한된 금액만을 보상받게 된다는 점

에서 손해배상보다는 사회복지적 측면에 중점이 주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독일은 해외에서의 폭력피해보상에 관하여 그 지급금

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피해자보호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형사절차상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

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39) 독일 피해자보상법 제3조 a

(3)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외폭력범죄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연

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38조에 규정된 생존부양가족이, 친척의 승급과 아동양육비를

받을 권한을 제외하고, 일시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고아인 경우에는 2,364유로까

지, 반 고아인 경우에는 1,272유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4,488유로까지 받

을 수 있다. 추가로 그의 자녀가 해외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에 부모까지 포함하여, 생존 부양가족은 필요한 심리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

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귀국과 장례비용에 대하여 1,506유로까지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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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보상제도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240).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여전히 고의에 의한 신체적 침

해 범죄로 제한적이고, 또한 그 보상의 범위도 유형별로 한정되어 있

어 실질적인 대다수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보인다241). 또한 국가가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기본적

인 가정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청구를 위한 재판절

차를 형사법으로부터 사회법으로 이전시킨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 보상이 원래 전쟁피해자의 지원을 위

한 입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242).

240) 핵심적인 비판은 보상을 받는 수가 적고, 보상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Hans-Jőrg Albrecht, Harald Arnold, “Research on Victimization and Related

Topic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A Selection of Research

Problems and Results”, Max Planck Institute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enal Law Volume 50, 1991, 제30면

241) 최근의 통계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종래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피해자 가

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피해자보상 법률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체 청구의 약 20~40%정조다 청구자에게 유리하

게 결정되며, 피해보상지급이 거부되는 청구가운데 57.5%가 고의에 의한 위법한

공격이라는 입증이 없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30%이상이 피해자

가 당한 건강상의 침해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지급이 거절

되었고, 대부분 청구사건에서 건강에 대한 침해를 보상하는 데 그치고, 종신연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1983년에 약 10%에 불과하며, 1977년에 전체피해자보상지급

액은 50만 마르크(DM)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는 5000만 마르크

에 달하였고, 1995년에는 약 7000만 마르크에 달하였다고 하지만 개인 에게 지급

되는 피해자보상액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86면에서 재인용.

242)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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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프랑스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지지 않거나 그 행위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977년 1월 3일 법률 제77-5호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1981년 2월 2

일 법률 제81-8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이 적용되는 범

죄가 절도, 사기, 고의적인 기망 및 횡령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0년 7월 6일 법률 제90-959호 법률에 의하여 프랑스국민이 아니더

라도 일정한 자격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인 경

우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243). 1986년 프랑스에서 테러사

건이 급격히 증가한 후에 1986년 9월 9일 법률 제86-1020호에 의하여

테러로 인하여 야기된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완전보상의 원칙을 도입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보증기금을 발족하였는데, 이 기금은

1985년 설립된 교통사고피해자기금의 예를 따른 것 이었다244). 그런

데 피해자의 손해의 원인에 따라 완전보상이 달라지게 되는 부당함은

마침내 1990년 7월 6일 법률 제90-589호로 개정되어 폭력행위 피해자

에 대한 완전보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상한도가 철폐되었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테러 및 폭력행위에 대한 기금을 통하여 마련되었

다245).

243) 김유형,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제도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법무부, 2002, 제255면

244) 김유형, 앞의 글(각주 243) 제256면

245) 폭력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국가보상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일반 범죄

행위에 근거한 보상시스템과 테러 범죄에 기한 보상시스템으로 나뉜다. 그 외에

도 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도로교통상 침해에 대한 집

단적 보상(1985년 7월 5일 법률 제85-677호), 혈액제재를 통한 HIV-바이러스 감

염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보상(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91-1406호) 등이 있다.

김유형, 앞의 글(각주 243) 제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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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보상의 요건과 보상범위

일반범죄(délits de droit commun)의 경우 그 손해가 고의 또는 과

실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형소법 제706-3조), 그 행위가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손해보상청구권

이 발생 한다2). 그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완성이나 사면은 손해보

상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246).

가. 신체적 피해발생의 경우

형소법 제706-3조는 중대한 신체적 손상에 대한 우선적 보상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개인에 대한 고의의 침해, 과

실이나 경솔한 행위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치

유를 위한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인정된다247). ①사망의 결과가 발생

하였거나 1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장애 또는 완전한 노동 불능을 초래

한 경우, ② 형법 제222-22조 내지 222-30조 및 227-25조 내지

227-27조에 해당하는 경우(강간과 강제추행)가 그것이다. 그리고 피해

자가 범죄행위의 결과 1개월 이상의 장애 또는 노동불능이 된 경우에

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손해의 완전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인

246)김유형, 앞의 글(각주 243), 제258면

247)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3조 ①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

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람에 대한 침

해의 결과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1. 그 침해가 2001년 사회보장재정법(2000년 10월 23일 제2000-1257호) 제53조 및

보험법 제126-1조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위개선과 보상촉진에 관한 1985년 7

월 5일 법률 제85-677호 제1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해 동물의 수렵 또는 제

거와 관련된 행위가 아닐 것410 제４권 특별소송절차

2. 그 행위가

- 사망, 영구적인 신체장애 또는 1월 이상의 전면적인 노동능력상실에 관련되거나

- 형법 제222-22조 내지 제222-30조, 제225-4-1조 내지 제225-4-5조 및 제

227-25조 내지 제225-27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일 것

3.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일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프랑스 영토내에

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민이거나, 조약이나 국제협력에

의해 범죄행위 시 또는 배상청구 시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일 것

② 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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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된다248).

나. 절도, 사기, 횡령 등 경제적 손해 발생의 경우

또한 절도, 사기, 배임, 공갈, 재물손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그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이 된다249).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월 소득은 1,223유로 이

하인 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 된다250).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즉 보험회사 같은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손해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한도는 월 소득한도의 3배 이하가 된다251).

다. 피해자 요인에 의한 삭감 또는 거절

1990년 7월 6일 법률(법률 제90-589)에서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공동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1983. 7. 8.자 법률에서 “범죄행위시 피해

248)김유형, 앞의 글(각주 243) 제260면

249)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14조 절도, 사기, 배임, 공갈, 재물손괴 재산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든 효과적이고 충분한 그의

손상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적, 심리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 제706-3조내지 제706-12조에 따라 필요한 때,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이 부분적인 법률구조가 적용되는 한도금액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지급

한다.

250)

http://ec.europa.eu/civiljustice/comp_crime_victim/comp_crime_victim_fra_en.htm

(20014.5.7.최종방문)

251)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14조

② 보상은 전항의 월 수입 상한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규정은 제706-3조에 정한 인체에 대한 침해의 피해자로서 1월 미만노동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손해의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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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동이나 행위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을 부인하거나

보상한도를 하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행

동”이라는 개념을 “책임”으로 대체한 것인데, 이는 판단기준을 분명히

하고, 민사책임 법과 용어를 통일한 것이다252).

라. 외국에서의 범죄 및 외국인에 대한 보상

범죄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프랑스 국적의 피해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가 프랑

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피해자의 국적이 유럽연합국의 하나

이거나 범죄행위 또는 보상청구권 주장당시 유효한 체류허가를 가지

고 프랑스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가진다253).

마.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절차와 피해자보상 관계

만약 가해자가 밝혀졌을 때 가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54). 국가로부터 피해자보상을 받기 위하여 책임 있

는 자에 대하여 민사절차의 이행이나 사소당사자로서의 형사절차에

들어갈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

는 일은 보증기금의 몫이다255). 만약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위원

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원

회에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256).

252) 김유형, 앞의 글(각주 243) 제261면

253)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3조 3호.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일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유럽경제공동체 회

원국 국민이거나, 조약이나 국제협력에 의해 범죄행위 시 또는 배상청구 시에 적

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일 것

254) http://ec.europa.eu/civiljustice/comp_crime_victim/comp_crime_victim_fra_en.htm

(질문 2.9.참조 2014.5.7. 최종방문)

255)김유형 앞의 글(각주 243) 제272면

256)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8조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위원회

가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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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프랑스의 피해자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지급한도를 보

면 다른 나라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체

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고의이건 과실이건 경솔한 행위이건 불

문하고, 완전한 치유를 위한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그

리고 그 보상의 한도는 제한이 없다. 실제 소요된 비용과 재활에 필

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완전보상이 원칙이다257). 그리고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도 그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그 외에 프랑스의 피해자보상의 특징은 둘째, 단일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

징이다. 그만큼 피해자보상이 형사절차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

편적이고 일반적인 범주내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랑스에서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지위가 사소제도 등을

통하여 일찍부터 보장되었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와 양형절차에 있

어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절차는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것

이다. 다만 실제 피해자가 원상회복에 이르는 기회는 적은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258). 넷째, 프랑스의 피해자보상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

라 절도,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적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상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섯째, 프랑스의 피해자 보상

은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의 범위도 한도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57) 사회복지적 측면보다는 완전한 손해배상에 중점이 주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

다.

258) Zaubermann, Les victimes. Comportement et attitude, 1990, 김유형 앞의 글

(각주 243) 제23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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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피해자보상 제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전

통적으로 피해자의 형사법상 지위가 매우 확고하게 보장되어 왔고,

세계 각국의 피해자보상제도에서 이례적인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실까지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있어서는 매우 진취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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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일본의 범죄피해자급부금 지급범위와 한계

1. 일본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1974년 미쯔비시중공업 빌딩의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자 8명

중경상자 380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한 피해

에 대하여 당시의 일본 법률로는 어떠한 구제조치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국가적인 구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 국회

에서 犯罪被害者等給付金支給法이 제정되어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되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01년 4월에는 지급대상의 확충과 급부금액

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7년 3월 13일 ‘범죄

피해자 등의 권리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 절차에 부수하

는 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여, 범죄피해자등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의 창설함과 동시에 제7장에 손해배상명령 규정을 두고

형사재판의 기회에 같은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심리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259). 그 대상범죄는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강제추행 및 강간죄, 체포 감금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등 고의의 범죄에 제한되고, 과실범은 대상이 되지 않

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260). 일본의 사법통계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은 2009년도

에 162건, 2010년에 239건, 2011년에 237건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259) 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

律 （平成十二年五月十九日法律第七十五号）제23조~28조. 損害賠償命令 참조.

260) 참고로 일본의 경우 영미식의 손해배상명령(restitution)의 도입에 대하여는 첫

째 엄밀히 손해액을 사정하면 민사 상 쟁점이 형사재판에 개입되어 형사재판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점, 둘째,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범위 내에서의 손해액에

대해서 만의 배상명령은 그 잔액을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유효한 구제방법이 아니라는 점, 셋째, 손해배상명령을 형벌이라고 파악하면 본래

의 주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

다. 홍태석, “일본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과 손해배상명령제도”,

피해자학 연구 제16권 제2호, 2008.10, 제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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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61).

2. 일본의 피해자 보상 범위와 한계

가.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대상

1980년 5월 1일 발효되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犯罪被害者等

給付金支給法은 1995년도에 지급대상과 급부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변경하면서 “犯罪被害者等給付金의 支給에 따른 犯罪被害者 支援에

관한 法律(이하 이 장에서는 법으로 지칭한다)”로 그 명칭을 개정하

였다262). 동법 제1조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유가족 또는 重

傷病이나 障害를 입은 경우에 범죄피해를 조기에 경감하고 다시 평온

한 생활에 복귀하기 위하여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63)3).

급부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피해는 일본의 국내에서 일어난 범

죄, 또는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 선박, 일본 항공기내에서 일어난 생

명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범

죄는 과실범은 제외되며, 긴급피난,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법 제2조 제1항). 그리고 중상병이란

부상 혹은 질병이 낫고, 또는 그 증상이 고착되기 전에 해당 부상 또

는 질병에 걸린 신체피해로서 해당 부상 또는 질병 요양기간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을 말한다264)4). 중상병의

261)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平成24年版, 犯罪白書, 日経 印刷, 2012 참조

262) https://www.npa.go.jp/higaisya/home.htm(2014.5.15.방문)

263)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에 따른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률

은, 범죄행위에 따른 뜻밖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유족 또는 중증 질환에 걸린 사

람 혹은 장해가 남은 사람의 범죄 피해 등을 조기에 경감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

람들이 다시 온화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 및 해당범죄행위 발생 후 신속하

게, 또한 계속적으로 범죄피해 등을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의 권리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사회 현실에 기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264)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후단 ;제2조 제5항의 정령에서 정한 요건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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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중상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급부금의 종류

일본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부금의 종류는 3가지인데 어떤 경우든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그 종

류는 유족급부금과 중상병급부금, 장해급부금의 세 가지가 있다(법 제

4조)265). ①유족급부금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제1순위 유족에 대

한 지급되며, ②중상병급부금은 피해자의 부상,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증상이 고착되기 전의 당해 부상, 질병에 관계되는 신체의 피해로 요

양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그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1년 이내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며, ③장해급부금은 피해자의

부상 질병에 대한 정상이 고착되거나 그 정상이 고착된 때 신체상의

장해로서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지급 된다266)

다. 급부금의 지급대상자

①유족급부금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첫 번째 순위로 범죄피

해자의 배우자이다. 배우자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법제5조 제1항, 제1호)

을 위한 법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급부기한(이하 간단히 「급부기간」 이라고

한다.) 내에 3일이상 병원에 입원을 요할 경우(당해 질병이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정도가 급부기간 내에 3일 이상 노무를 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함 )라고

한다.

265) 被害者對策硏究會 編著, “警察の犯罪被害者對策”, 改訂版, 立花書房, 2004, 제62

면

266) 김호성,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제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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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순위는 범죄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제2호)

세 번째 순위는 범죄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를 말한다.(3호) 유족급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각호의 순

위로 하고, 부모에 대하여는 양부모를 우선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② 중상병급부금과 장해급부금

중상병과 장해의 경우에는 범죄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거나 장해를

입은 본인이 급부금의 지급대상자가 된다.

라.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지급거부사유(법 제6조)

첫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

함한다)가 있을 때, 둘째,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을 때, 그

외 해당범죄피해에 관해 범죄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행위가

있었을 경우, 셋째, 범죄피해자와 유족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267) 지급거부할 수 있

다.

② 다른 법령에 따른 급부가 있는 경우

유족급부금과 장해급부금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나 다른 법령에

267)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

다음 경우에는 국제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

二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을 때, 그 외 해당범죄피해에 관해 범죄피해자에

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행위가 있었을 경우.

三 전 2호에 언급된 경우 외,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의 관계 그 외의 사

정으로 판단하여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하는 일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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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지급된 범위 내에서 급부금은 지급하

지 않는다.(법 제7조)

③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

가에서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268).

마. 급부금 계산 방식

①유족급부금

급부기초액급부기초액 ×× 배수배수 == 유족급부금유족급부금

∙ 평균임금의 70/100

∙ 1인 1,530

∙ 2인 2,010

∙ 3인 2,230

∙ 4인이상 2,450

∙ 그 외 1,000

∙ 임금, 연령 또는 가

족의 수에 따라 차

등 결정

유족금부금은 범죄피해자가 근로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얻고 있던

일일 평균임금에 백분의 70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급부기초액 으로

하고(시행령 제5조), 급부기초액에 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연령이 25세미만일 경우에는 급부기

초액이 6,600엔이 된다. 그리고 급부기초액이 범죄행위가 행해진 날

의 범죄피해자의 연령에 맞게 별표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268)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지급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그 가격의 한도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국가는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 했을 때, 그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범죄피해

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았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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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표에 기재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기

준으로 한다269). 유족급부금에 관련된 배수는 생계유지에 관련된

유족이 1명인 경우는 1,530, 2명인 경우는 2,010, 3명인경우는 2,230,

4명이상인 경우는 2,450이다. 구체적인 결정은 범죄피해자가 근로로

인한 하루 십에 100분의 70을 곱한 액수를 기초로 하고, 그것이 연령

구분에 해당하는 최고액과 최저액 범위 내에 있으면 그 액수를 기준

으로 하되, 최고액을 넘은 경우에는 최고액을, 최저액 이하인 경우에

는 최저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수를 곱해준 금액을 지급하게 된

다. 그렇게 계산된 유족급부금의 최대금액은 2,964만 5천 엔부터 최

저 872만 1천 엔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270).

②중상병급부금

범죄피해자부담금범죄피해자부담금 ++ 휴업가산금휴업가산금 == 중상병 급부금중상병 급부금

∙ 가료 1개월 이상, 입

원 3일 이상을 요

하는 부상 또는 질

병 치료비

∙ 통상 일당의 48/100

∙ 진료비, 소득에 따라 

결정

중상병급부금은 피해자가 가료 1개월 이상, 입원 3일 이상 노무를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범죄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범죄 

피해자의 연령피해자의 연령
최고액최고액 최저액최저액

25세 이상 30세 미만25세 이상 30세 미만 6,900엔 6,600엔

30세 이상 35세 미안30세 이상 35세 미안 8,600엔 7,000엔

35세 이상 40세 미만35세 이상 40세 미만 9,900엔 7,600엔

40세 이상 45세 미만40세 이상 45세 미만 10,800엔 7,800엔

45세 이상 50세 미만45세 이상 50세 미만 11,600엔 8,000엔

50세 이상 55세 미만50세 이상 55세 미만 12,100엔 8,200엔

55세 이상 60세 미만55세 이상 60세 미만 11,500엔 7,600엔

60세 이상60세 이상 8,000엔 5,700엔

269)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270) 2014.5.30.환율로 계산하면 최고 한화 약 2억9776만원부터 최저 8,759만원의 차

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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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치료비를 기본으로 하되,

최대한도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날로부터 1년간의 범위로 하며,

여기에 휴업손해를 고려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중상병급부

금의 최고한도는 120만 엔이다271).

③장해급부금

급부기초액급부기초액 ×× 배수배수 == 장해급부금장해급부금

∙ 평균임금의 80/100

∙ 1급 2,160

∙ 2급 18,65

∙ 3급 1,600

∙ 4급 920

∙ 5급 790

~14급 50

∙ 임금, 장해급수에 따

라 결정 

장해급부금의 경우는 범죄피해자의 통상적 하루 수입에 100분의 80

을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장해등급에 따른 배수를 곱해주는 방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범죄행위가 행해진 때에 범죄피해자의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7,600엔이 급부기초액이 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다만 제1급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당해 장해에 의한 상시

간호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배수를 2,880으로 한다. 그렇게 계산

된 장해급부금의 최고한도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가 있는 경우는

2013년 기준으로 3,974만4천 엔부터 최저 1,056만 엔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1,269만 6천 엔부터 최저 18만 엔까지 장해급

부금이 차등 지급하게 된다272).

구체적인 계산방식에 참고가 되는 장해등급은 참고로 장해 중에서

271)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

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참고로 120만 엔을 2014.5.30. 환율로 계산하면 약 1,205만원

이 된다.

272) 2014. 5. 30. 환율기준으로 장해급부금은 최고 3억 9920만원(3,974만 4천엔)부터

최저 180만원(18만엔)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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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장해 등급 내용 (예) 내용 (예) 배수배수

11 1. 양안을 실명한 경우 2,160

22 1. 한쪽 눈을 실명했고 다른 한쪽 눈 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 1,865

33 1. 한쪽 눈이 실명이고, 다른 한 쪽 시력이 0.06이하가 된 경우 1,600

44 1. 양안의 시력이 0.06이하가 된 경우 920

55 1. 한쪽 눈을 실명했고, 다른 한 쪽 시력이 0.1이하가 된 경우 790

66 1. 양안의 시력이 0.1이하가 된 경우 670

77 1. 한쪽 눈 실명하고, 다른 눈 시력이 0.6이하가 된 경우 560

88 1.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는 한쪽 눈 시력이 0.02이하가 된 경우 450

99 1. 양안 시력이 0.6이하가 된 경우 350

1010 1. 한쪽 눈 시력이 0.1이하가 된 경우 270

1111
1. 양안 안구에 두드러지게 조근기능장해 또는 운동장해를 입은 

경우
200

1212
1. 한쪽 눈 안구에 두드러지게 조절기능장해 또는 운동장해를 입

은 경우
140

1313 1. 한쪽 눈 시력이 0.6이하가 된 경우 90

1414 1. 한쪽 눈꺼풀 일부가 다쳤거나 또는 속눈썹이 벗겨진 경우 50

신청자수 지급결정 미지급결정 결정총수
재정금액

(백만엔)

1997년 이전 4,253 3,977 207 4,184 8,801

1998 279 269 16 285 629

눈과 귀부분의 장해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

〈표 9〉 눈과 귀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및 배수표273)

바. 일본의 급부금 지급 현황

①. 총괄 표

〈표10〉 일본급부금 제도 운용현황

273)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https://www.npa.go.jp/higaisya/home.htm(2015.5.1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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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48 239 14 253 587

2000 547 263 17 280 655

2001 433 656 59 715 1,497

2002 592 511 28 539 1,127

2003 665 587 18 605 1,258

2004 621 597 20 617 1,247

2005 608 520 21 541 1,133

2006 649 583 27 610 1,272

2007 574 546 42 588 932

2008 565 510 22 532 907

2009 719 656 28 566 1,277

2010 718 641 29 563 1,311

2011 810 835 52 715 2,065

누계 12,381 11,390 491 9,749 24,698

②. 연도별 지급건수 및 금액 변화

일본의 경우 약 30년간 11,390건의 지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연평균

약 379건이 지급되었다. 그 지급건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일본의 경우 연도

별 지급건수는 연간 600여건 내외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1 연도별 신청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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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연도
신청자수신청자수

(명)(명)

지급결정자 수(명)지급결정자 수(명)
지급결정총액지급결정총액

(백만엔)(백만엔)총수총수 유족 급부금유족 급부금 장해 급부금장해 급부금
중상병 중상병 

급부금급부금

20072007 574 546 342 73 131 932

20082008 565 510 295 75 140 907

20092009 719 656 323 115 218 1,277

20102010 718 641 278 143 220 1,311

20112011 810 835 408 166 261 2,065

〔그림2 연도별 지급금액〕

③. 급부금 종류별 지급내역

〈표 11〉 급부금 종류별 지급현황274)

참고로 201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족급부금 지급자 수가 전

체의 48%를 점하고 있고, 중상병급부금 지급자 수는 약 31%가 되며,

장해급부금의 비율은 19%정도 수준이다.

274) 윤지영,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4., 제122면에서 재인용. 法務省法務總合硏究所, 平成24年版, 犯罪白書, 日経

印刷,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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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범죄피해구원기금

가. 범죄피해구원기금의 개요

일본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제정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소급적용부분은 증거부족, 재정상의 곤란 등을 이유로 인정되

지 못했다275).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에 의한 급부금액이나 수

급자의 범위가 한계가 있어 범죄피해자 구제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부대의결을 통해서 이 법

률의 시행 전을 포함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설립을 결정

하였고, 이를 위해서 1981년 5월 21일에 일본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에 따라 재단법인 범죄피해구원기금이 창설되었다. 위 기금

은, 사회연대와 공조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

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불의의 죽음을 당하였거나 중장해를 받은 사람

들의 자녀들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자에게 장학금

이나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등의 피해자 구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276). 이 기금은 국고와 별도로 일본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시 약 1억 400만 엔으로 시작하였다.

나. 조직구성

임원, 평의원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 운영은 이사회, 평의

원회, 장학생선발위원회 및 장애위로금급부위원회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임원 및 평의원은 각계에서 선출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기금

의 운용이익 및 일반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주로 하고 있다277).

275)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보상

대상 범죄의 종류와 보상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었다. 大

谷 實, 犯罪被害補償制度, ジェリスト, 1979, 제101면

276)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56면

277) 박병식,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일본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중심으로-”,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제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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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월액급여월액 입학일시금입학일시금

초등학생초등학생 10,000円 70,000円

중학생중학생 12,000円 30,000円

고등학생(국공립)고등학생(국공립) 17,000円 30,000円

고등학생(사립)고등학생(사립) 25,000円 30,000円

대학생(국공립)대학생(국공립) 25,000円 70,000円

대학생(사립)대학생(사립) 30,000円 70,000円

다. 기금사업

기금사업은 ①범죄피해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지급사업과, ②범죄로

인하여 중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급부사업, 그리고 ③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구조사업이 있다.

① 장학금등 지급사업

장학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행위에 따른 사망 또는 범죄피해자등급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별표의 7급 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 또는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의 자식, 손자 자매 등

의 경우, 피해 입은 그 당시 주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

지하고 있었던 경우., 학교교육법 제1조 또는 제 125조에 규정하는 학

교에 재학할 경우, 학업, 인물이 우수하거나, 혹은, 학비의 지변이 곤

란한 경우이다.

그러나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가 있을 때나 피

해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나 일본에 주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다.

〈표12〉 장학금 급여금액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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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금지급사업

범죄피해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차원에서 특별한 구제

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첫째 요건으

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범죄 및 이것에 준하는 신체에 유해한 영향

을 미치는 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

우의 유족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된다. 둘째, 지급요건으로서 가해자에 따라 실효적인 보상 등을 기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범죄피해급부제도 그 외의 경제적 부

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인 구조제도 또는 보험에 따라 보전

이 없는 등, 특별한 구제의 대상이라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

이 된다. 셋째, 그 대상자가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본국내에 주거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지

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지급금액은 100만 엔 이상 500만 엔 이

하의 범위 내에 50만 엔 단위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사정, 기금의 재

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지급한다.

③ 피해자지원단체 구조사업

범죄피해자등에 대한 지급사업을 행하고 있는 피해자지원단체등에

대해, 활동자금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다. 참고로 장학금지급사업은

1981년부터 2010년 3월까지 1,846명에게 19억 9,700만 엔을 지급하였

고, 범죄피해자등 지원 단체의 육성 강화를 위해 2010년도에 430만

엔을, 지원금지급사업을 위해서 2010년에 2,000만 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78).

4. 일본 급부금제도의 특징

일본의 급부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지급범위는 유럽과 미

278) 일본 범죄피해구원기금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kyuenkikin.or.jp/page1.html(2014.5.15.

방문)



- 121 -

국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급부금제도의 대상

이 되는 범죄는 과실범을 제외하고, 고의에 의한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 중상병에 이르는 경우에만 그 지

급의 대상이 된다279). 그리고 그 지급의 범위와 한도 역시 실제 소요

된 치료비나 장래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구체적인 실제 손실과

상관없이 미리 한도를 정해 놓은 일정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 혜택의 수혜자가 적다는 점이다280).

그러나 운영 면에서 일본의 급부금 제도는 30여 년 간 비교적 양호

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281). 일본 피

해자보상 역시 다른 법령이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보충적인 제도임은 다른 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가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두거나 신청 후 국가기관에 협력해야 하는 규정을 둔 것

도 유사하다. 그이외도 일본의 피해자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다.

첫째, 제도의 설계기초에서 완전보상의 포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급부금 제도는 출발당시부터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불가

능하다는 전제위에 출발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공식적인 피해자보상

제도와 함께 이를 보완할 민간단체인 범죄피해구원기금을 만들어 시

행을 시작하였다. 보상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영국 또는 유럽의 경우

와 달리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미리 정한 일정

279) 이러한 일본의 급부금제도에 대하여 일본 변호사협회의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

에서는 과실범 제외의 문제점이나 보상체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사망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의 보상과 병원비 등 직접손실비용의 보

상, 상해의경우도 입원비 치료비 등 직접비용과 휴업보상, 후유장해보상 등을 하

는 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日本辯護士連合會, 犯罪被害者支援委員

會, “犯罪被害者の權利の確立と總合的支援を求めて, 明石書店 ,2004. 제100면

280) 건수면에서 보면 2011년에 총 835건의 지급결정이 있어, 우리나라의 287건보다

는 많은 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보면 매우 제한적인 숫자임에 틀

림없다.

281) 홍태석, “일본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회복과 손해배상명령제도”, 피

해자학 연구 제16권 제2호, 2008.10., 제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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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수를 지급함으로써 급부금이 국가에 의한 위로금적 성격이 강하

고, 전액 보상 내지 원상회복에 초점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282).

둘째 특징은 피해자가 다른 형사법상 수단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급부금 혜택의 수혜

자가 꾸준히 증가하기는 하지만 약 30년간 지급결정을 받은 건수는

총 누계 11,390건으로 연평균 379건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범죄피해자

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배상명령 역시

연간 건수가 300건 미만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신속하고 간이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세 번째 특징은 피해자보상을 위한 국가기금은 마련되지 않았고, 피

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재원으로 구성된 피해자기금을 운영한다는 점

이다. 물론 민간 범죄피해구원기금은 피해자보상을 위한 기금은 아니

지만 피해자보상의 불충분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하

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보호의 큰 틀에서 보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 특징은 이러한 피해자보상이 경찰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다. 급부금의 지급결정이 법원이나 법무부 소속기관이 아닌 경찰의

공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일본 경찰이 피해자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283).

282) 현재 일본에서도 새로운 보상제도의 창설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에는 현재의 범죄피해자급무금제도로는 피해자가 다시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제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부금제도의 완전

한 개편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생활보장형 피해자보상제도의 창설을 주장하는 내

용도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①일시금외에 다른 연금방식을 채택해, 끊김없는 지

원을 실현한다. ② 친족간 범죄에 의한 불지급, 감액의 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③ 의료비, 간호비를 무상으로 하고, 현물로 지급한다. ④ 과거의 피해자라도 일

정한도의 보상을 하도록 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다. ⑤일본인이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4. 3. 현재로서는 내각부에서는 ⑤번항목외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奧村正雄, 犯罪被害者等基本計劃と犯罪被害者給付制度, 被害者學硏

究, 2014.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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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1. 피해자보상제도의 분류와 보상한도

가. 종래의 보상제도의 분류와 보상 한도

피해자 보상제도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형, 생활보호형, 산재보상형

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84).

(1)손해배상형

엄격책임이론과 정부과실론, 사회적 의무론과 같이 국가책임이론을

기초로 한 보상유형이다. 국가의 책임과 범죄피해자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이론에 기초한 피해자 구조방법은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형식이 된다. 이 유형에서는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285). 손해배상형으로 볼 때

그 한도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도가 될 것이다.

(2)생활보호형

283) 일본의 경우 급부금의 결정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도의 기안단계

에서 논의가 되었다. 일본 변호사협회와 공명당(당시 야당)은 급부금의 결정기관

으로 지방 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라는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또 한편 행정 간소화 및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하여 초기 법무성의 안은 검사장을

결정기관으로 하였는데, 검사장을 결정기관으로 하게 되면 급부의 결정이 공소제

기 내지 형사재판에 다소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결정기관으로서 선택되게 되었다. 주광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소

고 –일본국의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31권, 제6호,

,1982. 6, 제36면.

284) 藤本哲也, 犯罪學入門, 立化書房, 1988, 제310면

285) 1974년 영국의 피해자보상제도가 이 유형으로 입법화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

는 은혜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藤本哲也 앞의

책(각주 284) 제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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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에서 주장하는 이론으로 피해자의 곤궁한 생활을 감안하

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보

상제도는 필요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시혜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형태

이다286). 생활보호형은 범죄피해자가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을 보상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그 보상의 범위도

실제 발행한 피해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기 보다는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한다287). 따라서 그 보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형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3)산재보상형

사회보험이론에서 범죄에 의한 손해나 피해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

평분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이다. 마치 산업현장에서 공

용주가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재해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

은 원리로 정부가 무과실책임에 기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

을 한다는 것이다288). 산재보상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형보다는 그 보상의 범위와 한계가 제한적인 것이

보통이다.

나. 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위와 같은 보상형태에 대하여 손해배상형이 가장 이상적이나 손해

배상형은 국가책임이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제한 없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현실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형이나 산재보상형이 시행하기 적합한

유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289).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범

286) 이러한 피해자구조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라고 한다.

藤本哲也, 앞의 책(각주 284), 제311면

287) 이건호, 앞의 논문(각주 115) 제186면

288) 1963년 뉴질랜드 피해자보상제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藤本哲也, 앞

의 책(각주 284) 제311면

289) 김용우,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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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피해자보상제도들을 그 적용대상과 보상범위를 기준으로 나눌 때

보상요건으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곤란을 필요로 하는가 여부, 피해

보상의 범위가 실제 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포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서 유형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290), 그러한 분류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보상 제도를 도입한 유럽의 각국은 대부분 손해배상형의 제도

를 유지하고 있고, 산재보상형의 제도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생

활보호형의 제도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도입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뿐 이었다291).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형태는 그 시초가 된

함무라비법전의 유형에서도 본 바와 같이 손해 배상형이 그 전형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형 이라는 개념자체가 피해

자본위의 관점에서 나온 보상제도가 아니라 국가시혜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추구하는 국

가 피해자보상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구분자체

는 현재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292).

1996, 제89면

290) 송광섭,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황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피해자학연구 5, 1997, 제107면

291) 이건호, 앞의 논문(각주 115) 제186면, 물론 우리나라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

법을 제정함에 있어 일본의 범죄피해 급부금 제도를 참조하였고, 그 후 1998년에

범죄피해자보상 제도를 도입한 대만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제를 참고하여

중상보상금과 유족보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일본과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였

으나 범죄피해로 인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하

였다. 대용재, “중국 범죄피해자 국가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2, 제40면

292)피해자보상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고 또 실현되어야 함에

도 단지 국가로부터 시혜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출발하

는 보상형태는 피해자학이 현재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찍 피해

자학을 발전시킨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나라도 그러한 관점의 보상 제도를 구상

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저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적 분류가 피해자보상제도의 법적 성

격을 직접 표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송인권,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

조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전대 논문집, 2002, 제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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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람직한 보상제도의 형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로부

터 회복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형사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

여 이론상의 제약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범죄피해의

정의에 고의범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범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

부, 또 그 피해의 보상을 객관적 손실이 입증되는 손해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이론상 제한

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

가에서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293).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실범을 제외

하거나, 또는 과실범의 경우 각종 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거나 이미 다

른 규정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유사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

고라도 추구하는 방향성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피해자보상 형태는 민

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에 의한 피해자보상의 바람직한 모델은 손해 전부를 원상회복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94).

293) 이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운용하고 있는 영미법 국가

에서는 tort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을 받는 경우에 실제 손실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국가에서 배상하지는 않으므로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한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민사상 받을 수 있는 한도

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94) 미국 NCVC 총괄책임자인 Susan Herman은 모든 경제적 손실은 긴급한 데이

케어비용, 직업훈련, 이전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여야 하고, 뿐

만 아니라 비경제적 손실 즉 고통에 따른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usan Herman,“Reparing the Harm”,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59-60면, 회복적 사법 내지 병렬적 사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

한 손실의 보상이 아니라 완전한 원상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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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가 보상대상보상대상 보상내역보상내역 보상한도보상한도 특징특징

뉴질랜드뉴질랜드

(1963)(1963)

고의 과실 불문

모든 사고에 의한 

신체상해 

치료비

일실소득

재활

장례비

교통비

제한 없음 

사고보상공사에서 

교통사고, 근로산

재사고와 범죄피

해자보상 통합하

여 처리 

영국(1964)영국(1964)
폭력범죄피해자

성폭력 

치료비

일실소득

장례비

사망보상금

1,000파운드 -

50만 파운드

상해등급과 범죄

내용에 따른 20

단계 등급표 결정

미국(1965)미국(1965)

폭력범죄피해자

가정폭력

성폭행

음주운전사고

치료비

일실소득

유가족생계비

장례비

각 주마다 한도

최저 10,000불

최고 70,000불

연방기금에서 각 

주 지원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1972)(1972)
고의의 신체상해

치료비

일실소득

재활

장례비

교통비

제한 없음

사회보장제도 범

위 내에서 일실소

득 보상

독일(1976)독일(1976) 고의적 신체폭력

치료비

일실소득

재활비용

유가족연금

장례비용

제한 없음
전쟁피해자보호법

을 준용

프랑스프랑스

(1977)(1977)

신체상해-과실포함 

모든 상해

경제손해-저소득자

신체상해는 완전

보상

경제손해는 일정

액 보상

신체상해는 제한 

없음

경제손해는 일정액

보상

신체상해는 민사

청구액과 보상액 

동일

일본(1980)일본(1980)

고의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병 발생

한 경우

유족급부금

장해급부금

중상병급부금

872만-2,964만 엔

18만-3,974만 엔

120만 엔

급부금은 실제 손

해와 관계없이 결

정됨 

〈표13〉 각국의 보상제도 비교표295)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점점 손해배상형 모델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295) 이건호, 앞의 논문(각주 115), 제185면에는 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비교표

를 보상요건과 보상범위에 대하여 있고 없음으로 단순 구분하였으나 이를 보다

자세히 표현하고 각국의 특징을 정리하면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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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피해자구조제도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생계곤란사유 등을 삭제하

고, 범죄피해자기금이 설립된 이후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등

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의 보상 제도를 종래와 같은 생활보호형 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

게 되었고, 향후 점점 더 손해배상형 으로 변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각국의 피해자보상제도의 운영성과를 2000년을 기준으로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296). 인구 100만명당 보상인원이 영국이 가장 많

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저히 낮은 것을 볼수 있다.

〈표14〉 2000년 기준 각 국가별 보상실태 비교표297)

국가
보상총액

(단위:억원)

보상인원

(단위:명)

1인당 

평균보상금

100만명당 

보상인원

영국 4,712 78,165 600만원 1,240

미국 5,980 150,000 399만원 483

오스트리아 19 250 760만원 30

프랑스 2,039 13,353 1,500만원 202

독일 1,474 9,787 1,500만원 122

일본 61 280 2,178만원 2

한국 7 81 864만원 1

296)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각국의 비교가능한 통계수치의 확보가 2000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년도의 데이터는 비교수치를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

2000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보상총액과 보상인원, 1인당 평균보상금을 산출하여

보았다.

297)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출처는 Jo Goodey의 논문, "Compensating Victims of

Violent Crime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Special Focus on Victims of

Terrorism",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제6면에서 유럽의 통계자

료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연방의회 Lisa N. Sacco, “The

Crime Victims Fund: Federal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의 자료를 원용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법무성의 범죄백서

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표를 만들고, 각 2000년 당시의 유로화 또는 달러화를

2014.11.25.현재 기준의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표기하였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

해 환산금액의 단위를 억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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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보상제도의 발전방향

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전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가 이론상 손해배상형태를 취하는 한 민

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임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보상은 실제 민사

상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을 그대로 보상하기는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고, 전액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사례는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 그리고 그

러한 피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

상이 되지 못할 때 국가가 피해자보상을 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는 개별 국가의

선택의 몫이지만 유럽연합회원국간에 체결된 “폭력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 협약” 제4조에 의하면, 보상의 최저기준으로 적어도 다음

항목들은 보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298). ①임금손

실(loss of earnings), ②의료비 내지 입원비(medical and

hospitalisation expense), ③장례비(funeral expense), ④부양가족

(dependants), ⑤생계비손실(loss of maintenance)299)

298)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에 과한 유렵협약 제4조 : 보상은 적어도 다음 항목들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임금손실(loss of earnings), 의료비 내지

입원비(medical and hospitalisation expense), 장례비(funeral expense), 부양가족,

생계비손실(loss of maintenance) 등을 포함한다

299) loss of maintenance의 개념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개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personal care)나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생활

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된 경우,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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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이러한 5가지 고려기준이 일응 유럽연

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제도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만

족시키는 기준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300). 물론 영국과 미국은 1983

년도 폭력범죄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연합의 협약이 제정되기 이전

에 이미 피해자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영국

과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립했다고도 볼 수 있

을 것이다301).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이러한 피해자보상에 관한 협약

은 사실상 국제적인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부인

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제발생한 손실에 완전히 미치

지는 못하지만 소득상실분과 치료비, 장례비, 근로능력상실에 의한 소

득상실분을 피해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302) 일응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보상항목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

(minimum provisions)들이고303), 그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는 경우, 집이나 정원을 피해자가 이전에 혼자 관리유지할 수 있었는데 범죄피해

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Basil Markesinis/

Michael Coester/Guido Alpa/Augustius Ullste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law”, Cambridge Univ. press, 2005, 제

161면

300)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직접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급부금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日本辯護士連合會, 犯罪被害者支援委員會, “犯罪被害

者の權利の確立と總合的支援を求めて, 明石書店, 2004. 제100면

301) 유럽 엽합의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협약은 2014년 현재 25개국이 비준하

였다. 2000년 이후에 15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초기의 협약의 목적 달성율은 미흡

하였고, 대부분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제도의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

재까지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모나코, 폴란드 등의 국

가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모든 유럽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협약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협약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협약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유럽 엽합의 조약관련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conventions.coe.int/Treaty/Commun/ChercheSig.asp?NT=116&CM=8&D

F=14/05/2014&CL=ENG

302)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188면

303) 그 외에도 고통(pain and suffering), 기대수명의 단축(loss of expectation of life), 기타 범행으로 발

생한 추가비용(additional expenses arising from disablement caused by an offence)도 보상할 수 있음

을 협약 설명 자료 에서 밝히고 있다.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Reports/Html/116.htm

(2014.5.1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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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는 국가도 영국, 미국 등의 사례가 있고, 신체에 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적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일정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경우

도 있다304).

그런데 이미 각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의 사례에서 일치

되는 중요한 방향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보상제도가 민사상손

해배상과 같은 수준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305). 그리고 그 논거는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중의 하나로서 피해자보상제도가 작용

한다는 점이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내지 병렬적 사법

(Parallel Justice)의 개념으로 가해자의 처벌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

상과 원상회복 적 조치들이 발전하고 있다306). 그러한 범주 중의 하

나로서 피해자보상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정을 통하여 점차 보상의 한도와 보상요건을 완화해 감으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을 지향하여 발전하고 있으며307), 그에 따라 보상의

범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받을 수 있는 전액보상(full

compensation)을 목표308)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309)은 앞서

304) Susan Herman, “Repairing the Harm”,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42면

305)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피해자보상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피해자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축

소하거나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306) Judith M. Scarzi/Jack Mcdevitt, “Victimology : A study of Crime Victims

and Their Roles”, Prentice Hall(2003), 제371면

307) 민영성,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그 수용가능성”,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2003,

제241~259면,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사법적 적용을 소개

하고 있다.

308) 신체손상에 대한 전액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프랑스외에도 이탈리아가 있

다. Basil Markesinis/Michael Coester/Guido Alpa/Augustius Ullste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law”,

Cambridge Univ. press, 2005, 제83면.

309) 프랑스의 경우 신체의 손상에 대한 범죄는 한도의 제한이 없이 전액보상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전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한도의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가 발생

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전제(Natural restitution)로 출발하고 있다. B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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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사적보상에서 공적보상으로 변환

범죄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전통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

는 영역으로 남겨졌으나 가해자가 보상할 능력이 없거나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발전해 왔음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310).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

보상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던 영역이 점차 국가보상의 영역으로 확

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단

적인 테러에 대한 보상, 또는 독일에서 실시한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

상 등이 그러한 예이다311). 그런데 더 나아가 자연재해에 대하여 국

제적인 사회보험에 의한 공적 보상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

다312).

Markesinis/Michael Coester/Guido Alpa/Augustius Ullste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law”, Cambridge Univ.

press, 2005, 제59면

310)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역사의 초기단계 함무라비 법전, 모세법전, 로마의 12표법

하에서는 피해의 변상이 형사사법절차의 핵심이었다가 그 이후 근대국가를 거치

면서 형사절차가 국가의 처벌과 피고인의 벌금납부와 징역형 부과 등으로 변경

되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구조로 변경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의 신속한 변상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공감하게 되면서 각국에서 가해자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변상

을 하도록 명령하는 배상명령(restitution)제도가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배상명령

으로도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하

여 보상을 하는 제도로 발전해오게 된 것이다.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ixth edition, Thomson, 2006, 제

309-337면

311)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이후 9.11. Victim Compensation

Fund 에 의하여 보상한 사례, 독일의 경우 1976. 5. 11.제정된 전쟁피해자지원 법

률 (Bundesversorgungsgesetz)에 의하여 전쟁 피해자를 보상한 사례, 프랑스에서

1986년 9월 9일 법률 제86-1020호에 의하여 테러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에

대하여 완전 보상한 사례, 이스라엘의 적대행위 피해자(victims of hostilities) 보

상 등을 들 수 있다.

312) Willem H. Van Boom/Michael Faure(eds.), “Shifts in Compens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ystems”, Springer Wien NewYork, 2007, 제184-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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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제의 지배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다

가 순국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자로서 훈장을 받은 자와 유족은 손해를

입었는가를 불문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3)의 보

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는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6.25.

동란중의 전쟁포로수용소에 수용도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 광주민주

화 운동 사망자314),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유족315)에 대

하여 희생의 정도와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전통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피해를 감

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피해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보

험과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구하는 형태였다면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보상형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 보

험 내지 공공기금의 형태로 당사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부담의 전

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상의 논리는 사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이론과 거의 유사한 논리를 담고 있다316).

이러한 추세는 개인이 피해를 부담해야 했던 종래의 제도에서 보험

의 형식을 통하여 부담이 전가되어 왔고, 특정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

기 어려운 영역에까지 사회 보험 또는 공공기금의 형태로 부담이 전

가되어 가는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317).

3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314)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31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316) 학자들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헌법체계 내 위치를 감안할 때 청구권적 기본

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중간성격을 갖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거나, 사회

복지적 측면과 국가책임 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다. 전광석,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법체계 내 위치 문제와 사회보

장적 구체화 문제에 관한 시론”, 한림대 논문집(1989), 제258면, 전광석, “국가유

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연구, 제10집, 2004, 제251면,

317) 참고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사적 보상이 공적보상으로 변환되더

라도 피해자보상제도가 뉴질랜드와 같이 다른 제도와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가장 유사한 제도인 국가배상제도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국가의

직접책임의 영역이 되는 국가배상과는 국가책임이 보충적으로 주어진다는 점과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의 경우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행위

자는 면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해

자보상제도는 그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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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피해자의 부담 전가318)〕

3. 각국의 과제와 전망

피해자 보상이 손해에 대한 전액보상이(full compensation) 가장 이

상적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의 마련에 있다. 국가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것

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러한 별도의 기금역시 대부분은 정부의 수입

에 의존한다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론상 가해

자로부터 마련된 재원으로 피해자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318) Willem H. Van Boom,/Michael Faure(eds.), “Shifts in Compens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ystems”, Springer Wien NewYork, 200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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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319). 예를 들면 미국과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유죄 확정된 피고인에게 형벌에 부과하여 일정액의 부과금을 납부토

록 하여 피해자지원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 유엔이 권

고한 대표적인 재원 마련 방안 중의 하나 일 것이다. 320). 그러나 현

실적으로 가해자의 재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정

부의 추가적인 재원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앞서 피해자보상

제도의 성격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에서 이미 보았다.

구체적인 보상한도와 요건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에서 재원이 없어서 피해자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21).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해자보상제도를 구비한 모든 나라는 점점 더 보상의 범위

와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

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322).

우리나라의 초기 모델이었던 일본에서도 가해자에 의한 손해회복시

스템과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와 같은 국가적 손해회복 시스템을 일체

화시켜서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의 정비를 위하여 연구중323)이라는 것

이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시사해 주는 예의 하나이다.

319)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ixth

edition, Thomson, 2006, 제341-347면

320) Susan Herman, “Reparing the Harm”,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2004. 제62면

321) 공공정책을 개인의 well-being 이라는 이익에 두고, 그 정책을 fairness 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역시 그 사회

에서 그만한 비용을 투입하여 추진할 정책이 될 것이다. Kaplow, Louis,

“Fainess vesus Welfare”, Harvard Uni. Press. 2002, 제16-81면

322) 범죄피해의 세계화 현상이 확대되어 갈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와 사법정

의에 유리한 방향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Sandra Walklate,

“Imagining the Victim of Crime, Open University Press. 2007, 제154-160면

323) 高橋則夫,國家による損害回復,한국피해자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제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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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의 본질과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1 헌법상의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가. 1987년 헌법 이전의 해석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불가능한 것일까?

오늘날 국가보상제도를 마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나라의 헌법

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324),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거

나 도입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청구권이 도입되기 이전의

헌법에서는 그 헌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범죄피

해자가 개별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324) 2010년 국회도서관에서 발간된 세계의 헌법, I,II, 자료편을 보면 범죄피해자의 권리

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 35개 국가(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북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라크, 이

탈리아, 일본, 중국,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

리, 호주)중에서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권기병·김재희·김지영·박

종규·윤정숙·유지영·윤해성·이동원·이유선·이은진·이현정·정승환·정유미·최윤경·황태정 공

저,「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제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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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침해자가

국가권력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고, 사인인 경우에

는 가해자 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는 보충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

의 기본권조항은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1980년 헌법조항에도 제32조

에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

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나. 1987년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우리나라의 헌법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325). 그러나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개정)은

여야합의에 의한 문민헌법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전의 헌법개

정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326). 이 제9차 헌법개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하여 적법절차, 구속이유고지 및 구속통지, 언론․출

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의 금지, 범죄피해자구조청구

권, 최저임금제 실시,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등이 신설되거나 추가됨으

로써 기본권의 강화가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327). 그런데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325)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4), 제42면

326) 성낙인, 『대한민국 헌법사』, 법문사 2012, 제137면, 김철수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한

다.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2008, 제202면, 또 허영교수는 개헌의 양

적인 규모가 구헌법조문의 약 37%에 손을 댄 전면적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종의 憲法

改革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허영, 『한국 헌법론』박영사, 2012, 제122면.

327) 정종섭,『헌법학 원론』, 박영사, 2011, 제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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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음에도 우리 헌법상 범

죄피해자에 대하여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

이다. 우리 헌법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

차진술권과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하여 헌법

에서 직접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된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규정은

이미 1983년에 마련된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이나

1985년도에 채택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

칙”의 정신이 우리 헌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

가. 의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본질에 대한 일반론에 관하여 앞서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의 본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논리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책임론적

입장의 논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범죄피해에 대하여 재정적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불가

능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내지 사회복지론적 입장의 논거를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한

가지 학설에 따라서 설명하지 않고 대부분 두가지 이상의 이론이 혼

합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국가책임이론과 사회복지이론이 중첩되어져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한다.328).

328) 박상식, 앞의 논문(각주 110) 291면.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

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2012.4., 제270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제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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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헌법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

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32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

정하고 있어 우리 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구조금의 지급이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성격을 ①국

가가 범죄의 예방과 범죄 진압을 태만히 한데 대한 국가배상책임으로

서의 성격과 ②사회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

로서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③범죄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일정액의 구조금지

급을 청구함으로써 실현되고, ④헌법 제30조가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

회적 기본권규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헌법체계상의 이유들을

감안할 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배상적 사회보장청구권이라

고 설명하거나330),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사정의 경우에 구조하는 것

과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일종의 국가배상청구권

의 성격도 농후하므로 생존권적 성격을 띤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331). 실제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은 1988

년 제정당시332)는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전부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제847면에서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책

임의 성질과 사회보장적 성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

329) 이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언급되어

있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과연 다른 자유와 권리

의 토대가 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지 의문을 제

시하는 견해도 있다. 임종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6권4호 제397-420면

330)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3, 제586면

331) 김철수 『헌법학 (상)』, 박영사, 2008, 제1338면, 성낙인 교수도 국가책임의 성

질과 사회보장적 성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다. 성

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제847면

332) 1987년 헌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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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 변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

을 것이란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요건 하에서 볼 때는 국가

책임론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

다. 즉 다수의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근거로 보면

국가책임론과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론이 결합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333).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영토와 국민의 보전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국

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국가 외

부에서 초래되는 외적의 침입과 국가 내부에서 초래되는 범죄의 발생

을 예방하고 이를 물리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국가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인을 수사하여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런데, 헌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와같은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

고 이에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

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

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334).” 라고 설시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설시하였다. 그리고 2011. 12. 29.선고 2009헌마 354결정

문에서는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

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

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정하면서 구체화 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333)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2009.12., 제94면

334) 헌법재판소 1989.4.17.선고 88헌마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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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

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법적 성

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법적 성격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

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다수설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

다335).

라.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의 의미

우리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

여 1987년 제정되었던 초기 범죄피해자구조법 당시에 구조금의 지급

요건이었던, ①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인 경우 ② 구조피해자가 피

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③범죄피해자의 생계유

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지급되었던 구조금의 요건이 2005년도에 개정

되어, ①,③요건은 삭제되고, ②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0년 8월15일부

터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이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

는 체계로 변경되었고, 중상해의 경우는 피해자의 치료개월 수를 기

준으로 하는 형태로 획기적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손해배상형, 생활보호형, 산재보

호형의 3가지로 분류한다면 초기 우리나라의 형태는 “피해자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란 요건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생활

보호형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336). 그러나 앞서 본바

와 같은 법률개정으로 요건이 변경이 됨으로써 이제는 범죄피해자구

조금의 지급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337). 구조피해자가 피

335) 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336) 이건호, 앞의 책(각주 115), 제45면.

33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2005.12.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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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

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피해자구조금제도의 변

경과정이다. 피해자구조금 제도를 대폭확대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2004년도의 법무부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대책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김승규 장관의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

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2004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대

책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338).

2004년도에 마련된 법무부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는 범죄피해자기

본법의 제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의 참여 확대, 2차 피해의 방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제도의 개선

등,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제도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2005년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소되었고, 2005년 12월 1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

어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흡수 통합되었고, 2011년도에 범죄피

해자기금이 설립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확충되어

왔고, 2013년도에는 전국 주요도시에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지정되

고, 2014년도에 대전, 대구에 피해자심리치료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

가 개소함으로써 서울 부산 인천 광주를 포함 전국 6개지역에서 범죄

되면서 범죄피해구조 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것

을 보면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책임진다는 성

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배상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임종훈, “범죄피해자구조청

구권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제15권, 2009.12., 제406면

338) 2004년도에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취임과 함께 핵심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획기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를 마

련하겠다고 약속한 이래 법무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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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심리치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스

마일센터가 설립되는 등, 2004년 이후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와 폭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왔다.339) 그런데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대책의 출발은 형사정책 적 결정으로 추진되

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

해자보호법으로 흡수통합 되면서,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이

삭제되었고,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도 없어짐으로서 구조금 지급

의 요건이 초기와 다소 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포

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40). 그러므로 기존에 논의가 되었던 어떠

한 이론보다도 현실적인 설명이 형사정책결정이라는 정책결정자의 의

지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 소결론

결론적으로 구조금의 지급은 국가책임설과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

적 측면의 성격을 일부 내포하고 있으며, 형사정책적 결정으로 이루

339)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

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상식,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0.12., 288면

340) Nicholas C. Katsoris,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A Decade of Frustra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4. 1990. Article 9, 제189-190면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현하

고 있다. 즉 형법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두 가지 근거

에 입각해 있는데 첫째는 보상이 정의와 사회결속을 강화한다는 입장과 두 번째

는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수

단은 종래 개인의 민사소송이 있으나 이는 범인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거나 범인

이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충분한 보

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이러한

보상을 확대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보상프로그

램에 의존하게 되므로 부주의한 사회(public carelessness)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이후 국가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우려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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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341). 오늘날

현대국가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

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사실 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국가에서 보

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범죄예방이 국가의 관리능력 범위내라는 점에

서, 자연재해시의 피해자 지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보

상의 필요성이 있고, 국가가 피해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상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는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에 이르는 완전한 보상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국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한 이상, 현실적으로 형사정책적인

결단을 통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보상제도의 모습이라고

본다.

3. 현행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질

가. 의의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범죄행위라는 개념과 생명․신

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기

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 헌법 규정의 성질은 어떻게 보아야

341)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국가책임론과 사회복지론 모두에 부분적인 이론

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견해로는 윤지영,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1권 1호 (2013.04), 114면. 마찬가지로 국가책임론

과 사회복지론의 입장 중간에서 합리적 형사정책의 결정으로 이해하는 견해 즉

국가의 범죄예방이라는 책무불이행을 선행행위로 하고 피해자의사회 복귀를 목

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김

혜경, 앞의 논문 제271면. 오경식 외2, 앞의 논문(각주 113), 24면도 같은 형사정

책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또는 국가책임이론과 사회책임이론에 그 뿌리를 두

고 있고 범죄자의 배상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제도라

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

학 제50권, 2009, 제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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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인다. 이 규정 자체를 직접 효력규정으

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입법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나. 헌법 제30조의 법적 성격

우리 헌법상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① 직접효력규정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규정 그 자체에서 직접적인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직접효력규정설이 있다342).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일종의 국가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② 입법방침규정설

사회적기본권의 하나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헌법

규정 자체로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방침을 규정한 것이

라는 견해이다343). 이러한 견해에서는 사회적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구체적인 입법의 실현으로 구현되기 전까지는 헌법만을 근

거로 구체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③ 검토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원조의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다른 사회적기본권과

달리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핵심 구

34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제847면

34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제847면



- 146 -

성요건을 정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정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법률로서 입법화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직접효력규정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344). 즉 헌법상 법률유보는 헌법에 규정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에 대한 나머지 세부요건과 절차를 더 구체화할 의무를 부담하

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 헌법 제30조에 직접 근거한 청구권행사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헌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위입법이 없거나 헌법 제30조를

구체화한 그 입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헌법 제30조 위반

을 이유로 직접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에서 “범죄피해자란 대한

민국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범죄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해외

에서 국민이 범죄피해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로

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

에도 위배되고, 헌법 제30조와 헌법 제34조 제2항이 정하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2009헌마354) 헌법 제30조의

법적 성격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

권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헌법 제30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

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

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입법이 단

지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344)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2009.

12. 제94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제8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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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한 다음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 제34조 제 2항,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

항들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가 평

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제외한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를 논하였다. 그 논지는 헌법

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있다고 보고,

따라서 국가가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

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면에서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국가

로부터의 범죄피해자구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호보증이 있는 경

우에는 또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를 외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또 향후 구조금의 확대에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

형성의 재량의 범위내라고 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재

판소의 견해와 다수설의 자체효력규정이라는 입장이 모순되는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에서 국가책임성과 사회보장적 측면을 내포한 형사정책적 결정으

로 발현된 권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 성질

에 반하지 않는한 헌법 제30조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 제30조가

그 자체로 직접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보는 것과 조화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라. 헌법 제30조의 救助의 개념은 금전보상에 한정되는지 여부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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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조의 개념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보

상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론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①금전적 보상에 한정된다는 견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적 성질이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

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에서의 救助는 금전적 보상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345). 이것은 1983년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정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에서 금전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

상외의 지원은 다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금전적 보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금전적 보상에 한정

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국가로부터의 구조는 금전적 보상외에도 국가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

다. 救助란 도와준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굳이 금전적 보상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

을 수 있다.

③검토

비록 헌법 제30조가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救助라는

文語的 의미에서 금전적 보상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우리 헌법 제30조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345)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과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

14권 제1호, 2006.4. 제24면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을 규정하였을 뿐 피

해자의 인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명시

적으로 금전적 보상에 국한된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쪽에 가깝

다고 이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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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

민이 가해자인 타인이 아닌 국가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금

전적 보상외에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법률로 포함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1985년 “범죄 및 권

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의 내용이나 1983년 폭력범

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의 정신을 우리 헌법에 규정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헌법 제30조를 금전적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몰론 헌법 제30조를 구체화한 입법으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금전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만약 다른

법률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여서 헌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적극적으로 다른 혜택의 제공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때 그러한 직

접근거가 바로 헌법 제30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

직접적인 법률적인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7조 제1항346)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범죄피해자보호법 7조1항은 헌법 제30조의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헌법 제30조가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염두에 두고 규정

된 것은 맞지만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이 금전적 보상에 한정

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제

도를 도입한 유럽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 재활비용을 제공하거나 또

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하여 국가에 의

한 피해자보상을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 제30조

가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제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금전

34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

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

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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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나아가 헌법상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개정이 없는 상

태에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도 범죄피해자구조금에 의하여 국가보

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2009헌마35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언급한

것과 같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헌법정신은

국가에서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나아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자

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3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의 제정 근거조항이 헌법 제30조였던 것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

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에 기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347).

4.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제도 현황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연

혁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하

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지위회복,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심리적 의료적 지원에 관한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자 한다.

34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이유를 보면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

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기재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범죄피해자보호법안 제안서(2005. 8. 31. 정부안 의안번호

172532) 설명자료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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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연혁

범죄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은 1980년대 이전에는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증인이나 참고인 수준으로 취급될 뿐이었고,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상대로 회복해야 하는 민사문

제로 인식됨으로써 국가의 보호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1987년 헌법 제27조 제5항에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의견진술권과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이 도입되면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

다348).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피해자지원조직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2년 한국 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1994년 1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7년 12월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김천과 대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시민

단체중심으로 빠르게 피해자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2004년

9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2005년

12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범죄피해

자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2010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흡수통합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이 2010. 5. 14. 제정됨으로써 재정적 지원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349).

348)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4., 제42면

349)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

호, 2012.4., 제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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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절차상의 권리보호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가장 핵심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검사와 피의자의 대립당사자 구조

하에서 피해자는 단지 참고인과 증인의 위치로 전락해 있었다. 현재

는 이러한 당사자적 지위를 정당하게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의한 지위

강화와 소송주체로서의 피해자의 재발견이 형사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350).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절차상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요약하면,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신변의 안전

을 보호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각 형사절차단계마다 통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종래

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제221조에 신뢰관계자를 동석할 수 있

고, 동법 제294조의 2에 피해자의 공판정 의견진술권의 보장하고, 신

변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하여 동법 제294조의 3항에 증인으

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또 피해자에게 동법

제259조의 2에 의하여 공소제기 및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

인의 구금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실상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경

우가 많아 2014. 10. 1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

한 정보 제공 등)조항의 신설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리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와 권리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351).

350) 강동욱,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한양법학 제25권, 제1집(통권 제45

집), 2014.2. 제207면,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

책 제20권 제2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08. 제202면

35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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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및 아

동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 역시 향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한계

를 벗어나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

서라도 소송절차 등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352). 피의자에 대한 필요

적 국선변호사제도와 견주어 볼 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차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제도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피해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는 현재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가명조서의 작성353),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이나 검찰 공무원의 직접 신변안전 보호354),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355),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보호시설의

제공356)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5.]

352) 강동욱,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한양법학 제25권 제1집(통권 제45

집), 2014.2. 제217면.

353)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 제9조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

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필요시 가명조서의 작

성이 가능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354)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

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재판장 또는 판사역시 공판 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위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제2항)

3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하여 긴급구조를 위하여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SOS국민 안심서비스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56)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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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상회복과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손실을 신속하게 가해자

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

라에서 신속하게 원상회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배상명령제도가 있고, 또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에 규정된 형사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

를 회복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서 가해자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형사판결

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고, 배상명령을 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로부터의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

장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패해자구조제도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는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점차 그 혜택을 늘

려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구조금의 지급외에도 범죄로 인하여 주거이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매입임대

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도록 하고 있고357), 생계가 곤란

한 경우에는 일정한 긴급생계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제도로서 주로 마약범죄나 조직폭력범죄 등의 제보자,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활용되

고, 대검찰청, 중앙지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각 임시주거시설인 안전

가옥을 제공하고 있다.

357) 주거지원의 요건으로는 범죄피해자로서, 기존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즉 범

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방화 등)나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

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거주가 곤란한 경우(살인, 강도, 강간 등),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

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등)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에

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란 요건외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받기 위한 무주택소유자와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014.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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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범위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358).

라. 의료적, 심리적 지원과 재활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대하여는 현재는 구조금의 지급방

식과 별개로 일정한 요건하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1. 20. 대검찰청에서 제정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

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치료비는 연간 1인당 1,200만원한

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결의

를 통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장례비도 실비를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부분 치료비와 장례비가 범죄피해자보상금의

주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359)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구조금과

별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구조금 체계의 통합 개편이 필

요하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의 심리치유와 임시주거제공이 목적인 상담치유센터인 스마일센터가

비용 전액무료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

다. 제도적인 외형은 이미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급팽창하였다고 본다. 그러므

로 향후 과제는 이미 다양하게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운

영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358) 2015.1.20. 대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

면, 긴급생계비의 경우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는데, 피해자 본인에게 생계를 의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2인 가족의 경우는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

원을 증액하여 3개월까지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을 지급할 수 있다. 학자

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초등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100만원을 최대 2학기까지 지급하게 된다.

359) 일본의 경우는 국가보상을 일시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므로 치료비 등에 대한 다

른 지급이 없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치료비와 장례비 등 실질손해를 기준으

로 범죄피해자 보상금이 지급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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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구조금제도의 설립

1 우리나라 구조금제도의 도입

가.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

외국의 피해자보상제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선행연구 및 피해자에

대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도화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구조금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그

사전 배경과 경위를 뚜렷이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360).

다만 1987년 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고361),

곧이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입법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범죄피해자구조 법안에 대한 입법자체는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

법으로 추진되었다362). 또한 다른 법률에 비하여 매우 신속하게 처리

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법률제안일자는 1987. 9. 21.이고, 법사위 회

부일이 1987. 9. 22.이며, 법사위 상정일이 1987. 9. 29.이고, 처리일은

1987. 10. 29. 수정 가결되었고, 본회의는 1987. 10. 30. 의결되어 정부

로 1987. 11. 28. 이송되었다. 법안의 상정에서 의결까지 한 달 남짓

360)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의지는 1981년 7월 3일 신문을 통하

여 천명하였고 6년간의 공백기를 거쳐서 1987년 11월 28일 입법화되었는데 6년

간의 공백기에 한두 차례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거쳤을 뿐, 이론적 기초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박광섭, “한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충남대 법학연구 제4권, 1993, 제165면

361)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62)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현경대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현경대의원은 1977년 법무

부 법무실검사를 지내며 정부입법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1987년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여 새로운 헌법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

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현경대 의원이 법안의 책임주무부서인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신속한

입법마무리를 위하여 의원입법형식으로 마련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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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 것은 매우 신속한 처리이다363).

국회자료에 의하면 1987.9.21. 현경대, 임두빈의원외 3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의안번호470호)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364).

○ 오늘날 物質萬能主義가 팽배해 짐에 따라 强力事犯이 증가하고

犯罪樣態도 凶暴·多樣해 지고 있어 그 被害者도 날로 증가하는 등 社

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이 强力犯罪로 인한 被害가 점차 심각해지는 趨勢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現行法 體系下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生

命·身體上의 危害를 當하더라도 加害者가 不明이거나 無資力인 경우

에는 아무런 金錢的 救濟를 받을 수 없는 實情임

○따라서 國家가 이러한 犯罪被害者 또는 그 遺族에게 一定한 限度

의 犯罪被害救助金을 支給함으로써 民法上 不法行爲制度의 缺陷을 補

完하고 法律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최병국의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검토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률안은 근년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강력 범죄로 인하여 많은

363) 당시 국회 법사위 제3차 속기록을 보면, 범죄피해자구조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

되자 조순형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

이 있는데 오늘 제출된 법안을 왜 이렇게 빨리 심사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였으

며, 그에 대하여 법사위 나석호 위원장이 공동발의자인 임두빈 국회의원을 불러

서 제안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면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법사위원회 김중권 위원의 심사보고 설명 후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대로 통과되었다.

36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범죄피해자구조법안 원안 및 삼사보고서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ms_svc/img_attach2/12/doc_20/120470_20.PDF(2014.5.21.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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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나 그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등

으로 인하여 현행법 제도로서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구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몇 군데 정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음365)“

소위원회 심사보고자 김중권 위원의 심사의견을 보면 입법내용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용어를 정리하는 수준의 다음과 같은 자구수정의

견을 제시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이 법률안은

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금전적으로 구조를 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

의에 알맞은 입법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다만 안제 3조

제1항중 ”犯罪被害救助金“을 ”救助金“으로 약칭하여 20여곳에 사용하

고 있는 동 용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안 제14조중 ”假給與金“을 ”假

救助金“으로 수정하여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는 등

기타 여러 부분에 분명하지 않은 법문의 표현을 좀 더 간결하고 분명

하게 표현하고자 자구를 정리하였음.”

법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시행초년도 12개월분 예산으로 8억9천

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추정하고,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절반인 4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365)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범죄피해자구조법 심사의견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ms_svc/img_attach2/12/doc_20/120470_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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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안 개요

1987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당시의 구조금 요건은 ① 생명 및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 장해를 입었을 것(제2조),

②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제3조), ③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

(제3조)을 요구하였다.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여 일시금으

로 지급하며(제4조) 지급결정은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심의

회를 두고(제11조) 신청은 각 심의회에 신청하도록 하였다(제12조).

유족이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법제7조), 구체적인 금액

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최초 시행당시 유족구조금은 500만원, 중

장해구조금은 1급 300만원, 2급 200만원, 3급 150만원으로 3급까지만

지급대상이었다.

초기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설계에서 과실범죄는 제외하고 고의범

중에서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구조금의 지급대상

피해에서 정신적 상해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보상금이 아닌 구조금형

식으로 지급함을 상정하면서 치료비등 실제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되게 된 것이다.

다. 입법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은 헌법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

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음은 틀림없다. 매우 신속한 입

법에 대하여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안타

까운 부분도 몇 가지 있다.

①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국제기준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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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피해자학의 연구 성과의 결정체로서 각국은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운

영하고 있다. 1983년도의 폭력범죄피해 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이나, 1985년 유엔의 피해자 인권선언의 내용에 이미 각국의 피해자

보상에 대한 최저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구조법은 이에 미흡한 채로 입법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럽협

약 제4조에 의하면 그 보상의 내용으로 임금손실, 의료비, 치료비 등

보상해야 할 구체적인 기본항목들이 예시되어 있고, 유엔인권선언에

서는 원상회복을 염두에 두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의 구조법은 그러한 기본적인 항목들

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적은 금액의 일시금의 지급으로 끝나며 국

가에 의한 시혜적인 조치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이론적 기초가 모호함

범죄피해자구조의 이론적 근거가 적어도 국가책임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피해자에

게 베풀어주는 은전이 아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마치 곤궁

에 처한 피해자를 은혜를 베풀어 국가에서 도와주는 느낌을 들게 한

다. 그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 응당 피해자가 받아야 할 원상회

복의 일환으로서 보상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다366). 국가책임

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모르

지만 만약 어느 정도 국가책임의 법리를 인정한다면 범죄피해자구조

법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상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여론수렴과정의 빈곤

법률의 제안에서 의결까지 2개월 남짓 소요된 신속한 입법은 감탄

할만한 속도이다. 또한 학계에서 입법화 요구를 하거나 논문으로 연

구한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의원입법으로 법률을 마련했다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입법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태

366) 박광섭,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상 문제점과 그 주요 내용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경남법학, 1990.8., 제268면



- 161 -

파악이나, 심사의견에서도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나 국제기준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신속한 입

법의 동기의 하나로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367). 그리

고 국민과 학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여론수렴과정이 결여된 채 입

법을 추진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④홍보 의지 부족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범죄피해자들

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널리 알려 국민의 많은 관심

과 참여 속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구조법은 그 입법배경, 입법과정, 입법결과가 관심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졌을 뿐 그 이후에도 별다른 홍보가 되지 않아 아쉬

움이 있었다368). 그리고 그 이후의 운영에서도 국민에게 그러한 제도

의 적극적 홍보가 미흡한 점도 아쉽다.

2. 구조금 제도의 변천

1987. 11. 28.에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① 생명 및 신체를 해

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 장해를 입었을 것, ②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였을 것, ③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유족구조금은 500만원, 중장해구조금은 1급 300만원, 2급 200만원, 3

급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다음해 1988. 7. 1.부터 시행

367) 박광섭 교수는 갑작스런 입법 작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중의 하는 여당의 대통

령 선거전략의 하나로서 입법에 착수 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당시 전두환 대

통령 임기말인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 되고 또 여

당인 민정당의 대국민 보호의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제

정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다음 곧바로 입법에 착수하였던 점에서 정치적 입법동

기를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광섭 , 앞의 논문(각주 365) 제269면

368) 박광섭, 앞의 논문(각주 365) 제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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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

구조금(유족·장해·중장해)

정부예산신청

건수

결정

건수

기각(미제

포함) 
지급금액

1988 28 7 21 29,000 411,000

1989 121 61 60 267,610 450,000

1990 182 127 55 560,500 450,000

1991 96 79 17 354,900 450,000

1992 61 61 0 265,500 495,000

1993 82 64 18 519,500 495,000

1994 96 52 44 440,000 495,000

1995 73 49 24 423,000 510,000

1996 85 43 42 376,000 510,000

1997 98 50 48 472,000 530,000

1998 85 85 0 772,000 556,000

소계(1) 1,007 678 329 4,580,010 5,352,000

1999 169 102 67 920,500 493,000

2000 132 81 51 756,500 735,500

2001 97 67 30 620,100 542,000

2002 83 50 33 472,500 542,000

2003 87 57 30 517,000 542,000

2004 138 74 64 648,400 750,000

2005 221 118 103 1,065,133 536,000

2006 200 117 83 1,063,000 1,937,000

2007 261 169 92 1,607,000 2,109,000

2008 237 152 85 1,405,000 1,878,388

소계(2) 1,625 987 638 9,075,133 10,064,888

2009 295 205 90 2,204,833 2,246,220

2010 343 209 134 3,416,782 3,268,220

2011 431 287 144 5,410,033 9,305,000

2012 407 291 116 6,250,686 9,584,000

2013 397 312 85 7,912,273 7,358,000

2014.7. 161 3,281,400 7,728,000

소계(3) 1,873 1,304 569 28,476,007 39,489,440

총 계

(1+2+3)
4,505 2,969 1,536 42,131,150 54,906,328

이 되었다.369)

〈표15〉 1988-2014.7까지 구조금 지급 및 예산현황(금액단위 천

원370))

369) 시행 1988.7.1., 법률 제3969호, 1987.11.28, 제정
370) 법무부 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구조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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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주요 구조금제도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범죄피해자를 구호하려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되었고(1990년), 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이 삭제되었으

며(2005년), 소위 ‘조두순 사건371)’의 여파로 범죄피해 구조금이 지나

치게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범죄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여론이 일자, 2009년도에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족구조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중장해 구조금 지급대상

을 장해 6급까지로 넓히는 한편 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인상하

는 등 그 구조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372).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구조금

을 지급하기 위한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본질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합하자는 의견에 따라 2010년 5월, 범죄피

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

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범죄피해자구조

법은 폐지되고, 모든 내용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흡수되었고, 종전

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면 개

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되, 2010년 8월 15일 전

371) 2008년 말 안산시 소재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

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요

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372) 당시 법무부에서 개시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1991년 이후 구조금액이

단 한번도 증액된 바 없어 구조금액을 현실화하고 장해구조 대상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2. 주요 내용

     ○ 유족구조금 1,000만원→ 최대 3,000만원으로, 장해구조금 최대 600만원→ 최대 3,000만원으
로 단계적 차등화(안 제2, 12, 13조)

     ○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중장해’의 범위를 현행 ‘제1급 내지 제3급’→ ‘제1급 내지 
제6급’으로 확대(안 제13조)

※ 차등화 기준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유족의 수, 유족의 친밀도 등 생계유지 상황

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3단계, 장해구조금은 장해등급 6단계를 다시 생계유지 상

황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2009.2.28. 법무부 공고 제20호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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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자시행 일자

(근거법률)(근거법률)
유족구조금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1988. 7. 1.1988. 7. 1.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구조법)
500만원

 1급: 300만원

 2급: 200만원

 3급: 150만원

없음

1992. 1. 1.1992. 1. 1.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구조법)
1,000만원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없음

2009.4.20.2009.4.20.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구조법)

1호 유족 :

 3,000만원

2호 유족 :

 2,000만원

3호 유족 :

 1,000만원

 1급: 3,000만원

 2급: 2,500만원

 3급: 2,000만원

 4급: 1,500만원

 5급: 1,000만원

 6급: 600만원

없음

2010.8.15.2010.8.15.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

( 평 균임 금 36 개 월 

한도)

1호유족 : 30개    

      월 임금

2호유족 : 24개    

      월 임금

3호유족 : 18개    

      월 임금

X (6/6, 5/6, 1/6)

 1급: 30개월
 2급: 27개월
 3급: 24개월
 4급: 21개월
 5급: 18개월
 6급: 15개월
 7급: 12개월
 8급: 9개월
 9급: 6개월
 10급: 3개월
X (6/6, 5/6, 3/6)

치료개월 수(30

개월 한도)

X (6/6, 5/6, 

3/6)

에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는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

도록 하였다.373)

특히 2010년 8월 15일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통

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관한 규정도 기존의 체계에서 대폭 수정되

었는데, ① 일실수익과 구조금액의 연동, ② 가해자 불명ㆍ무자력 요

건의 삭제, ③ 중상해구조금의 도입, ④ 장해구조금의 지급범위 확대,

⑤ 구조금 신청기간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 수 있다374). 그동

안 1988년부터 현재까지 구조금액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6〉 구조금의 지급금액 변동내역

373)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법률 제10283호, 2010.5.14) 제1조 내지 제5조
374)권기병외 14인 공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1, 법무부·형사정책연

구원, 2011,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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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2014.12.30.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

-2015.3.17.시행령-2015.3.17.시행령

 개정 개정

(평균임금 48개월 

한도)

1호유족 :40개월

2호유족 :32개월

3호유족 :24개월

X (6/6, 5/6, 1/6)

 1급:40개월
 2급:36개월
 3급:32개월
 4급:28개월
 5급:24개월
 6급:20개월
 7급:16개월
 8급:12개월
 9급:8개월
 10급:4개월
X (6/6, 5/6, 3/6)

치료개월수

(개월 한도)

X (6/6, 5/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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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행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의 현황

1. 구조금제도의 적용요건

가. 범죄피해자의 개념

1)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

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37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피해 방지 및 구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376). 그러나 이는 범죄피

37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하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민법 제810조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루어진 사실혼 즉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 사실혼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중혼

적 사실혼이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

실혼의 배우자는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런데 자녀의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라 하

더라도 인지 등을 통하여 친생자로 인정받는 데에 무리가 없고 특별히 친생부인

의 소 등을 통하여 구조피해자와의 관계가 달리 판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면 유족구조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녀가 구조피해자의

사망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1순위 유족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와 동순위에 있게 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지급 받게 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 『범죄

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35면

37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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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보호법이 기본법으로서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를 총괄할 수 있는 정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는 합리적인 형사정책 결정으로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2)구조대상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첫째, 장소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

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범죄일 것을 요

한다377). 즉 피해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것이거나, 대

한민국에 선적을 둔 선박이나 국적기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구조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의 영해에서 외국에

선적을 두고 있는 선박을 운행하다가 해적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는 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

역밖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구조함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은 구조금 개선방안에서 다시 논하

기로 한다.

둘째, 범죄내용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한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재산범죄는 구조대상으로 삼

고 있지 아니하고, 생명 또는 신체적 피해만을 구조대상으로 하고 있

다. 다만 과실에 의한 범죄는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과실치사상의

경우 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378). 하지만 고의범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등은 구조대상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

37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

37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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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실범을 구조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

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만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개선방안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셋째,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

을 것을 요한다. 현재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의 세 종류가 있고, 따라서 범죄피해자는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정도에 따라 각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

해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상 1∼10급까지를 구조대상

으로 하고 있고379), 중상해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380). 현재의 유족, 장해, 중상해 구조금의 구분에

대하여 실질손해에 대한 보상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구조금 개선안 부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실무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장해·중상해를 입

은 경우는 형사절차를 통하여 확정됨이 보통이지만, 만약 타인의 범

죄행위가 형사상 입건 없이 민사판결만으로도 구조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조금지급 요건사실

이 입증된 것으로 불수 있다381). 그리고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유·무

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나 증거

부족으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단순 폭행으로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심의회에서 피의자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

하였고, 지구 심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면 구조금 지

급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382).

379) 다만 신체장해 등급표는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정해 놓고 있음에도 임의

로 10 등급까지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11~14등급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

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애초부터 구조금지급과 아무런 상관없이 장

해등급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380)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참조

381)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2014. 8. 제69면

382)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67면, 다만 이러한 경

우 피의자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또는 범죄행위와 피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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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피해 구조금제도의 종류 및 지급요건

1) 유족구조금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범죄피해자호보법에 따라 우선순위

를 갖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이라고 한다. 유족구

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현재로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 외에 범죄피해자가 달리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없다. 다

만 검찰에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으나 판결로서 가해자가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연혁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의 처벌유무와 보상과는 반드시 필연적인 관

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

어 볼 때,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상해죄만 책임을 진다고 하더

라도 국가를 상대로 유족구조금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83).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

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

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

모, 형제자매, ③ 위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

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다384). 선순위 유족이 한명

이라도 있는 경우 후순위 유족에게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범죄피해 유족구

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족구조금의 지급청구권

은 범죄피해자의 상속재관과 구별되는 유족의 일신전속적 성질의 권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여부에 과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383)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47면

38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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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85).

그리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ㆍ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

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386).

그런데 만약 피해자 사망당시에 19세 미만인 자녀와 19세 이상의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 유족구조금의 계산방식은 19세미만의 자녀

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되고,

19세 이상인 자녀는 3호 유족이 되므로 둘 사이에 1호 유족이 우선순

위에 있게 되므로 1호유족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387).

2) 장해구조금

장해구조금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

정하는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상 장해는 1~14급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시

행령 개정시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1-10급까지만 지급하는 것으

로 되었다388).

시행령 개정을 통해 14급까지의 장해를 모두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

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대상 장

해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해등급표와 구조금의 지급의 관련성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조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장해등급

의 확정은 범죄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85)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34면
38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4,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 비고 참조

387)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37면

38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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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기준은 국가배상법ㆍ

장애인복지법 등의 등급 기준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구조금 신청을

위한 ‘장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최종확정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

하게 된다389).

3) 중상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으로, 2010. 8. 15.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면개정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해란 ①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

게 변형된 경우, ③ 위의 ①,②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①~③에 준하는 경우의 한 가지에 해당하

는 동시에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상해

에 포함될 수 있다390).

즉 정신적 상해(mental injury)의 경우도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하고,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 상해에 해당되어 구

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만 상

해를 인정하던 종래의 태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부분이다. 그러

나 정신적 상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향

후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손해를 보상해주는 구조금 체계로 변경하게

되면, 모든 병원치료비를(정신과 치료포함)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 개선방안 부분에서 다시 논하기로

38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지구심의회의 기능) 제 1호 :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조피해자의 장해·중상해 해당여부와 장

해등급 판정“

390)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중상해의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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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 범죄피해 구조금 산정방법과 지급한도

(1) 유족구조금의 산정방식과 지급한도

유족구조금은 먼저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

된 유족순위에 따라 규정된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거기에 다시 유족

의 수, 부양 여부 등이 반영된 시행령 상의 배수를 곱해서 구체적인

유족구조금 지급 금액을 결정 하게 된다391).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상으로는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

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를 규정하고 있다392). 현재 유족의 순위에

따라 규정된 개월 수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

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는 40개월, 구조피해자의 사망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 손녀, 조부

모 및 형제자매는 32개월, 그 외의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

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는 24개월이다393).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의 결정은 피해발생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

득으로 결정하게 되며, 만약 피해발생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이

증명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도시 일용 근로자 월 평균임금

을 기준 금액으로 하게 된다394). 월실수입은 반드시 근로임금을 전

391)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유족구조금의 금액) 참조

392) 2014. 12. 8.국회 법사위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기존에 유족구

조금액을 평균임금에 18개월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6개월을 상향한 24개월이상 48개월이하의 범위로 변경하

고,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한도역시 36개월의 한도였던 것을 48개월로 상

향조정하였다. 이후 2015. 3. 17.자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유족

구조금의 한도는 1호 유족 40개월, 2호 유족 32개월, 3호 유족은 24개월로 규정하

고 있다.

39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동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394)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월급액 또는 일실수입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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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국가 보훈처로부터 12

개월에 걸쳐 일정액의 보상금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던 경우에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 사망하기 전 3개월동

안 지급받은 보훈급여금도 월실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395).

〈표17〉 범죄피해구조금 산정방식396)

기준금액기준금액 ×× 개월 수개월 수 ×× 배수배수

- 피해발생 직전 3개

월간 월 평균소득 

  또는

- 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

- 유족구조금은 유족

순위에 따라 24∼

40개월

- 장해구조금은 등급별

로 4∼40개월

- 중상해구조금은 진

단서상 개월수

- 유족 또는 가족

의 수, 부양 여

부에 따라 (6/6, 

5/6, 1/6)결정

그런데,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기준금액은 구조금

신청할 때가 아니라 ‘범죄피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 발생 당시에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었으나 구조금 신청 당시에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

도,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범죄피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이 되

는 것이다.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

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하는데, 통상 대

한건설협회가 반기별로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 인부 노임(2015. 상반기 기준 87,805원397))에 보통 인부의 월 평

395)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46면

396) 권기병외 14인 공저,「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11, 제7면
397)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2014년 상반기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참조.

http://www.cak.or.kr/board (2015.2.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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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가동 일수인 22일을 곱한 금액 즉 2015. 상반기 기준 1,931,710원

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유족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

는 최고 한도는 92,722,080원이 된다398).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입증된 경우에도 고소득자

에 대한 과도한 구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득이 보통 인부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 2배까지만 인정 한다399).

시행령 상의 배수는 유족의 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분

수를 말하며, 기준 금액과 개월 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 배수를 곱

하는 방식으로 최종 금액을 조정한다. 유족의 수가 적을수록, 그 유족

과 사망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부양의 필요성이 적을수록 배수에 의해

감액이 크게 이루어진다. 이 배수는 사실상 감액이 이루어지는 승수

로서 이에 대한 용어가 배수로 되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

므로 예를 들면 조정승수(調整乘數)등의 용어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해 볼만 하다.

〈표18〉 유족구조금에 대한 배수400)

유족의 수가 유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2명 이상인 경우

유족의 수가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1명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피해자수입에 의존하는 19세 피해자수입에 의존하는 19세 

미만의 자녀미만의 자녀
6/6

수입의존 부모, 조부모, 수입의존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손자녀, 형제자매

6/6 5/6

그 외의 유족(피해자 수입에 그 외의 유족(피해자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성년의 자녀, 의존하지 않는 성년의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3/6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6)

398)유족구조금은 2014.12.말경 법개정으로 평균임금의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

로 평균임금 1,931,710원 X 48 개월 = 92,722,080원이 된다.

399)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제4항 참조.

400)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별표 4., 권기병외 14인 공저,「범죄피

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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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3순위 유족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적용

하였었는데, 이렇게 되면 약 500만원만을 받게 되고 이는 2010년 전

면개정 이전의 1,50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었다. 이는 유족들의 피해

자에 대한 의존도, 나이에 따른 독립생계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었지

만, 이에 대하여 특히 유족이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인 경우에는 생계

를 의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액이 과소하게 되어 국민의 법 감정

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2012. 6. 시행령을

개정하여 3순위 유족 중 피해자의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배수를 3/6

으로 상향하여 약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규

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

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

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

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비하였다.401)

(2) 장해구조금의 산정방식과 지급한도

장해구조금 역시 유족구조금과 마찬가지로 기준금액과 개월 수, 시

행령 상의 배수를 곱해서 결정하게 된다. ① 기준금액의 결정은 유족

구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한다. ② 개월 수는 장해등급이 높을수

록 높게 책정된다. ③ 부양여부 및 필요성 등에 따라 배수가 다르

게 규정된 것은 유족구조금과 동일하나, 유족구조금과 달리 범죄피해

를 입은 본인이 구조금을 지급 받는다는 측면에서 친족의 수에 따라

배수가 달라지지 않고, 또 부양의 필요성, 친족관계가 가장 먼 경우에

도 감액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402).

40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91호, 2012.6.29) 부칙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  
금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  
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미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  
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402) 권기병외 14인 공저,「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1,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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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장해등급에 따른 구조금액 지급 개월 수403)

장해등급장해등급 개월 수개월 수 장해등급장해등급 개월 수개월 수

1 40 6 20

2 36 7 16

3 32 8 12

4 28 9 8

5 24 10 4

〈표20〉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에 대한 배수404)

구분구분 배수배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피해자수입에 의존하는 19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피해자수입에 의존하는 19세 미만의 자녀 6/6

 수입의존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수입의존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5/6

 그 외의 가족 그 외의 가족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성년의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성년의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3/6

④ 장해구조금 역시, 위와 같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곱해서 나온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구조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산결과가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구조금은 77,268,400

원405)으로 결정된다.

(3) 중상해구조금의 산정방식과 지급한도

중상해구조금 역시 기준금액과 개월 수, 배수의 곱에 의하여 산출되

403)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액) 권기병외 14인 공저,「범죄피

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제8면

404)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5, 권기병외 14인 공저,「범죄피해자보

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제8면

405)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장해구조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5년 상반기 평균임금 1,931,710 X 40= 77,268,400 이므

로 현재 장해구조금의 한도는 77,268,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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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준금

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배수를 곱해주는 방식은 장해구조금과 같으

며, 다만 중상해 구조금이 치료에 필요한 개월 수를 곱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유족 및 장해구조금과 달리 개월 수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치료에 필요한 개월 수는 의료법 제3조제2

항 제3호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의원, 조산원등 제외)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

상해 구조금은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건으로 하므로 전치 2월

미만의 상해는 구조대상이 아니다.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하며,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

한 후 다시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406).

가령,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10주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

한 70일(10주×7일)에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적용하여 개월

수를 정하므로, ‘70/30(=2.33)’의 개월 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비율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치료개월 수의 소수점 이

하까지 계산하여 그대로 곱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약 2.33개월을 반올림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지급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일수계산방식과 월수계산방식의 차이

로 인하여 부당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407).

라. 보충성

범죄피해자구조금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

406) 권기병외 14인 공저,「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법무부·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11, 제9면

407) 현재의 법무부의 실무관행도 치료단위의 월단위 환산방식에 의한 금액 결정시

소수점이하까지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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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보충

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충성의 요구는 함무라비법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1983년 유럽협약이나 1985년 유엔 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제되는 요건이었다. 즉 1983년 유럽협약 2조에서는 “다른 수단으로

는 보상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When compensation is not

fully available from other sources the State shall contribute to

compensate)408)라고 하거나, 1985년 유엔 선언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라고 전제하고 있

다409).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도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보충성을 살

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법은

기존에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경우라

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요건상으로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로만 되어 있다410).

즉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는

가해자로부터 배상받는 것을 일차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구조금을 받은 사

408)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Strasbourg, 24.XI. 1983 제2조 참조.

409) A/RES/40/34 29 November 1985 96th plenary meeting/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제12조 참조

4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

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

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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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전제

하고 있기 때문이다411). 따라서 적어도 구조피해자가 구조신청을 하

기 위하여는 구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를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진행 중 합의

금 등으로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구조피해자는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신청당시에 가해자에

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청인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조건을 가진 입법

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신청당시에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일부보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의 국가에서 그것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충성이 의미하는 것은 구조금을 신

청하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피해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먼저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여야 한다. 현재의 범

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라고 표

현하고 있다412). 법령상의 지급이라는 것은 그 급여가 국가의 재원으

로 나온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에 의한 이중지급을 방

지하려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령상의 급여가 아닌 개인의

계약상의 보험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야 한다413).

41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 참조

41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13) 개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보상제도가 정부책임

론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보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이유로 정부에서 책임을 면

하는 것은 이론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무

도 개인의 보험금지급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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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금의 경우는 그 상법상의 종류에 따라 법적구성이 다르므

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보험금이 가해자

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것이 가해자의 보험계약 및

보험료 부담에 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을 평가하여 구조금

에서도 공제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나, 반면에, 피해자가 가입한 생

명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구조금에서 이를 공제할 이유가 없

다414).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실무상 한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이 있다.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보상을 하게 되는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조대상자가 가해자에게는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포

기하고 국가를 상대로만 구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상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

부 감면을 해준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6항

을 적용하여 구조금액도 그만큼 감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415).

마. 구조금 지급 제외 사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는 위와 같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노동자보험 등 다른

보험제도에서 지급되는 금원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뉴

질랜드에서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는 국가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도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중,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과한 연

구-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7, 제83면

414)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실무 가이드』, 2014. 8. 제52면

41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6항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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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서로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416), 이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417).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죄가 친족 간

의 공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는 점이라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상을 부당하게 이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있다418).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

⑥항419)과 제⑦항420)에서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

로 심의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 가령 예를 들면 친

부가 친모를 살해하여 친부가 무기징역이나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 나이어

린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을 가해자가 사용하게 되지 않도록 재산

41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41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418)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1호

2012.4., 제278-279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

권익위원회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3.8. 제12면.

419)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⑥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

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

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⑦ : 제1항부터 제 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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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지정하거나 특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발생하고 있다.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수를 추정할 수 있는 참고로 살인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2011년 전체 살인사

건 1,285건 중 247건, 2012년 전체 살인사건 1056건 중 259건이 동거

친족 또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21).

이와 관련하여서는 친족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금을 지

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4. 10.15.자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일부개정

이 이루어 졌다422). 따라서 앞으로는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가 될지를 파악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조피해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으로 해당범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범죄행위

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

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범죄를 용인․유발한 것

으로 인정되는 등으로 일정한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423). 그러나 단지 폭행 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421)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범죄통계 2011년(제354, 355면), 2012년(제360, 제361면)

참조

42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⑦항 :

제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

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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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피해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424).

(3)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 도모

동 법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을 널리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

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425)고 하여, 위와 같이 친족관계가 있거나 일정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

급하기 부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반대로, 위와

같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되거

나 설사 구조피해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

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426)는 규정 역시 두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구조

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실무상,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구조금을 지급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일단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

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금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의회에서 구

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조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

42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42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4항

42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6항

42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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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그 전액을 지급하기는 어렵고, 심의회가 자체적으로 일부 감

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사망

하고 유족인 자녀가 구조금을 신청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구

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분할방식이나 연금방식의

지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검사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427).

바. 긴급구조금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의 신청 및 심의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

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긴

급구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시 예상되는 구조금

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428)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429).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

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으며, 구조피해자가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긴급구

조금의 지급은 통계확인이 되지 않으나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430). 실무상 구조심의회가 신속히 개최되고 결

427)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2.4., 제278면.

42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법 제 28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지급 결정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429)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430) 따로 긴급구조금의 지급통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실무상 긴급구조금

을 지급할만한 대상 사건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고 얼마 안



- 185 -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낮으나 현재로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신속하게 개최된다고는 볼 수 없고, 여전히 긴

급구조금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 된다431).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되,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

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의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지구심의회 위원장이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

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432).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

람에 대하여 그 후에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

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한편,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433)

2.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절차

가. 구조금의 신청

구조금 신청은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각 검찰청의 피해자지원담

있어 정산하느니 신속하게 구조대상사건을 확인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

무상 보다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013.하반기부터 검찰에서는 범죄피해구조

금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고

있다.

431)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8.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제안내용은 1, 사건처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고지의무화, 2.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정보제공 절차 법규화, 3.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4.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기간 단축 및 제출 서류 구체화,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 지원활동 기반 강화이다. 그 중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구체화를 건의한 배경은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지급까

지 장기간 소요되어 피해자의 신체적 경제적 고충이 가중된다는 이유였다. 국민

권익위원회, “범죄피해자 권익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3.8. 제15면

43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43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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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에게 구조금지급신청서를 기재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이때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법에 정해진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등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안내하게 된다434). 현재 피해자지원담당자란 지구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소속으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구조금 신청시에 피해자지원담당자는 구조금을 수령

할 계좌번호 등 지급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신청서 접수시부터 구조금 지급시까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지체없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내 피해자지원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435). 그리고 신청인이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

에 중복신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지원담당자는 향후에 진행될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지체

없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피해자나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구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절차 진행등에 관한 사

항을 구조피해자나 유족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436).

나. 지구심의회의 심의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심의 및 구체적인 구조금액의 결정은 지

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

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437) 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434)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신속지급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등에 관한

실무운용지침’, 제7조.

435)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8조.

436)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0조

43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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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38). 그리고 위원이 심의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스스로 회

피하여야 한다439). 구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지구심의회 위원

장은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각 사건마

다 지체없이 지구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지침으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

고 있다440). 또한 신속한 지급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

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41).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

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42). 그런데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

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443).

지구심의회에서는 구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구상

권 행사여부도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444). 다만 구상권의 행사와 관련

하여서는 구상권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행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445). 그리고 그 결정은 가해자에 대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원

칙적으로 필요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재산 조회의 회신이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공판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438)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5조 제2항

439)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6조 제2항

440)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1조 제3항, 30일은 실제 업무상, 신청자로부터 필요

한 서류를 보완받는 기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회를 개

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일이내이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빠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한 지급결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441)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4조 제1항

44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443)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444)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2조 제1항

445)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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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결정을 지체해서는 아니된다446). 심의결과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가 있다.

또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 할 수 있

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447).

다. 구조금의 지급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의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

담당자는 구조결정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통지서를 구조피해자 또

는 유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게 된다448). 그리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구조금지급결정에 관련된 서류를 재무계담당자에게 인계하여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 구조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피

해자지원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449).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지원담당자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구조 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받거나 공탁이 된 경우, 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준 경우, 이를 확인하여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450).

3.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집행실적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내역은 아

446)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3조 제2항

447)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2조 제2항, 제3항

448)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5조 제1항

449)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5조 제2항, 제3항

450)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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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표와 같다.

〈표21〉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실적451)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08 1,878 1,411 155 1,411 141 1,345 14 66 - -

2009 2,246 2,204 205 2,204 196 2,158 9 46 - -

2010 3,268 3,416 209 3,416 196 3,299 13 117 - -

2011 9,305 5,410 287 5,410 242 4,992 22 250 23 168

2012 9,584 6,250 291 6,250 245 5,668 168 397 30 185

2013 7,358 7,912 312 7,912 227 6,796 32 751 53 363

2014 7,728 7,070 331 7,070 233 6,056 28 541 70 47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집행실적통계를 보면 2010년 범죄피해

자구조금 체계를 대폭 변경하고 나서 2011년도, 2012년도의 예산액대

비 구조금 집행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범죄의 발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지

나치게 저조한 실적으로 요건의 대폭완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건수와

집행액이 그다지 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완만

한 증가세에 있으나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다452).

4. 구상권의 행사

가. 개요.

451) 2014. 법무부 인권구조과 예산집행내역 통계자료 참조

452) 윤지영,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4., 제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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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가 가해자에게 그 지급

금액을 상환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의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금의 환수

와는 그 환수대상자에서 차이가 난다45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10. 8. 15.개정되면서 구조금의 지급요건이던

가해자의 무자력 요건이 삭제되고, 가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대신 가해자를 상대로 국가에서 피해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454). 이는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원한관계에 있는 가해자와 대면하기도 싫고 가해자로부터 금원

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에서 구조금을 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이다455). 환수한 구

상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456).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구조결정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453) 구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참조 제30조(구조금의 환

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45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

금을 받을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한다”

455) 다만 구조금을 국가에서 선 지급한다고 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보충성

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조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다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보충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5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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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완료 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

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

므로 구조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즉시 구상절차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나. 법적 성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

서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

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57). 따라

서 일종의 채권양도관계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였

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민사청구권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범죄를 안날

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458)되므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를 이미 한 경우에 국가

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그 합의의 내용에 제한된다고

본다.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의 고유한 법적

근원이 아니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

45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

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

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458)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

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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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행사하려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한계를 그대로 양수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상권은 국가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불

법행위자의 행위책임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며, 민사상 불법행

위책임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459).

다. 구상방법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고 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460).

소송 또는 임의변제를 통하여 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구상한

금액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입하게 된다461). 구상금의 환수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무상 구상금은 대부분 이러한 임의변제를 통한

환수인 것으로 보인다462). 지구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체없이 파악된 가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검

찰청의 장에게 보전처분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463).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보전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 가해자

에게 ①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사실, ② 정해진 기한(원칙적 2개

월) 내에 구조금 지급액 상당을 국가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

③ 임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

다464). 만약 임의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

459) 김일중,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과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제

185-356면 참조.

460)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61)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462)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자에 의하면 구상금액의 환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를 알 수는 없지만 2013년도의 구상금의 환수는 대부분 가해자 본인 또는 가해

자 가족의 임의 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463)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9조 제1항

464)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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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송무법무관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고, 재판에서

승소확정이 된 경우 집행담당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46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3항466)에 따른 청구권을 대위하여 가

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는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

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작업장려금의 100분

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한 것은 수형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형자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고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심의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고 해

서 근로자의 작업장려금에서 공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

형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심의회에서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에서 구상을 결정한 경우

에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구상권의 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구상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

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467). 그렇게 통지를 받게 되면 교도소장은 가해자의 동

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범죄피

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장려금에 대한

구상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통상의 범

죄피해자구조금액은 평균 천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지만 수형자

들이 작업장려금의 월수입액은 만 오천원에서 최고 30만원468) 미만이

465) 법무부, 위 지침(각주 434), 제20조, 제21조
46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

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4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2항

468) 2014년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통상의 경우 월 만오천원이며, 직업활동으로서

작업을 하는 위탁작업, 자립형, 개방형근로의 경우 집중근로시 약 12만원, 자립형

근로활동의 경우 최대 3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공

제가 있게 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수형자는 근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 194 -

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에 비하여 구상금액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간 복역한다고 하더라도 구조금액을 전액

구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라. 구상실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통계를 보면 구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의 구상권 행사의 실적건수는 구조금 지급건수의 1.69%수준인

15건에 불과하고, 실제 납입 완료된 구상금액의 총금액은 구조금액의

약 1.07%수준인 2억 9백만 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표22〉 2011-2013 구조금 지급대비 구상실적469)

구분구분

구조금지급총계구조금지급총계 구상금총계구상금총계 회수율회수율

건수건수 금액금액
건건

수수
금액금액 건수건수 금액금액

2011년2011년 287 54억1천만원 2 50,182,660 0.6% 0.9%

2012년2012년 291 62억5천만원 7 57,325,810 2% 0.9%

2013년2013년 312 79억1200만원 6 102,251,600 1.9% 1.2%

합계합계 890890 195억7200만원195억7200만원 1515 209,760,070209,760,070 1.6%1.6% 1%1%

다만 2013년 각 검찰청에서 실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통계는 회수된 건수와 금액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470).

469)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2014년 통계자료
470)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전국 검찰청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

수는 창원지검 13건, 청주지검 9건, 부산지검 4건, 전주지검 5건, 서울중앙지검 2

건, 울산지검 8건, 춘천지검 11건, 수원지검 2건, 서울 남부지검 1건, 서울동부지

검 1건, 대구지검 1건, 광주지검 25건으로 구상 완료된 건보다 훨씬 많다. 광주지

검의 경우 유독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상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직원이 먼저 피

해자에게 연락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요건을 조사하여 구조금을 신

속지급하고, 지급한 구조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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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조금의 감액과 환수에 관한 문제

그렇다면 만약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는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국가로부터는 구조금액을 지급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불가능해지므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

조 제6항471), 또는 7항을 적용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손

해배상액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에도 그에

따라 감축된 액수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대위의 근거를 잃게 되고,

대위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면제한도에 있어서는 구조금의 청

구권도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472).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재량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구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하

려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

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사실이나 손해배상소송 계속 중인 사

47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6항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47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978.2.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재해를 입고 가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에 관한 판결에서 그 면제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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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숨기는 경우 구조금을 받더라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

우”로서 다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473).

47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구조금의 환수)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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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범죄피해자 기금의 설립과 운용

1. 범죄피해자 기금의 설립경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필요성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

점은 2004년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었다. 그 당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의 원상회복 지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② 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시민사회의 피해자 지원 및 범죄대처 역량 강화, ③ 피해자

구조기금을 설비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피해자구조제

도를 확대, ④ 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범죄피해자기본법제정, ⑤

피해자가 수사․재판으로 심리적 상처를 입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추가피해를 입는 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

⑥피해자 희망시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통

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의 피해자 참

여 대폭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였다474). 그런데 당시 종합대책의 하

나로 추진키로 하였던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은 당시 우리나라의 기금설

립을 억제하고 있던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기획재

정부와의 협의에서 번번이 무산됨으로써 정부입법으로 추진될 수 없

었다. 그런 이유로 법안의 제정과정은 그 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발

의 입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08. 12.에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및 운용방안475)”이 발표되는 등 기금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474) 2004.9.1.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

합대책 추진키로” 참조

475) 이상원․박광민, 『범죄피해자와 인권』, 법무부,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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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08. 11. 26.경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인권보장방안 마련

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 학계 등과 개최한 박

민식의원이 기금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2009. 9. 7.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기금법안의 공청회에

서 박민식 의원은 “한해 범죄자로부터 걷어 들이는 벌과금이 무려 1

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범죄피해자들에게는 불과 40억 원만을 사

용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기금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476), 이는 그 무렵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법안제정이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초기 기금법안

에는 기금으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

였으나 공청회에서는 기금의 성격상 기금 용도를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타기관의 범죄피

해자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

적477) 등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어 박민식의원등 103명 명의로 2009. 10. 21. 범죄피해자보호 기

금법안은 발의되었고, 2009. 11. 18. 제284회 정기국회에서 법제사법위

원회에 상정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

다. 동 법안은 2010. 4. 19. 제289회 정기국회에서 제3차 법제사법위원

회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 되었고, 2010. 4. 21.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

되고 법률 제10284호로 2010. 5. 14. 제정되었다. 당시는 정부에서 기

금설립을 억제하고 기존의 개별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을 통폐합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478)이었음에도 불

476) 국회의원 박민식 의원실, 2009. 9. 7. 보도자료 1-2면 참조.

477) 박광민, 『박민식 의원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 공청회 자료집』, 참조

478) 황성현,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회계 기금제도 개혁 : 평가와 향후

과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06-1, 제69-70면.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 2005.5.20.자 보도자료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 , 제9-11면. 특별회계

기금의 정비원칙은 첫째 특별회계 기금의 형태로 반드시 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것, 둘째, 유사 중복되는 특별회계 기금은 통

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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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동 기금법안이 제정된 것은 법무부의 노력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박민식의원 등 국회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제정되게 되었

다479).

2. 기금의 필요성과 기금의 형태

가. 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일반회계480)나 특별회계481) 예산

으로 편성된 재원은 신규 사업의 경우는 매우 예산편성이 어렵고 전

년도 대비 증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피해

자의 발생은 그 증감의 통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형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그런

데 기금482)은 별도의 재원마련이 가능하고, 사용되지 않은 재원은 기

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면 되므로 예산보다 신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479) 당시 기금관리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금신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

로 법무부가 원한다고 하여 범죄 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될 가능성

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박민식의원이 의원발의 법안으로 추진되고 대부분의 국

회의원들이 그 전해에 일어났던 조두순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알고 있는 터라 범

죄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데 공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적극 지원

한 결과 동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80) 일반회계는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를 말한다.

국방, 교육, 복지, 사회간접자본투자, 교부금,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재원은 국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 벌금 등 세외 수입을 추가적으로 재

원으로 한다.

481)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통

신, 조달, 양곡관리를 위하여 기업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교통시설, 농어촌,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정분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재원은 사업수

입, 목적세, 수수료, 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한다.

482)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정보화촉진, 납북협력, 공적자금상환 등이 그 예이다. 재원

은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금도 국회 심의를 받게 되어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운영상 자율성이 다소 높은 것이 이점이다. 가령

주요항목 지출금액 30% 범위 내에서는 국회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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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기금의 설립필요성이 요구되었다483).

범죄의 발생이라는 예측불가능성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의 예를

들면 2003년에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방화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

가 발생한 경우에 그 대처의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을 신설하는 초기에는 기금의 주요 재원인 벌금에의 의존

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이 시

행되는 과정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민간의 기부금을 통합관리하기 위

해서는 이를 자체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금 형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484). 구조금의 요건완화 및 지급확대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활발히 전개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그러한 경

우 그 금액은 국고로 환수하기 보다는 범죄피해자지원이라는 명목으

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금의 필요성이 여러모로 제기되고

있었다.

나. 기금설립요건 충족성

그리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금의 설립이 국가재정법 제14

조485)에서 요구하는 4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금의 설립요건중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재원과 목적사

업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벌

48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서. 2009.11. 제10, 11면.

484)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 심사보고서, 2010. 4. 제11면.

48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 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

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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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경제사범, 재산범죄 및 다소 경한 범죄에 부과되는 것인 반면,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이 되는 살인, 중장해 등 중범죄는 신체적 형벌

부과가 일반적이어서 부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486).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

업은 살인, 중상해와 같은 범죄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단지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필요성

이 시급한 중범죄 피해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이나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중요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국회의 검토에서도 연계성을 인정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이미 설립되어 있던 나머지 기금들이 대부분 조세수입을 지원

받아 기금에 비축하여 특정 용도에 사용하던 기금인 것을 고려해 보

면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긴밀한 연계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

다. 나머지 요건, ②사업특성상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있을

것, ④새로운 기금에 의한 사업 수행의 효과성이 있을 것은 모두 벌

금을 재원으로 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의

특성이 그대로 인정되어 큰 논란이 없이 인정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

는 민간의 기부금 등 재원 마련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일정 정도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운용 방식을 예산

으로 하기 보다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이

다487).

다. 기금의 설립에 관한 입법방식

486)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 검토보고서 2009. 11. 제12면.

487)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 심사보고서 2010. 4.,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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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금 신설의 입법방식으로는 해당 정책에 관련된 법률 내에

기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식을 종속방식이라고 하

고, 기금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독립방식”이라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금에 관한 법체계

는 대체로 종속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참고로 2009. 11. 경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보호기금 법안을 심의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미 62개 법률에 의하

여 63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다.

당시 법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현행 기금설치의 입법방식에서 일관

된 기준은 아니지만 , 일응 (i) 기금의 규모가 크면 독립방식을, 기금의

규모가 작으면 종속방식을, (ii) 기금의 독립성이 강하면 독립방식을, 그

렇지 않으면 종속방식을, (iii) 기금의 설립 자체에 주안을 두면 독립방

식을, 기금의 활동에 주안을 두면 종속방식을, (iv) 기금이 금융성이 강

하면 독립방식을, 사업지원성이 강하면 종속방식을 취한다는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리 하였다488). 입법방식상 만약 종속방식을 취한다

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기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독립방식을 취한다면 별도의 법률

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489).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설

치근거를 독립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추후 종속방식

을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금을 신설하는 초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

원을 위한 국가의 분명한 의지가 법률 명칭에 나타나게 하는 정책적 고

려하고, 둘째,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이미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 제출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었는데 기금제

48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 2009.11. 제7면.

489) 당시 이러한 기금의 설립형식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기

금의 설치 방식에 대하여 연구용역한 자료가 직접적인 참고가 되었다. 기금의 입

법방식과 기금의 설치 재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원․박광민, 『범죄피해자

와 인권』, 2008, 제100-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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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경우 심사범

위가 확대되어 절차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490). 이러한 이유

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독립법률로 법안이 제정되게 되었다.

라. 기금조성에 관한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는 어떠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어떤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의 국가에서는 대부

분 벌금 또는 유죄확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형벌에 따

른 부과금으로 피고인에게 납부토록 하고, 그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자지원에 사용하고 있다491).

가령 기금 설립 운용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를 대표로 살펴

보기로 한다. 미국의 범죄피해자기금은 1984년의 범죄피해자기금법

(Victims of Crime Act: VOC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492).

기금의 주요재원은 벌금, 몰수된 출석보증금, 범죄로 취득한 몰수된

이익, 개인에 부과된 범칙금, 기업에 부과된 범칙금, 기부, 증여 등을

재원으로 한다. 1984년도에 기금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8년간 연간 기

금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연간 한도는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490)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 2009.11. 제7~8면.

491) 영국의 경우 2004년도 가정폭력과 범죄 그리고 피해자법(The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에 의하여 내무부장관(The Home

Secretary)이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가 지불한 비용을 범죄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통지서(recovery notice)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그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은 벌금 또는 배

상명령(compensation order)을 할 때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부과금은 1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2012-2013회계년도 지급보상금액이 3

억2,460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246744/0222.pdf(2014.5.15.)

492) 42 U.S. Code § 10601 - Crime Victims Fund(범죄피해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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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493). 1993년도부터는 그 한도가 폐기되었고, 대신 2000년도에 의

회에서 연간 기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해 놓았는데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연간 기금의 사용한도는 약 5억 달러에서 6억 3500만 달러 사이

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간 7억 5백만 달러가 연간 사용한

도였으며, 2013년은 한도가 7억3천만 달러로 정해졌다. 그런데 사용되

지 않은 잔고는 계속 기금에 남는 관계로 2012년도에는 납입된 기금

액 잔고가 무려 27억 9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2011년도와 2012년

회계연도에는 범죄피해자기금법(VOCA)에 의하여 각 주에 의무적으

로 분배되는 규모가 약 3억5,900만 달러, 그리고 기타 피해자지원을

위해 8억 700만 달러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494).

미국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각 연방, 주, 지역단위

범죄피해자지원에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하는(formula grants) 프로그

램과 재량적으로 지원하는(discretionary grants)프로그램의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각주나 단체에서의 피해자 지원을 기금

을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 기금에서 각 주에서 지급해

야 하는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충할 수 있도

록 각 주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들이

당하는 범죄 중에서는 폭행이 가장 많고, 지출항목은 의료비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95).

3. 우리나라 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및 운용 현황

가. 벌금 수납액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은 다음의 4가지

를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96). ①벌금수납액, ②구상금,

493) http://www.ovc.gov/about/victimsfund.html(2014.2.17. 최종방문)

494) 회계연도 2011년과 2012년도 기금에서 집행된 피해자보상금 각 범죄별 집행내

역과 보상금의 내용 중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ovc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ovc.gov/about/victimsfund.html(2014.2.17. 최종방문)

495) http://www.ovc.gov/about/victimsfund.html(2014.2.17.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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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부금, ④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

서 벌금수납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벌금수납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497)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가 2013.1.1.부터 100분의 5

로 2015.1.1.부터는 100분의 6으로 개정 되었다498).

〈표23〉 기금설립당시 기금 납입금 추계499), (단위: 억원)

연도연도 20102010 20112011 20122012 20132013 20142014 평균평균

벌금 수납액 벌금 수납액 

추정치추정치
15,348.3 15,593.9 15,843.4 16,096.9 16,354.4 15,847.38

기금 납입금 예상 기금 납입금 예상 

추정치추정치500)500)
767.4 779.7 792.2 804.8 817.7 792.36

실제 기금납입액실제 기금납입액 - 623623 632632 684684 미상 미상 646.33646.33

49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제1항.

497)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

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498)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제4조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499) 동 추계는 벌금액 납입비율을 5%로 적용하고, 2008년 벌금 수납액 추정치 1조

5348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벌금수납액의 평균증가율을 1.016%를 적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에서 2009년에 추산한 추계이다. 신혜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

업평가, 2012.11. 국회예산정책처, 제31면.

500) 기금추계는 벌금액의 5%를 매년 납입금으로 하는 것을 상정하여 계산한 수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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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애초에 기금을 설계할 때에 예측했던 금액보다 기금의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

진다는 비판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이다501). 당초 제안된 법안은 벌

금수납액 최소를 5%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금의 설립협의과정

에서 4%로 하향 조정되었다가 법령개정으로 6%로 상향되었다.

기금설립당시 추정되었던 금액보다 실제 납입금액은 상당히 못 미

치고 증가율도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표24〉 실제 벌금 집행액 및 벌금 미수납액502)

(단위 백만 원)

20082008 20092009 20102010 20112011

벌금조정액벌금조정액 5,753,847 5,954,975 6,130,023 5,511,443

현금집행액현금집행액 1,374,383 1,465,628 1,316,410 1,261,966

유치집행액유치집행액 3,310,830 3,698,408 3,982,239 3,478,503

미수납액미수납액 865,695 751,482 787,865 730,147

기금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벌금집행액의 현황을 보면 2008년에 1

조 3,743억 원, 2009년에 1조 4,656억원, 2010년에는 1조 3,164억 원,

2011년에는 1조 2,619억 원으로 현금집행액이 순증하기보다는 감소하

는 등의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당초 벌금수납액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계획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실제 벌금액의 집행은 매년 그 전년도를 추정하여 계

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그 다음연도에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금사업의 계획을 집행한 이후에야 그해 년도의 벌금수납액

을 그 다음연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차이가 항상 발생할 여

지가 있다. 그에 따라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은 617억

7,900만원이었으나 실제 벌금수납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526억

501) 2012.11.9.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보도자료 참조 “범죄피

해자보호사업, 기금신설 불구 사회안전망 역할 여전히 미흡”

502) 신혜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평가, 2012.11. 국회예산정책처, 제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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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만원에 불과하여 차액 91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은

2013년도에 계획액에서 정산하게 된 것이다503).

나. 구상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정부에서 구상하여 기

금으로 산입하게 되는 재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금의 실제 수입

은 매우 저조한 현실로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25〉 구상금 목표대비 실제 수입액504)

(금액단위 백만 원)

연도연도 계획액계획액 실제수입실제수입 달성율달성율

20112011 602 50 8.3%

20122012 602 57 9.5%

20132013 300 102 34.0%

합계합계 1,5041,504 209209 13.9%13.9%

이러한 현실은 구조금의 지급을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지급

하는 한편 가해자가 책임져야할 손해배상을 면제하게 하여 도덕적 비

난을 면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구상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

다. 2013년도 누계로 보더라도 구조금의 지급이후 회수율은 1%수준

에 그치고 있어 국가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그 손해배

상책임을 적극 청구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민사적으로 책임을 면하

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

다.

503) 신혜연, 앞의 글(각주 502) 제33면.

504) 신혜연, 앞의 글(각주 502), 제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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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구조금 지급총계 대비 구상금 총계 및 회수율505)

구분구분

구조금지급총계구조금지급총계 구상금총계구상금총계 회수율회수율

건수건수 금액금액
건건

수수
금액금액 건수건수 금액금액

2011년2011년 287 54억1천만원 2 50,182,660 0.6% 0.9%

2012년2012년 291 62억5천만원 7 57,325,810 2% 0.9%

2013년2013년 312 79억1200만원 6 102,251,600 1.9% 1.2%

합계합계 890890 195억7200만원195억7200만원 1515 209,760,070209,760,070 1.6%1.6% 1%1%

다. 기부금

기부금은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밖

의 재산을 말하는데 2013년까지 1건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506).

〈표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민간출연금507)

연도연도 건수건수 금액(원)금액(원)

20112011 0 0

20122012 0 0

20132013 1 10,000,000

현재 기부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단체나 기관은 기부

금 모금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08). 두 번째는 기부금

품의 모집으로 기금의 수입이 변동이 생기면 지출계획을 변경해야 하

505) 대검 피해자인권과 2014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506) 2013년도 1건 1,000만원 기부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발의하였던 박민식

국회의원이 출연한 금액을 기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507)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4년 기금사업 결산 통계를 근거로 작성함
508)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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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

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이유

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절차적 장애

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기금운용 수익금

마지막으로 기금은 신축적으로 사용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이것

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그 여유자금이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니므로 기금운용 수익금도 미미한 실정이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

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4.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가. 각 부처별 기금사업의 평가

각 부처별 기금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여부는 기금으로 전환된

이후 전후의 사업예산과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평가해 보

기로 한다.

〈표28〉 각 부처별 기금 시설 사업예산 및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509)

연도연도
기금신설이전(일반회계)기금신설이전(일반회계) 기금신설 후기금신설 후

20082008 20092009 20102010 20112011 20122012 20132013 20142014

법무부법무부
3,578

(14.4%)
4,336

(13.9%)
8,248

(19.4%)
14,208
(27.6%)

18,826
(33.3%)

17,884
(27.1%)

25,151
(44%)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 -
1,285
(2.5%)

1,067
(1.9%)

1,064
(1.7%)

1,167
(2%)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21,218
(85.6%)

26,764
(86.1%)

34,302
(80.6%)

36,018
(69.9%)

36,598
(64.8%)

47,144
(71.3%)

37,013
(64%)

소계소계
24,796
(100%)

31,100
(100%)

42,550
(100%)

51,511
(100%)

56,491
(100%)

66,092
(100%)

57,031
(100%)

509)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4-2015 기금사업 예산 결산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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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증가율(%)

전체사업의 규모를 보면 기금설립이전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사업축소로 다소 위축된 것을

볼 수 있다그러나 기금설립이전에는 2009년도에 약 25.4% 증가하던

것이 기금설립 후에는 그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즉 기금 신설된 후에는 평균 증가율은 13%수준으로 기금설립이

전보다 둔화되고 있다. 이는 기금이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던 시기

와 비교하여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4〕 전체범죄피해자보호사업비증가율(단위 : 전년대비증가율%)510)

나. 부처별 사업비 증감내역

그러나 개별 부처별 기금 설립 전후의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전

체적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도 일부사업을

범죄피해자기금사업에서 다시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이나 여성발전기

금사업으로 환원한 경우인 2014년 이전에는 사업비규모가 기금설립이

전보다 완만하지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도 기금설립을 전

후하여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지원

510)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4년 기금사업 결산 통계를 근거로 작성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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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업 전체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각 부처별 활동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 각 부처별 기금 설립 전후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백만

원)511)

① 법무부

기금의 설립으로 법무부의 사업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보

인다. 즉 기금설립이전 3개년 평균을 보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사업은 예산 규모면에서 볼 때 15.9%에 불과하였으나 기금 설

립이후에는 3개년 합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전체 예산

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두 배 정도가 증대되었다.

511)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4년 기금사업 결산 통계를 근거로 작성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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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

원에 비하여 그동안 법무부의 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설립 이후에 여성가족부

의 사업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기금

설립으로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7.6

2.5
69.9

33.3

1.964.8

27.1

1.7
71.3

44.1

2

53.9

법무 복지 여성

부처별 사업비중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림6〕 예산기준 부처별 사업비중의 변화512)

②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매우 활

발하게 전개해 왔다. 사업비의 측면으로 볼 때 기금설립 전에는 여성

가족부는 매년 25%이상의 사업비증가율을 보이다가 기금의 설립과

함께 2011년도에는 전년도 예산대비 5%증가, 2012년에는 전년대비

1%증가, 2013년에는 28%증가폭을 보여 왔다. 기금설립 전에 보이던

평균 25%이상의 증가에 비하여 기금설립이후 평균 11%의 증가율을

512) 법무부 인권구조과 2014년 기금사업 결산 통계를 근거로 작성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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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사업만으로 보면 기금으로 큰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부터 핵심사업

인 성폭력․가정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

원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조달하게 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의 집행내역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기금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만 남게 되었다513).

〔그림7〕 여성부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증가율 (%)514)

③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시작

한 이래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실적변화가

거의 없다.

5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은 기금의 단위사업중에

서 가장 큰 사업으로 2014년 기금사업 570억중에서 307억원으로 전체 약 53%

를, 2015년 기금사업 전체 824억중에서 337억원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기금사업

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14)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2014년 기금사업 결산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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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금사업의 선정 및 배분의 적정성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중요도 분석

2011년 법무부에서 중장기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연

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전문가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보호나 사생활보호보다는

범죄발생 직후 위기개입, 구조금의 지급과 같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

복지원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15).

〈표2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도 분석결과516)

1단계(상위개념)1단계(상위개념) 2단계(하위개념)2단계(하위개념) 중요도 중요도 순위 순위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지원

범죄발생 직후 위기개입 서비스 31 1

다각적 자활지원 서비스 12 2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확대 12 2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상 

지위와 권리보장지위와 권리보장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8 5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7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8 5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

장과 신변 보호 장과 신변 보호 

범죄피해자의 정보보호 5 9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10 4

형사절차상 2차 피해 방지 8 5

계 100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범죄발생 직후의 위기개입서비스와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부분이 사업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

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 된다517).

515) 김지선․김한균,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범죄피

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를 중심으로-” 2011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제261면.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교수 등 학계 30명, 관련공무원 8명, 변호

사 4명, 시민활동가 6명에게 설문지를 주고, 폐쇄형 질문에 응답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516) 김지선․김한균 앞의 글(각주 515). 제261면

517) 김지선․김한균, 앞의 글(각주 515) 제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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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적정배분의 적정성

사업선정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와 그에 따른 기금의 배분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1년 법무부의 연구용역에서 다음과 같

은 항목을 선정하여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 종합 평가를 해

보았다.

①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지에 대한

직접 관련성, ②사업이 상대적으로 보호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외되었던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인지를

판단하는 형평성, ③기금내 다른 사업, 일반 예산 사업이나 타사업의

지출대상과 구별되고, 중복되는지 않는지 하는 중복성, ④상대적으로

일반예산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사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2012년

에 지원되는 3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이들 사업을 계속 기금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고 평가한 것이다518).

그 결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사업은 1순위 범죄피해자구

조금 지급, 2순위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3순위 성폭력피해자 의료

비 지원, 4순위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5순위 성폭력피해자 치

료⋅회복 프로그램, 6순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7순

위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8순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

동 법률조력인 지원, 9순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0순위 성폭력보호시설 퇴소아동 자립금 지원 등의 순으로 확인 되었

다6)519).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예산배정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치료비지원 사업, 범죄피해자등 신변안전보호 사업이 사

업의 우선순위에 비하여 예산비중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참고로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실제 2012년의 예산 배정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518) 김지선․김한균, 앞의 글(각주 515) 제273-274면

519) 김지선․김한균, 앞의 글(각주 515) 제273-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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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부처 2012년 세부사업명2012년 세부사업명
2012예산2012예산

(백만원)(백만원)
예산비중예산비중

적정성적정성

우선순위우선순위

법무부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4,231 7% 23

형사조정활성화 1,662 2% 31

범죄피해구조금 9,584 16% 1

범죄피해자치료비지원 928 1% 2

13세미만 성폭력피해아동법률조력
인지원

1,906 3% 8

범죄피해자등신변안전보호 515 0.9% 7

소계소계 18,82618,826 33%33%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진술전문가 
양성 및 배치 400 0.7% 22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1,535 2%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22,876 40% 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787 20% 14

소계소계 36,59836,598 64%64%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1,067 1.8% 16

2015년 사업항목 구 분 2015 예산(백만원) 예산비중
적정성 

우선순위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5,066 30%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12,130 14% 2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3,291 3% 31

 ▪범죄피해구조금 9,029 10% 1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616 0. 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7,875 45%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506 0. 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3,771 40% 5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3,598 4% 9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9,542 2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528 1% 3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15,006 18% 3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3,008 3% 33

〈표30〉2012년 2015년 예산기준 예산비중과 적정성 우선순위 간

비교520)

【2012년 사업 예산비중과 적정성】

【2015년 사업 예산비중과 적정성】

520) 이 표는 김지선, 김한균의 앞의 글(각주 515) 제274면에서 분석한 세부사업항

목별 기금사업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순위와 실제 2012년도 기금예산의 편성 비

중을 법무부 인권구조과 통계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와 비교하여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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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2012년 예산의 비중을 볼 때 여성부

에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종래의 이러한

부처별 칸막이식 예산체계 운영의 비판과 여성가족부의 여러 사업의

범죄피해자기금사업 탈퇴 등을 감안하여, 기금내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 기금 편성부터 예산체계를 범죄피해 유형에 따

른 구분기준으로 개편하여 2014년부터는 부처별 사업분류방식이 아닌

단위 사업별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521).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등이 여성발전기금사업 등으로 환원되면서

범죄피해자기금사업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리고, 201년부터 여성부 사

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의

기금사업 항목을 보면 적정성 우선순위의 비중에 좀 더 부합하게 예

산비중이 이루어져 있음을 볼수 있다.

라. 기금사업의 효율성 평가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의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은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

행되어 오던 사업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기금사업으로 평가하

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2010년 구조금 지급 체계

가 크게 개편되면서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던 바와 달리 실제로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구조금의 잠재적 지급대상이 되는 강력범죄에 비하여 구조

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들에게 구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521) 2014년도부터 기금의 단위사업은 부처별로 분류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세가지

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강력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사업, 두 번째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사업, 세 번째는 아동학대 피해자보호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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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개편한 2010년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할 1년 이후를 보면, 2011년의 경우

살인사건만 1,285건이 발생하였고, 2012년에는 1,056건이 발생하였는

데 구조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2011년에 287건, 2012년에는 2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요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구조

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절대다수

의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다. 절대다수의 강력사건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

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수치는 강력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친족관계인

경우나 기타친족관계인 경우를 모두 제외522)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금의 지급대상이 지나치게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도 범죄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전히 국

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구조금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체계의 전환이 필

요하다고 본다.

②형사조정 활성화

형사조정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사기 등 고소사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쌍방을 화해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을 통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조정은 2008년 이후 그 조정건수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52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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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조정자체는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사업이 범죄

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

적이므로 재산적 범죄행위나 명예훼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

사조정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

는 지적이 있다52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에 대한 부분을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에서는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도 있다524).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첫째 논거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은 주로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상이 되므로 형사조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대상이 모든 범죄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을 뿐이므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논거로 범죄피해자기금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형사조정위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는 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기금을 확충해야 할 문제이지 그

것을 기금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법무부에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이라는 취지로 반대하는 경우

도 있으나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명시

된 사업이므로 이러한 지적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기금법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사조정에는 범죄피해

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체계에 그대로 두어도 적절하다

고 본다.

523) 신혜연, 앞의 글(각주 502) 제27면.

524) 신혜연, 앞의 글(각주 502) 제27면. 이혜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2012), 제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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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예산 추이525) (단위 백만원)

연도연도 20082008 20092009 20102010 20112011 20122012 20132013

형사조정활형사조정활
성화예산성화예산 500 590 654 2,742 1,662 2,028

예산증가율예산증가율 18% 10% 319% -39% 22%

형사조정의 확대에 비하여 인프라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형사조정사건수와 성립건수, 조정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결론적으로 형사조정부분도 기금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서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과거 예산으로 운

영하던 수준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표32〉 연도별 형사조정건수와 수당지급내역526)

연도연도 형사사건수형사사건수 형사조정형사조정
사건수사건수

성립건수성립건수
(성립율)(성립율)

조정위원조정위원
수당지급수당지급

건수건수

예산예산
(백만원)(백만원)

조정위원수조정위원수
당지급총액당지급총액
(백만원)(백만원)

20082008 2,148,982 11,496 5,632
(51.6%) 9,946 500 455

20092009 2,163,802 16,201
8,006

(52.2%) 14,279 590 545

20102010 1,850,620 16,671
7,713

(50.1%) 14,321 654 580

20112011 1,724,636 17,517 8,398
(49.7%)

15,397 2,742 1,715

20122012 1,765,017 21,413 10,280
(57.0%)

16,469 1,662 1,299

20132013 1,852,437 33,064 14,772
(51.9%) 25,559 1,804 2,003

③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사업에 대

하여는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서 기금의 재원인 벌금수납실

525) 대검찰청, 피해자 인권과 2014년 통계자료 참조

526)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2014년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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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사업

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527). 2014년도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하나만 남고 다른 여성가족부의 사업들은 모두

여성발전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버린 점도 범죄피해자보호기

금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법무부외의 다른 부처가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혹자는 범

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법무부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600억상당의 기금관리를

위해 다시 총리실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본다528).

④ 소결론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부

처의 사업은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서, 예산으로 추진하던 시기보다

실적은 나아지고 있으나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피해자보호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의 증가율도 기금설립 이후

에 오히려 둔화되었고, 여성부의 사업의 경우 예산으로 추진되던 경

우보다 오히려 사업비의 증가가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적인 대

응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신축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의 설립이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527) 조주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

처, 2012, 제35면

528) 기금의 관리주체가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은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

정할 당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정부적 범죄피해자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할 주체로 총리실산하를 구상하고, 총리

실의 담당부서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였으나 당시 총리실의 입장은 법률상 총리

가 당연직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16개의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

고 있어, 학계와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던 터이라, 주무부처에서 전문성이 있

는 것은 가급적 주무부처 장관이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러한

협의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위상은 격상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총리실의 운영실태를 볼 때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보기 어

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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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기금을 설립할 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내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던 피해자지원 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그것을 예산이

아닌 기금형식으로 자금형태만 변경하는 수준에서 기금의 방향을 설

정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즉 기금의 설립 목적이 실제 피해자지원

의 확대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으로 사용되던 재원을 단지 기금으로 전환한데 불과한 수준이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금재원의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시급

히 필요한 시점이고, 기금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새로운 사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범죄피

해자기금의 확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구조금제도의 개선에서 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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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 1절 기본적 방향성의 정립문제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피해자학의 연구축적물의 집대성한 결과물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 고조선의

법률을 통해 본바와 같이 기원전 수천년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형사절차의 핵심은 피해자의 만족할만한 원상회복에 중심이 주어져

있었으나 근대국가를 거치면서 국가와 범죄자의 대결구조로 형사절차

가 재편되고,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증인이라는 보조적 위치로 밀려남

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국가가 범죄자를 찾아 아무리 처벌을 완벽하

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없는 한 여전히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529). 가해자와 반대편에

서 있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530).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의 회복과 형사절차의 주체적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

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법의 현상을

흔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531))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러한 회복 적 사법은 범죄로 입은 피해를 형평에 맞게 회복하는 일에

529) 피해자는 사법시스템이 가해자에게 그가 초래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

을 기대한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Irvin

Waller,“Rights for Victims of Crime : Rebalancing Justice”, Rowman &

Littlefileld Publishers, Inc. 2011, 제97면

530) 형사법의 기본구조를 검사와 피의자의 대립구조로만 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

호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왔던 근, 현대의 형사법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피해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고, 그의 피해를 방치하고, 원상회복을 국가의 관심밖에 버

려두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였더라도 피해가 그대로 방치

됨으로서 그 사회의 정의는 여전히 반쪽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

해 온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531) 회복적 사법의 성격을 잘 묘사한 부분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복적

사법은 이해관계자(피해자)의 치유를 추구하고, 그들의 웰빙을 촉진하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그들의 희망사항을 존중한다.” Tali Gal, “Child Victims and

restorative Justice: A Needs-Rights Model”, Interpersonal Violence ,2011, 제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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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피해회복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바로 범죄피

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이다532).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설립초기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국가의 시혜적 혜택으로 인식하고 ‘구조금’이란 명목으로 출

발한 것은 그 당시 발전하고 있던 범죄피해자학의 방향성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상은 빈민구호를 위하여 사

회보장제도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몫을 찾아주는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533). 우리나라의 국가보상제도가 제도의 설립초기에 그러한

피해자학의 전개과정을 담아내고,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가 제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

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현재 극소수의 범죄피

해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대다수의 범죄피해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내용도, 치료비 등 실제 손해의 보상과는 현저히 거

리가 있는 등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채로 운영이 되

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제도의 설정초기의 방향성이 이미 생계가 곤란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시혜적 조치임을 상정하고 설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534). 이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

532) 이 논문 제2장 1절에서 피해자보상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피해자보상제

도의 개념징표로서 첫째,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

히 받아야 할 권리이다, 둘째, 피해자 개념은 가해자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 셋째 보상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된다. 넷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다른 수단에 의한 피해자 보상이 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다섯째 국가보상은 단지 손해배사의 대신 지급이 아니라 그

사회 정의와 형평을 위한 고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

고 범죄피해자보상의 필요성은 첫째 정의와 형평의 실현, 둘째 범죄피해자의 비

참한 현실과 사회적 연대, 셋째 통상적인 구제방법의 한계를 근거로 함을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구조금제도의 기본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

다.

533) 피해자보상은 빈민구호를 위하여 탄생한 제도가 아니므로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로서 원상회복의 일한으로 주어지는 것이어

야 한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1987, 제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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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는 첫째,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정의

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 둘째, 피해자 개

념은 가해자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보상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 넷째, 국가에 의한

보상은 다른 사단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는 점, 다섯째,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정의와 형평의 고려가 중심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재검토를 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학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보상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방향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1967년 뉴질랜드 법률위원회에서 ①국가의 책임성(community

responsibility), ②종합적인 지원(comprehensive entitlements), ③완전한 재활

(complete rehabilitation), ④ 전액보상(real compensation), ⑤행정효율성

(administrative efficiency)이란 다섯 가지 기본 원칙하에 기존에 어느 나라

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모든 사고로 인한 상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사고

보상공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러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먼저 정

립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보상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구조금제도의 설립목적부터 빈민구제

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할 몫을

국가에서 찾아주는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다시 정립해야 하며, 그

러한 방향성의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은 이미 말한 것처럼 첫째, 피해

자보상에 관한 국제기준과 둘째, 범죄피해자학의 연구 성과를 비롯한

학계의 의견, 셋째 국민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그

러한 기준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구조금제도의 산정방식을 가해자의

민사상손해배상책임과 일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534) 국가의 시혜적 혜택의 대상이 되려면 가해자 불명, 무자력으로 인해 범죄피해

를 입은 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

리의 보장측면에서 고려되지 않고, 곤궁한 자에 대한 사회부조의 하나로 인식되

게 되었다.



- 226 -

것으로 본다535).

제 2 절 구조금 제도 외적 환경의 문제

정의로운 사법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내지 피해가 불법행위

이전의 평화로운 시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사회가 단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치고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다면 정의가 여전히 그 사

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란 단순히 물질

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536). 그리

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민사절차 또는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간이하면서도, 완전하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어

야 한다537).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러한 민사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

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으면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538).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535) 이러한 추세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급부금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

본에서도 가해자에 의한 손해회복시스템과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와 같은 국가적

손해회복시스템을 일체화시켜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의 정비를 위한 노력을 전개

하고 있음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高橋則夫,國家による損害回復,한국피해자학

회, 201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제6면

536) 박윤석, “회복적 사법과 한국형사사법의 발전방향”,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1,

제14면

537)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 선언 제8조와 9조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538) 가해자에 의한 피해의 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신속한 처리가 손쉽게, 피

해자의 별다른 수고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해자가 피해

자에게 원상회복에 가까운 배상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카나다 등 선진국의 현재 방향이다.

Irvin Waller, “Rights for Victims of Crime : Rebalancing Justice”, Rowman

& Littlefileld Publishers, Inc. 2011, 제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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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그

하나 하나가 매우 방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분야로서 이번 논문

의 핵심주제인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개선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

므로 여기서는 그 핵심내용에 대한 필자의 생각만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민, 형사상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신

속하고, 공정하며 저렴하고 접근 용이한 공식, 비공식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과 행정절차가 확립되고 강화되

도록 정비하여야 한다539). 앞서 본바와 같이 법제사적으로는 함무라

비 법전과 모세 율법시대에 뿐만 아니라 근대의 절대왕정국가가 성립

되기 이전까지 수천년간 인류가 고안한 형사법의 핵심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정의와 형평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도

형법과 민법이 분화되기 이전에는 보복적 자력구제를 지양하고 협상

과 화해를 장려하는 매커니즘이 이미 존재하였다540).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발달해온 시기는

오히려 근대이후의 일부 기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사법서비스도

민사와 형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국민에게 절차를 중복으로 진행할 것

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최적의 결정을 찾아주

는 서비스제공자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뉴질랜드에서 배상판결(reparation sentence)제도를 도입

하면서, 형사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또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

은 가해자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피해자에게 이중의 비용

539) 1985 UN 총회,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 제5

조 참조

540) 안성훈, “형사조정제도의 운형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리뷰, 국회입법조

사처, 2013, 이 논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자보호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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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담하게 하는 것541)이라는 근거로 든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

다. 국가보상으로 가기 이전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가해자가 피해

자에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이 국가보상제도의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원상회복제도의 활성화

①배상명령(restitution)제도 활성화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선언에서도 재물의 반환, 피해로 인한 댓가

지불, 손실, 피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변상을 포함하여 피해자

에게 용이하게 권리를 회복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권하고 있다542). 이러한 취지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상 원상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결 시

판사가 의무적으로 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살

펴본바와 같다543).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제

도의 근본적 이념정립을 피해자 중심의 원상회복개념에 맞추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측면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

로서 배상명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544). 배상명령이 꾸준히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541) Law Commission, “Compensation Crime Victims”, Wellington 2008, 제4면

542) 1985 UN 총회,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 제8

조 참조

543) 역사적으로 볼 때 함루라비법전, 모세 성경시대, 초기 로마시대까지도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핵심에서 있었고, 피해변상이 그 절차의 핵심이었으나 중세와 근대사

회를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처벌과 국가에 대한 벌금으로 바뀌면서 피해자는 민

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취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새롭게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피해변상을 의

무화하는 법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의 1980년대 이후의 형사절차에서의 가해

자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절차의 도입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ixth edition, Thomson ,2000, 제310-311면

544) 배상명령의 이념재정립의 필요성과 이념정립의 방향에 대하여는 황윤상, 배상

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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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2003-2012) 배상명령청구사건의 인용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가 사법에서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545).

즉 특별히 배상명령이 적절하다고 예외적으로 법관이 제외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

자에게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금전적으로 의무화하는 배상명령을

하게하고546), 그것이 실현되지 못할 때 국가에서 배상명령의 실현을

도와주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547).

제131-132면에 피해자중심의 원상회복이념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이념으로서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545)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춘계공동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4, 제71면

546) 현재도 우리나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는 ① 제1심 또

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

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 (이하 "피해자"

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여

전히 배상명령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뉴

질랜드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판사가 명령을

부과하게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향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

다. Irvin Waller, “Rights for Victims of Crime : Rebalancing Justice”,

Rowman & Littlefileld Publishers, Inc., 2011. 제101면



- 230 -

②형사화해의 활성화

형사화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사이에 직

접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는 제도인 형사화해는 민사상 다

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548)와 소년법상 화해권고제

도549)가 있으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

반 사건에서도 활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550).

③민사 형사조정의 통합검토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 3자의 조정하에 범죄에 의

547) 이상원․박광민, 『범죄피해자와 인권』, 2008년 법무부, 제21면

54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피고사건과 관

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

고인과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

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49) 소년법 제25조의 3(화해권고),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550) 참고로 형사화해제도에 대하여는 여전히 찬반의 이론이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형사화해제

도에 대하여는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의 실태 및 문제점”, 피해자학 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과거, 현

재, 그리고 미래 “, 형사법연구 제19권, 한국형사법학회, 2007, 제333면. 외국의 경

우도 회복적사법의 일환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화해와 중재가 중요한 수단이 되

고 있다. ”Restorative Justice involves trying to restore victims, offenders and

the wider community to something like position they were in before the

offence was committed, ideally by involving them all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where possible, attempting to reconcile their conflicts of interest

through informal discussion“. Williams, Brian. ”Victims of crime and

Community Justic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5. 제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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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야기된 피해와 원상회복을 위한 장래의 행동계획에 대하여 자발

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회복과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551).

따라서 현재에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보완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552).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 검찰주도

로 운영 중인 형사조정과 법원에서 운영 중인 민사조정을 합쳐 통합

운영하고, 조정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제도 검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특정

재산범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

유·처분에 의하여 얻어진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행법상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사소

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피해

551) 형사법의 기본구조를 검사와 피의자의 대립구조로 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왔던 근, 현대의 형사법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형사법의 주

체를 여전히 피의자와 검사와의 대립과 판사의 재판자적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다. 그래서 국가

(검사)가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놓고도 피

의자의 대립당사자인 검사가 피해자와 결탁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는 우려를 가진 일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피해자를 형

사절차의 증인이라는 보조적인 위치에 두고, 피해를 회복받아야 할 형사절차의

중요한 핵심 당사자로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552) 독일과 영국의 경우는 소년 및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성인범죄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형

태로 제도를 확대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형사조정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내용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공식문서로 작성하여 지급명령절차에 따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주의 경우 피해 변제금이 제

도로 납부되는지 등 분징해결에 관한 이행상황을 분쟁 해결 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이혜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국회 입법 조사처, 2012,

제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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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손쉽게 피해재산을 환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553).

다.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 도입검토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이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있게 되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예상

하여 즉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가해자가 재산을 처

분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

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166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행위에 대

하여는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과 범죄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예심수사 피의자가 공유 또는 단독

으로 소유한 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긴급보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다554).

라.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의자는 국가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 비해, 현재 여전히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

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법률

조력인 으로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555), 성폭력피해

553)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춘계공동학술세미나 발표 자료집, 2014, 제71면

554) 이진국, 앞의 글(각주 553), 제72면

55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성폭력범죄 피해자에대한 변호

사 선임의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피해 아동·청소년 등

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

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의하여 국선변호사를 검사가 선정하고 그 비용을 범죄피

해자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통계에 의하면 2012-2014년 3년간 총지

원실적은 6,275건이며, 연평균 지원실적은 2,091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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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뿐만 아니라 살인, 또는 강도 등 모든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상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국선변

호사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독일의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변호사제도를 참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556).

마. 부대공소 내지 소송참가제도 도입검토

피해자나 그 변호사가 공판참가를 신청하고 참가인이 검사와 같이

앉아 공판정에서 증인의 情狀 증언사항 및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신

문하고 검사의 의견 진술 후 별도로 구형의견 등을 진술하는 독일식

의 부대공소제도는 피해자의 형사법상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정의를

위한 원상회복에 필요하다고 본다557). 피해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했고, 여전히 피해자가 형사절차 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형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프랑스

556) 독일 형사소송법은 제406조 f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

입하면서도,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을 위한 비용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달리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 즉 부대공소권이 없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인에 대한 선임비용을 스스로 부담함에 반해, 부대공소가 제기된 경우

에는 부대공소권자는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변호사

의 선임과 소송비용구조의 신청의 요건은 개별 범죄의 의미와 중대성에 따라 아

무런 요건 없이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진국, 앞의 글, 제68-69

면, 유럽평의회에서 2012.10.25. 마련한 지침에서도 회원국들은 피해자가 형사절차

에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다만 그 조건과 절차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article 13. Article 13 (Right to legal aid)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victims have access to legal aid, where

they have the status of parties to criminal proceedings. The conditions or

procedural rules under which victims have access to legal aid shall be

determined by national law.

557)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로는 윤종행,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보

호방안”, 비교형사법 연구 제7권 2 호 98면, 한생일 “부대공소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권리강화”, 형사법의 신동향 제20호 대검찰청 2009/6, 제126면, 반

대하는 견해로는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의 피

해자보호 방안”, 저스티스 통권 82호, 한국법학원 2006/8, 25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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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소송참가 제도의 도입 역시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본다558). 우리

나라에서는 2011. 7. 14.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제도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였다가 2012. 5. 29.임기만

료로 폐기된 바 있다559). 신속한 원상회복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해

부대공소내지 프랑스식 소송참가제도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검토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시대에 피해자에게 단순한 손해에 대한

배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배 내지 40배에 이르는 손해를 배상하게

한 것은 처벌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현재도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악의의 불법행위자 에게 과도한 불이익

을 줌으로써 더 이상 동일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면서

법준수 기능과 손해에 대한 만족할만한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560). 우

리나라에도 일부 특별법에 제한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

한 충분한 구제와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특별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본다561).

558) 오경식․신의진․김혜경,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2011년 법무

부 연구용역과제, 제59-60

559) 피해자공판절차 참가제도에 대하여는 국가형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다는

비판, 소송의 복잡 지연을 초래한 다는 비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한

다는 비판,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등이 있으나 형사절차의 절차적 정당

성이 제고되고,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보장이

더욱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전윤경, “프랑스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평가절차 참여방안 연구”, 법무연수원, 국외연수검사논문집

2013, 제886-899면 참조

560) 김상찬․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

구 제35집 (2009.8.25.), 제163-181, 그 외에도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7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7, 이덕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7. 참조

561)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항에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의 형태로 노동위

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추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추우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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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성화

범죄의 발생 초기단계에 피해자가 겪게 되는 충격과 혼란은 불가피

한데 국가에서 초기단계부터 개입하여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민간 피해

자보호지원 단체에서 피해자를 개입하여 원상회복시까지 지속적으로

절차를 안내하며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미 선진국에서는 각 국가마다 이러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단체들이 자

생적으로 조직되어 발전해 왔음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나

라의 경우도 검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의 위기개입부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끝나고 법률상 원

상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민간

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보호와 지

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562). 현재는 단기적인 상담과 경제적 지원과

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

령할 수 있도록 2014. 3. 18.자로 신설하였다. 당초 입법은 10배 이내에서 손해배

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호에서 과도하다는 시각이 있어 논의과정에

서 3배 이내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개념의 형사적 제

재 수단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의 가

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의 과 태료는 엄격히 말하면 형사적 제재

수단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다. 학계에서는

대규모의 소액 피해가 존재하는 영역이나 법경제적 억제효과가 기대되는 영역

그리고 중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실질적 전보배상의 회복이 필요한 경

우에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수․윤용석․권순현․장다혜,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제185면

562) 2013.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설립 5주년에 맞춰 우리나라의 피해자지원

센터와 연합회의 활동을 평가한 결론에 의하면 첫째, 지원센터의 재정조달에 있

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애 한다.

둘째, 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차적 역할을 하는 전문센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피해자지원의 효율을 위하여 형사절차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피

해자 지원을 행함에 있어서 지역 사회 및 다른 단체들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원

을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뒤따

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 째, 비영리민간단체인 지원센터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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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은

구조금 제도에 흡수하여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563), 민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위기개입과 보호, 절차 안내와 동행,

재활과 사회복귀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564).

3. 범죄피해자기금의 확충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기금이 설립시에 목표로

했던 신축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범죄피해

자기금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 재원의 여유가 없다는 데 있

다고 본다. 따라서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하다.

가. 벌금 납입금의 확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벌금 수납액

목적에 맞게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원센터가 범죄피

해자 보호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최영

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회의 지원활동 평가 및 발전 방안”, 피해자학연구

2013.10., 제131-132면

563)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경

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의 victim support, 백색고리 같

은 민간단체에서, 피해자에 대한 초기 위기개입,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형사절차

에 대한 안내, 심리적 안정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캐

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역할이 형사절차에서의 정보제공과 안내가 중

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Tammy C. Landau, “Challenging Notions: Critical

Victimology in Canada”, Canadian Scholars’ Press Inc. Toronto, 2006, 제118면

564) 특히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단계의 신속개입과 사건 이후의 지속적인

보호와 사회복귀를 민간보호지원 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안내로

그치는 일회성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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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하여 수

납액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

호기금의 수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납입금은 기금법 제4

조 제2항의 개정에 의하여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게 되어 있는

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벌금수납율

을 매년 1%씩 상향하여 10%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에 공감 한다565).

2011년 기준으로 벌금의 집행액이 1조 2619억 원이므로 벌금수납율

을 10%로 유지하는 경우 연간 약 1,2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형벌부과금의 신설 검토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부과금을 부과하여 그것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566).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주로 벌금부과금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를 받아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가해자로부터 조

성된 재원이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직접적인 기여

565) 신혜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서, (2012.11), 제83면 기

금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 수납율을 매년

1.0%이상 상향조정하는 단서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2012년을

기준으로 벌금 예산액 비율이 1%상승 할 경우 매년 139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대구지하철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있어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라고 본다.

566) 영국은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부과금

(surcharges)을 부과하여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지원 옹호론자들은 여전히 부과

금이 미미하여 재원이 부족하므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가해

자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Lorraine

Wolhuter/Neil Olley/ David Denham, “Victimology:Victimisation and Victims’

Rights”, Routledge-Cavendish, 2009, 제213면



- 238 -

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죄의 판결

을 받는 피고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직

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위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의

와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것이다. 점차 일반국민의 세금이

아닌 가해자들에게서 조성된 금원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형

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567).

만약 법원에 의하여 유죄선고 받은 피고인(소년부송치, 무죄 등 제

외)과 약식명령 대상자에게 1인당 5만원의 형벌부과금을 가하는 경우

2010년 1,077,282명, 2011년 926,913명, 2012년 848,753명에게 부과할

수 있다568). 그러므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 1인당 5

567)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3013조에 의하면 연방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모든 사

람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하여 부가금을 부과하는데 중죄에 대하여 개인은 100달

러, 법인은 400달러, 경죄에 대하여 개인은 A급 경죄는 25달러, B급 경죄는 10달

러, C급 경죄는 5달러를 부과하고 경죄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경우는 사안에 따

라 125달러, 50달러, 25달러를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기금을 설립할

당시에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에서 형벌 부과금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

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상원․박광민, 『범죄피해자와 인권』,

2008년도 법무부, 제121면

568) 약식명령 사건 처리 건수통계 법무연수원, 2013년 범죄백서, 제266면 참조

제1심 종국사건 처리건수 통계 법무연수원 2013년 범죄백서, 제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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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형벌부과금을 신설한다면 2010년 기준으로 538억, 2011년 기

준으로 463억, 2012년 기준으로 424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몰수 추징금의 기금납입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

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하고 있다. 몰수 추징금 또한 범죄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

액이므로 이것을 국가에서 일반예산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

죄수익으로 국가가 이익을 보는 셈으로 논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

다569). 앞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몰수 추징금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

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본 바와 같다. 캐나다의 경우에

도 몰수금액을 우선적으로 범죄피해의 원상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국

가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570). 현재 몰수

추징금을 범죄피해자기금으로 납입할 경우 구조금제도 체계를 전면

569) 이론적으로도 범죄관련 수익금은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는 가해자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기금의 주요 재원을 벌금과 형벌부과금, 몰수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

다.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sixth

edition, Thomson(2006) 제329-335면

570) 캐나다 형사법 제462.49조 제2항은 “범죄자의 재산에 대하여 범죄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restitution 이나 compensation에 과난 형사법

및 여타 연방법령의 조학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산물

수에 관한 형사법 및 여타 연방법령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

재산으로부터 개인의 원상회복 및 보상을 우선시하고 나머지를 몰수 함으로써

몰수 재산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상 우선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신형식,

“캐나다의 범죄수익몰수 피해자보상제도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8집

2013. 제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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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할 수 있는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33〉 연간 몰수 추징금 집행현황 571) (단위 억 원)

연도연도 20092009 20102010 20112011 20122012 20132013

몰수집행현황몰수집행현황 440 285 279 303 282

추징집행현황추징집행현황 384 549 921 1,453 1,106

합계합계 824 834 1,200 1,756 1,388

라. 기부금등 납입절차의 간소화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기부금을 납입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

유는 절차상의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선 첫째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단체나 기관은

기부금 모금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

며, 두 번째는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기금의 수입이 변동이 생기면 지

출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인한 수입의 변동에는 지출계획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아무튼 기부금 납입절차를 간소화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부자에게 피드백을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 장차 기부금이 현금의 형태가 아닌 부동산, 주식 등의 유가증

권 형태로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572). 그러한 경우 기부재산이 기금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

을 것이다.

57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4. 제676면 참조
572) 김도승․김현동․이전오,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11, 제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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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1. 구조금 제도의 방향성 문제

우리나라의 구조금제도는 설립초기에는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인

경우에 생계유지 곤란사유가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하는 시혜적인 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응

당 받아야할 손해배상을 국가에서 대신지급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적 구조로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573) 피

해자의 권리성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치며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요건과 생계유지

곤란사유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도 피해자가

받고 있던 월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즉 국가

에 의한 피해자보상이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보상의 기본이념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임을 목표로

①실제 손해기준에 의한 보상, ②재활비용 등을 포함한 완전보상, ③

보상수혜자의 확대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보상제도의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574).

가. 실질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

573) 제2장 피해자 보상의 역사와 근거 중, 제1절 피해자 보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의 결론으로 피해자보상제도의 개념징표에서 첫 번째로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다는 것을 살펴본 바와 같다.

574) 1985년 유엔 피해자 인권선언에서는 가해자루터 또는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

상이 되지 못할 때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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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상제도의 시초가 되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피해자의 실

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였고, 유럽과 미국의 피해자보상의 기

준이 실제손해를 기준으로 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일본에서

도 실질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이 대두됨은 이미

본바와 같다575). 향후 우리나라의 구조금 지급도 실제 손해기준에 의

한 보상을 위하여 치료비, 이사비용, 교통비 등은 실제 비용기준으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전액 보상하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576). 현재는 치료비지원은 구조금 제도와 별도로 민간단체인 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577), 치료

비지원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핵심으로서 시급히 구조금제도의 일

환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2015년부

터 대검찰청 예규 767호,「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

한 비용을 연 1,200만원 총 3,000만원 한도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변형된 것은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

각하며 장차 치료비 지원이 구조금체계내로 통합되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지급범위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예산

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비지원의 형태는 국가보상의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

575) 우리나라와 같이 실질손해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도 실질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日本辯護

士連合會, 犯罪被害者支援委員會, “犯罪被害者の權利の確立と總合的支援を求めて,

明石書店, 2004. 제100면

576)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외한 앞서 본 선진국들은 모두 실제 손해를 기준

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향후 구조금

의 개편방향은 구조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것을 전

액으로 할지 여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이다.

577)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의료비지원은 2009년도에 1,102

건 9억 9천만 원, 2010년도에 1,313건, 12억 2,200만원, 2011년도에 1,792건에 17억

원, 2012년도에 2,305건에 23억 9700만원상당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것은 치료비를 직접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병원과 협약에 의한 치료지원 등도 포

함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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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그 보상형태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실소득에 대하여는 현재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을 산정하는 방

식이 이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

질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제한폭이 좁으므로 점차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기금의 부담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상황을 보아가며 일정한 최고한도를 점차 높여

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나. 재활비용을 포함한 완전보상 추구

구조금이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

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손해배상의 청구권

의 행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

는 것이 피해자에게나 가해자에게 소송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일부의 금액을 국가에

서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일부를 국가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잔액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사건에 기인한 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

해자는 두 번의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 민사소

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가해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 전부를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

하고, 그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

자보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피해보상을 포함하

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단순히 치

료비등 직접적인 소요비용 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활치료비, 소득상

실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완전보상을 목표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실현하고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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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향성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7).

다. 보상수혜자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금 제도는 그 대상인원이 지나치게 적어서 사

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2000년을 기준으로 인구 백만명당 피해자보상인원을 외국의 사례

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57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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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2000년 기준 각 국가별 100만명당 보상인원 비교579)

578)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비교대상 각국의 구체적인 데이터자료를 찾을 수

있는 연도가 2000년이었기 때문이다.

579)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출처는 Jo Goodey의 논문, "Compensating Victims of

Violent Crime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Special Focus on Victims of

Terrorism",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제6면에서 유럽의 통계자료

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연방의회 Lisa N. Sacco, “The Crime

Victims Fund: Federal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의 자료를 원용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법무성의 범죄백서

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표를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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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상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

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구조금 지급 요건에 관한 문제

가. 국민의 해외 범죄피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 지급대상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

역 또는 영토주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생명 신체를 해하는 범죄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그러한 범

행을 당한 경우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단지 국가책임이론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적 측면과 형사정책 적 결정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논리구조임을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에서 국민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고 본다. 다만 기금의 현실적인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은 해외에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

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한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도 좋을 것이다580). 이미 뉴질랜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범

위를 설정하여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외국인의 국내체류중 범죄피해

5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2012년 1년간 범죄피해율이 약 28~35%에 이르고 있어 범죄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절도, 강도 사기 등 대물 범죄피해가 다수이지만 살인 등 피해

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해당국가에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장준오·이완

수·최호림·홍석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와 보호방안 –베트

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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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들이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581).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3조는 외국인에 대한 구조는

해당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

국인에 대한 이러한 구조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582).

그러나 국내에서 혼인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구조피해자가 되

거나 유족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국가에 의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도 뉴질랜드와 같은 정도의 보상은 아니더

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기간과 적용대상에 관한 적절

한 요건을 마련하여 특별히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

하여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583).

581) 경찰범죄백서에 의하면 2012년 외국인 범죄 중 살인 23건, 살인미수 61건, 강도

141건, 강간 등348건, 방화 17 건으로 강력범죄 만 총 590건에 이른다. 그중 상당

수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82)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 2009헌마354결정,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

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

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에 그 방

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

하여는 국민이 그 외국에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조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

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

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83) 유럽에서는 유럽연합회원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국의 국민과 마찬가지

의 피해자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고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상호주의 원칙하에 운

용하되 상호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자국민의

보호와 국가에 유익이 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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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테러범죄, 집단범죄 발생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같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조금의 대량지급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금사업이 연간 600억

원내외인 시점에서 피해자보상액만 2,000억 원이 넘어서는 대형 사고

의 경우에 피해자보호기금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9.11.사건의 경우, 프랑스의 테러범죄에 대한 경우에도 통상의 절차가

아닌 특별법을 통하여 피해자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마찬가지로 통

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4. 4 .16. 세

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국가가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례이다. 그런

데 그러한 초대형사고가 아닌 경우 방화범의 화재에 의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처

리해야 할 사건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속한 지원과 처리를 위한 일반규정을 두어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본다584). 그리고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과 통상적인 범주내

에서 처리해야 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다585). 그런데 그 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일반보상

584) 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피해

자들의 법적절차 지원을 위한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과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585) 미국의 경우 2004년도에 “Compensation Protocol : A Guide to Responding to

Mass Casualty Incidents”(This manual provides managers and staff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programs with an updated mass casualty protocol that

reflects newly identifie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ose who have

responded to mass casualty events)를 마련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그 과정 또

는 그 이후에 관련된 각기관의 역할과, 언론과 대중의 정보전달, 훈련과 기부금,

위기대응 기금의 마련, 추가모금과 911테러 이후의 교훈등을 담은 대처방안을 마

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담아 이러한 지침을 미리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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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달라지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라. 과실범의 문제

현재는 과실범을 구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실범을

제외하는 것을 찬성하는 논거로는 첫째, 과실은 피해자의 감정을 고

려할 때 보상의 필요성이 적고, 둘째, 과실범죄는 각종 보험제도에 의

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의범만 보상해도 큰 문제가 없으며, 셋

째, 과실범죄는 국가의 책임일수 없고, 과실의 본질이 분배된 주의의

무 위반이므로 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거들을 제

시하기도 한다586). 과실범이든 고의범이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을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경

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과실범의 경우에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국가에서 보충적으로 보

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587). 현재로서는 어느 범위로

것이 좋을 것이다.

586) 강구진,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평가”, 현대사회, 1982년 춘간 제76-77면

587)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

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제16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

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

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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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합리적인 범위설정이 어렵고, 재원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므로 장

기적으로 과실범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

다588).

마. 재산범의 문제

현재의 구조금지급대상은 생명,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산범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것이냐

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589).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조금제도를 창설할

초기에는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한 반면 생명이

8.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2

조제2호ㆍ제3호 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 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과실범에 대한 피해자보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백형구,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보상

제도”, 고시계,(1981, 11.) 제116면

588) 과실범의 포함여부는 다른 외국의 사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뉴질랜드,

프랑스의 경우는 과실범을 포함하나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고의범만 대상으

로 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589) 재산범죄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거는 첫째, 재산적 피해에 비하여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둘째,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한 반면 생명 신체의 피해는 회복 곤란하고,

셋째,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면 제도의 운영이 복잡해지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 될

것이고, 넷째 재산피해는 조작이 가능하여 허위신청을 방지하기 힘들다는 점 등

의 논거를 들고 있다. 김석중,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제69면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거는

첫째, 제외론자들은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나 비폭력적 범죄가

장기간 계속되고 피해가 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재산피해는 보험가

입등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하나 보험가 입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점, 셌재, 허

위신청이나 조작은 재산피해에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다섯째,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은 재산

피해에 있어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여섯째, 어떤 점에 있어서는 재산피해

가 생명 신체상의 피해보다 더욱 심각하고 어떤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해서도 보

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용우, 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제4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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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의 발생의 경우에는 회복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재산적 피해보다는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훨씬 중하고, 또

한 재산적인 피해는 보험으로 구제가능하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이었

다. 그러나 당시 법제정시 보상금지급의 논리적 근거로 인하여 재산

범을 제외한 것 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해를 입어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곤

궁한 상태를 도와주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경제력이 성장하였고, 사회 전체적인 복지가 비교가 되

지 않을 만큼 발전한 이 시기에 오히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복

지혜택은 30년 전의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보다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

이 생활능력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다른 수단으로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충적인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

자에게 재산적 피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복지국가 적

책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에도 맞지 않

기 때문이다. 처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생계유지곤란사유

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요건으로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총액 한도를 정하여(예를 들면 통상임금의 3개월의 한도 내

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590). 2015년부

터 대검찰청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국가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590) 피해자보상을 위한 부다페스트 국제회의에서도 “피해보상은 적어도 생명과 신

체에 대한 고의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재산 피

해자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때에 주어져야 한다”

는 점을 논거로 들기도 한다.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2006, 제406

면, 강구진,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평가”, 현대사회, 1982년 춘간 제76~77면에

서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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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러한 부분 역시 장차 구조금체계속으로 통

일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구조금제도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구조

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상해에 이르는 폭행

이 아닌 단순한 폭행, 성폭행, 방화 등의 경우도 일정한 피해자보상을

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그 범행자체

가 가지는 충격으로 이미 정신적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유증은 개인차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따라서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

건하에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화의 경우에는 단순 방화가 아닌 방화로 인한 생명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상해에 이

르지 않은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치료비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

나, 불가피한 이주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러한 경

우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위로금(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영국의 사례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

라 차등 지급하는 위로금 방식)을 지급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필요

하다고 본다.

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현재는 구조금의 지급대상범죄를 신체적 상해에 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신체적 상해에 못지않은 정신적 피해의 발

생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고 정신과 상담 등 치료비

등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

3조 제4호에 의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

서 3호591)에까지 준하는 경우”에 중상해가 인정되어 구조금의 지급대

591)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 제6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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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치

료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야 중상해가 인정이 되므로 이러

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다. 1985년 유엔 피해자인권선에서도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범죄피해로 발생한

모든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

고, 그러한 경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용을 보상하면 되고, 상담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

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592).

3. 지급범위와 금액의 문제

가. 치료비

현재는 구조금의 산정에서 치료비 항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실제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묻지 않고, 장해등급과 월급을 기준으로

구조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은 일실소득을 산정 할 때에는 기준이 됨은 타당하나 치료비를 산정

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치료비는 치료비용을 기준으로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2015. 1.경까지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민간 피

해자지원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었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은 없었다. 그런데

2015년 1. 20.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592) 만약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기 어려워 이사를 해야

하였다면 그것은 위자료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인정되어야 할 직접비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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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의 지급이 전국

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593).

위 치침에 의한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고,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200만 원, 총 3,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

만 해당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

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장차 치료비를 구조금 체계로 산입하

여 실제손해에 의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34〉 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 치료비 지원실적594)〉

연도 집행액 치료비지원 사건수 1인당
평균지급액

2011 200백만원 62 322만원

2012 928백만원 268 346만원

2013 1,100백만원 417 264만원

2014 1,184백만원 339 349만원

참고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의 의료지원 내역에 관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폭력범죄 건

수대비 의료지원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5년부터 국가에

의한 직접지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더 피해

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나갈 것으

로 기대한다. 장차 그 보상의 기준은 치료비용 전액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보상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593) 대검찰청 예규, 제767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2조 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

례비의 지급을 말한다. 이는 모든 대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있는 경우

에만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지급하는 형

태로 되어 있다.

594) 피해자지원센터의 연간치료비 지원실적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의료지원활동 전체

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치료비를 보전해준 경우만을 한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

자지원센터의 의료지원액수보다는 현저히 적게 나타난 것이다. 법무부, 2014, 범

죄피해자기금사업 설명자료, 피해자지원법인 지원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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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5). 실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병원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의료비용중 자부담으로 지출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범죄발생내용을 확인하여 보상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폭력 범죄 중에서도 상호 폭력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등의 사유로 전

액보상이 적절치 않는 감액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치료비용의 경우 보상의 현

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보상최저기준을 “10만 원 이상의 비용

이 소요된 경우”라는 등의 제한을 두게 되면 보상건수는 급격히 줄어

들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보상의 필요성과 재원의 한계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일실소득

범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수입이 끊기거

나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

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의 기본 취지가 범죄피해에 대한 원상회

복의 관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을 국가

에서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 보상 중에 이미 소요된 치료비용 외에도

그 범죄로 인하여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사망으로 인

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그에 대한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은 당

연한 귀결이다. 보상금의 핵심중의 하나로서 이 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들은 피해자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그 감소분에 대하여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 구조금은 일실소득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2010년 개정 때부

터 피해자의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산정해 오고 있

다596).

595) 대검찰청 예규 767호,「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을 지원하고,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200만 원, 총 3,000

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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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유족구조금은 18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은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상황에 따라 차등한 개월을 곱해준 금액에서 다시

유족의 숫자에 따라 6/1~6/6/의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일실소득 계산방식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액의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대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보상이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

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가보상과 손해

배상을 일치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계산방식은 일반적인 일실

소득 계산 방식, 즉 기본적으로 월수입 X 호프만계수 X 노동능력상

59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 이나 월 실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월급액 또는 월 실 수입액)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 실 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

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 수입액의 월

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 평균액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 실 수입액을 증

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 실 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

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 실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 유족: 40개월

2. 법 제18조제1항 제2호의 유족: 32개월

3. 법 제18조제1항 제3호의 유족: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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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율 X(1-과실비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면적

인 일실소득의 개편은 무리라고 보여 지고, 현재도 어느 정도, 구상금

의 산정방식이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상의 범위를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한 다음 어느

정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상황을 고려하며, 장차 손해배상의

계산방식으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경우, 전체 피해자보상금의 액수는 실제 소요된 비용(치료비, 교통비,

등)과 일실소득(장래소득 상실분), 그리고 위자료 내지 긴급지원금의

합계가 될 것이다.

구조금의 상한을 2배로 확대한다고 하여 구조금 예산이 2배로 상향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종래 1992년도에 구조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지만 구조금의 집행증가는 미미하였고, 2009

년도에 구조금 상한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상향했지만

구조금의 집행실적은 2010년도에 전년대비 1.5배 증가하였던 점을 감

안하면 상한의 2배 확대로 추가되는 예산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의 추산은 시차적 개선 제안에서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한다597).

다. 장례비(funeral expense)

현재는 사망구조금에 구체적인 장례비 지원항목은 없다. 그동안 일

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민간차원의 장례비 지원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2005. 1. 20.부터 시행

597)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총 45억8천만

원이 지급되어 연평균 4억5천만원 수준이었고, 그 이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은 총 90억7500만원이 지급되어 연평균 9억원정도였던 반면, 2009년도에

22억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한을 3배로 확대한 첫해인 2010년도에 34억원,

2011년도에 54 억원, 2012년도에 62억원, 2013년도에 79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최

근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한을 확대한다고 하여 그 즉시 상한확대

만큼의 재정수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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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제

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장례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3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고 새로

규정하고 있다598). 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소요경

비이므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전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99). 다만 일반 시민들의 평균적인 장례비용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만약 장례비 한도를 300만원으

로 설정할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족구조금 지급 연평균건수

227건이므로 장례비는 연간 최대 6억 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600). 영국과 같이 합리적인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

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무튼 피해자보상 제도를 도입한 거의 대

부분의 국가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긴급지원

성폭행 피해자나, 강도상해 등의 피해자 경우에 임시거주지가 필요

하거나 입원치료 등으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나 심리적 안정을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 1. 20. 제정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지침」제38조에는 생계비 지원을 제39조에는 학자금 지원을 할

598) 대검 예규 제767호(2015.1.20.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40조

599) 1983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제4조에 의하면 보상의 항목으로

임금손실, 의료비 내지 입원비, 장례비, 부양가족, 생계비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

Article 4 : Compensation shall cover, according to the case under

consideration, at least the following items: loss of earnings, medical and

hospitalisation expenses and funeral expenses, and, as regards dependants,

loss of maintenance.

600) 유족구조금 2010, 2011, 2012, 2013년도 연 평균 지급건수 227건 X 300만원(한

도) = 6억 81,00만원이 된다. 이는 최고 한도이므로 실제 비용은 그보다 적은 비

용이 될 것이다. 다만 구조금 체계와 별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

무처리지침으로 2015년부터 새롭게 장례비 지원이 300만원 한도내에서 이루어

지게 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보상이 현실화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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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601).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

에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왔으

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민간지원센터

는 초기 위기대응이나 쉼터제공, 형사절차 안내, 사후 지속적 원상회

복 관리 등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차 이러한 직접

지원은 모두 구조금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마. 재활비용

현재의 구조금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으로 되어 있고, 재활

비용의 산정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으나 보상의 성격을 원상회복의 이

념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본다면 장차 필요한 재활비용을 산정

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실소득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장해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을

바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같은 재활비용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에 비추어 무리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다가 범죄피해

자보호기금이 벌금의 10%정도가 납입되고 기금의 재원이 장차 완전

한 재활비용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장

해구조금은 장해등급 10급까지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

지만602), 즉시 14등급까지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601) 생계비지원 범위는 경제적 지원을신청한 범죄피해자에게 5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 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 특별결

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범위는 1인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을 지급하며,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으로 하고 있다.

60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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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폐지하고 치

료비지원과 재활비용지원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바. 위자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

렵지만 특별히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치료비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

지만 당장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

자에게 일종의 위로금 형식으로 소요된 직접 비용이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603).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가지게 되는 충격을 고려하여 생계를 같이 하던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보상지원범위에 대한 시차적 개선방안과 추정예산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의 피해자보상제도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치료비와 장례비 등 범죄피해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

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983년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에서도 기본항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항목들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원상회

복의 이념적 전제하에 보상원칙이 만들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

에서 제안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급: 40개월 2급: 36개월 3급: 32개월 4급: 28개월 5급: 24개월 6급: 20개월 7급:

16개월 8급: 12개월 9급: 8개월 10급: 4개월

603) 범죄로 인한 감성적 충격은 영국의 피해자연구결과 확인된 가장 중요한 발견중

의 하나이다. John Pointing/Mike Maguire, “Victims of crime : a new deal?”,

Open University Press, (1988),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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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보상제도 개편의 중간간계로 치료비를 구조금으로 편입

하고, 재산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최종개편단계로서 이는 중간단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5-10년을 운영해본 후 기금을 확충하고, 최종단계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재원의 문제인데, 비용부담

이 현실적인 제약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제

도개선에 필요한 비용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604).

가. 치료비를 구조금으로 편입할 경우 추정예산

치료비를 구조금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

되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재원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

경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추정을 해 보았다605).

첫 번째로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분석통계자료를 토대로 피해

604) 사례수를 측정할 때 상황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간 발생가능

한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사례수를 정하고, 사례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객관적

인 중간치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영도․홍의표, “법령에서의 이행비용측

적을 위한 기법연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12), 제64면,

본 논문에서는 사용가능한 사례수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605) 범죄통계의 근거자료를 2014년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를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은 2012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전

국범죄피해자조사결과를 통해 추산해 볼수 있다. 다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조

사는 표본조사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보다

실제 규모에 근접한 추산방법은 법무연수원의 범죄통계를 근거로 한 것일 수 있

다. 2012년 전국범죄피해자표본보조사에서 신체상해의 발생은 표본 폭력범죄 92

건중의 21.7%인 20건에 불과했고, 상해발생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0건이었고,

이를 인구수로 비례환산하면 약 35,212건의 치료비지원대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

하여 의료비지급 평균금액인 30만 2700원을 고려하면 약 106억원이 치료비지원

대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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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소요될 치료비용을 추산해 보았다.

2013년도에 발생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하는 강력범

죄(흉악)의 피해자 발생자수 3244606)명과 2013년도에 발생한 강력범

죄(폭력)의 피해발생자 수 71,260607)명을 모두 합하면 74,504명이 된

다608). 이 중에서 자가치료나 간단한 조치 등으로 실제 치료비가 소

요되지 않은 경우 약 50%609)를 제외하면 실체 치료비가 소요되는 피

해자 숫자는 37,252명이 된다.

이 37,252명에 대하여 평균 치료비 302,700원610)을 곱해주면 112억

원611) 정도가 소요될 치료비가 된다. 다시 말해 폭력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도 약 1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대상 범죄사

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 실제 신청에 이르는 비율이 평균 약

20%수준이었던 것612)을 감안하면, 실제 소요될 비용은 위 금액보다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신청자들에 대한 부지급결정비율

606) 3244명은 신체피해자 2,822명과 사망자 422명을 합한 숫자이다. 2014년 범죄백

서 법무연수원, 제159, 168면 참조

607) 71,260명은 신체피해자 71,050명과 사망자210명을 모두 합한 숫자이다. 2014 범

죄백서, 법무연수원 제159, 168면 참조

608) 이 숫자는 신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의 최대치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력범죄(흉악)과 강력범죄(폭력)의 전체범죄 피해자 합계는 약

230,307명이며 그 중에 신체피해를 발생하게 한 인원이 74,504명이 된다는 의미이

다.

609)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자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면 실제 치료

비가 소요되는 상해피해자는 상해범죄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은경·황지태·황의감·노성훈, 전국범죄피해자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4

면

610) 2012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상해피해자의 평균 치료비는 302,700

원으로 나타났다. 김은경·황지태·황의감·노성훈, 전국범죄피해자조사, 2012,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제134면

611) 37,252×302,700 = 11,276,180,400, 다시 말하면, 약 112억원이 된다.

612)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살인사건(강도를 제외함)의 발생건수만으로 구조금지급

건수를 단순 비교하면 기간 중 총 살인사건 4760건에 구조금 지급은 992건으로

약 20% 수준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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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건수 대비 연간 15%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치료비지원비

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6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민간 범

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하여 2012년도의 경우 의료비지원으로 약 23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치료비용을 구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그 액

수만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 금액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 피해자보호

기금에서 추가소요 되는 경비는 훨씬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치료

비 보상청구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적절히 설정하면 현재 범죄피해

자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수준의 금액으로도 국가보상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614).

결국 두가지 방법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치료비소요 최대액은 약

100억원 내외에 불과하므로 생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

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재산범죄의 제한적 보상을 편입할 경우 추정예산

재산범죄를 국가구조금으로 편입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금지급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

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문제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예산이 소

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정

예산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그 보상대

61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신청자에 대한 부 지급결정 비율은 2008년 12.2%, 2009년

15.6%, 2010년 10.8%, 2011년 15.3%, 2012년 15.6%였으며 5년간 평균 부 지급 결

정율은 14.1%였다. 법무연수원, 2013년 범죄백서, 제277면

614) 영국의 경우 최저보상한도를 1000 파운드(2014.10.29.기준 약 168만원)로 미국

의 다수 주에서는 100달러 이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급한도

를 치료비 자부담 10만원 이상부터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급금

이 적을 경우 그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유익이 현저

히 균형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한도를 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최고한도 역시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지급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 것

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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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범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추정예산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 제한적 보상을 하는 취지가 범죄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일종의 긴급생계지원 형식의 지원

이라면 재산범죄의 내용으로 요건을 정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가령 기초생

활 수급자가 재산범죄를 당한 경우나 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서 재산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 1개월 상당의 도시근

로자 월평균소득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방

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12년도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 국민의 약3%정도

수준이고615), 사기범죄의 평균 피해금액은 1천22만원이고 피해액 미

회수율은 89.2%이고616), 재물손괴의 평균 피해금액은 31만 8천원이며

피해의 미배상율은 95.4%이고, 절도죄의 평균 손해금액은 89만원이며

피해 미회수율은 94%이다617).

따라서 2012년을 기준으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절도, 재물손괴, 사

기의 경우618)에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가정할 경

우 다음과 같은 최대치를 추정할 수 있다619).

사기건수 (241,275건) X 피해미회수율(89.2%) X 기초생활수급자율

(3.0%) X 월평균임금(1,505,900원620))= 약 85억

615)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국민의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

는 빈도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산에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추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범죄를 당한 경우에 보상하는 경우를 산정해 본 것이다.

616) 김은경 외 3인, 앞의 책(각주 610) 제175면

617) 김은경 외 3인, 앞의 책(각주 610) 제169면

618) 범죄건수는 법무연수원 발간 2012년에 발생한 절도, 사기, 재물손괴죄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619) 이 추정치는 실제 손해가 있어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가정치 이므로 실제로는 추정치보다 적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다

만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을 해 본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구조금이

필요한 재산범죄자의 실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620) 사기의 평균 피해금액이 1,022만원으로 잠정 한도금액인 월평균임금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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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건수 (293,074건) X 피해미회수율(94%) X 기초생활수급자율

(3.0%) X 절도평균피해금액(89만원) = 73억

재물손괴 건수 (61,261건) X 피해미회수율(95.4%) X 기초생활수급

자율(3.0%) X 재물손괴평균피해금액(31만8천원) = 5억5천만 원

따라서 만약 사기, 절도, 재물손괴의 경우에 기초생활대상자 수준의

피해자에게 월평균임금정도의 금액을 한도로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면 연간 약 최대 163.5억 원621)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조금대상사건의 실제 지급율은 평

균적으로 대상사건수의 약 20% 미만수준622)만 구조금지급청구에 이

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예상된다.

그리고 재산범죄의 피해자보상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현저하게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가령 재물손괴 피해자보상 최저한도를 10

만원으로 설정하면 평균 손괴금액이 31만원인 것을 감안하며 약 3분

의 1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재산범죄피해자에 대한 최저한도

의 설정이 필요한 것은 청구한 비용이 청구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

국에서도 보상청구 피해금액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종

종 있다623).

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4년도 4인가족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금지원

최대한도인 1,319,000원을 한도금액으로 설정하여 추산하여 본다. 241,275 X 0.892

X 0.03 X 1,319,000 = 8,516,148,561, 약 85억이 소요된다. 그러나 재산범죄의 특

성상 표준편차가 크므로 실제 지급이 필요한 액수는 이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이다.

621) 사기(85억), 절도(73억), 재물손괴(5억5천)의 합계 (85+73+5.5=163.5)
622) 이것은 단지 구조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사건 중 살인사건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살인사건이 연평균 1,000건 내외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조금지급 신청

건수는 26 년간 총4,505건으로 연평균 173건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실제 구조금

지급청구율을 단순 추정한 것이다.

623) 예를 들면 미국의 피해자보상 제도를 설계할 때 초기 17개 주는 100달러 이하

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청구

자체의 비용보다는 그 청구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987, 제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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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범죄가 아닌 신체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도 현재 범죄피해

자지원센터에서 긴급경제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구조금의 지

급대상은 되지 않지만 경제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는 요건을 정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긴급경제지원을 재산범죄피해자에게 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구

조금의 요건이 확대되므로 대부분 치료비 등 직접경비보상으로 충당

이 되고 긴급경제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비항목을 보상내역에서 추가하고 재산

죄에 대한 제한적 보상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

요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된 구조금은 국가에서 구상을 실시하여 재

원으로 다시 환수하면 될 것이다.

다. 구조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할 경우 추정예산

구조금의 한도를 실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근접한

형태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구조금의 지급한도를 늘려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624). 구조금의 상향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은 이미 2010년 법무부에서 공표한 바 있는 사항이다625). 다행히

법무부는 이미 2014년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한도를 평

균임금 36개월에서 48개월로 약 33%상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한도가 상향된 상태에서 예산을 추정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향후 한도를 늘려갈 경우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를 그동안의 집

행내역을 토대로 한도를 2배로 상향하였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예시로

624) 참고로 2014.12.8.국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구조금의 한도를

평균임금의 36개월(약6500만원)에서 48개월(약8600만원)로 상향하도록 법률을 개

정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도부터 한도는 약 86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범

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625) 지급한도만으로 보면, 2014년 7월 환율기준으로 영국의 50만파운드(한화 약8억

6천만원), 미국의 63,000불(한화 약 6,800만원), 일본의 3,974만엔(한화 약 3억9천

만원)에 비교하거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뉴질랜드, 프랑스의 사례에 비하여

볼 때 현저하게 한도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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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한도의 증액에 따른 예산증가폭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한도가 100%증가할 경우

예산은 100%증가한 두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1992년도에 한도를 2배로 확대한 이후의 예산증가폭과 2009년도에 기

존에 한도를 다시 2배로 확대하였을 경우 1,2,3년후 증가되는 예산의

추이를 참고로 하여 검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5〉 구조금액 상향시 평균지급금액의 3년간 변동율626)

연도　
지급
결정
건수

지급금액
결정건당
지급액

지급한도
변동전후
3년간건당
평균지급액

증가율

1990 127 560,500 4,413 　 　

1991 79 354,900 4,492 4,419 　

1992 61 265,500 4,352 　 　

1993 64 519,500 8,117 　 90%

1994 52 440,000 8,462 8,404 　

1995 49 423,000 8,633 　 　

    　 　

2007 169 1,607,000 9,509 　 　

2008 152 1,405,000 9,243  9,836 　

2009 205 2,204,833 10,755 　 　

2010 209 3,416,782 16,348 　 92%

2011 287 5,410,033 18,850 18,893 　

2012 291 6,250,686 21,48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금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한 전 3년과 후

3년간의 지급결정건당 평균 지급액을 산정한 다음 그 평균지급금액의

증가율을 계산하면 1992년도에 약 90%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92.

1. 1.자로 구조금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나서 적용되는 시점을 1993

626)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구조금 지급통계를 근거로 각 년도의 평균 결정건당

지급액을 산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3년간 평균지급액을 기준으로 관찰했을때

의 증가율을 살펴본 것이다. 3년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구조금액을 상향하고서

본격적인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약 3년간을 전후로 관찰하여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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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잡은 이유는 사건의 발생에서 구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소요되

는 기간이 평균 10개월가량 소요되므로 그 결정금액의 차이는 다음연

도에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992년 이전 3년과 그 이후

3년의 평균지급금액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90%증가율을 볼수 있었

다. 이러한 차이는 2009. 4. 20. 구조금액을 2배로 상향한 이후에도

2010. 8. 15.자로 다시 구조요건과 금액의 변동이 생겼으나 기준시점

을 2009년 이전 3년과 그 이후 3년의 평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유사한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627). 따라서

다시 구조금 한도를 두배 상향 조정할 때 결정건당 평균지급금액은

92%정도 증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구조금 상한을 약 1억원으로 상향했을 때 2013년 기준으로 추정되

는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6〉 구조금 상한 2배 확대시 2013년 기준 추정예산628)

　연도
결정건당
지급액
(천원)

최근3년간
평균

결정건수
(A)

최근3년간
결정건당

평균지급액
(B)

지급한도상향조
정시 평균

지급액(예상)
(C)=(B)*192%

총구조금
지급금액
(예상)
(A)*(C)

2011 18,850 　 　 　

2012 21,480 297 21,897 42,042 12,486,545

2013 25,360 　 　 　 　

라. 시차적 개선의 제안

627) 2009년 4월 20일 구조금액을 두배로 상향한 이후, 2010년 8월 15일 다시 요건

과 한도를 변경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증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 증감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실

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10년 이후의 3년과 그 이전의 3년의 평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더니 역시 92%라는 유사한 증가율을 볼 수 있었

다.

628) 구조금의 상한을 2배확대하는 경우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추정한 전제는 법무부의 구조금지급 통계를 토대로, 최근 3년간

평균 결정건수와 최근 3년간 결정건당 평균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과거의

증가율92%를 고려하여 금액을 추산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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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구

조금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면 1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상인데 현재의 구조금 산정방식이 사실은 월평균소득

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상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소득상실분에 대한 보상의 산정이 너무나

적게 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구조금의 한도를 1억 원 정도로 상향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629). 그리고 시급히 장해구조금의 지급범위

를 모든 장해발생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대략

적으로 추산해 보았지만 중간단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약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630).

〈표 37〉 주요국가의 피해자보상 총액 비교표631)

국가 GDP($) 인구(명) 피해자보상총액($) GDP대비 
보상총액비율

영국 2조8,476억 6,300만 505,206,301 0.01774%

미국 17조4,163억 3억1,800만 750,000,000 0.00431%

일본 4조7,698억 1억2,700만 17,004,179 * 0.00036% *

한국 1조4,495억 4,900만 6,582,572 0.00045%

중간단계의 개정을 통해 구조금의 상한확대를 한 두 차례 더 실시

하면서 구조금의 상한한도를 일본수준 또는 영국수준으로 한도를 증

629) 보상의 한도 1억 원은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나 기타 근로자의

산재 발생시 산정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산정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 틀

림없다. 장기적으로는 민사상 근로자의 사망 시 산재보험으로 청구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30) 이 금액은 앞서 본바와 같이 구조금 상한을 1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구조금 추

정예산 124억원과 장레비 6억원, 의료비 106억원, 긴급경제지원 14억원을 합한

250억원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론상 최대치인 위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631)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GDP와 인구는 외교통상부 2014년자료 참조하였고,

피해자 보상총액은 각국의 법무부 2013년 통계를 참조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3년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2011년의 피해자보상총액(20억 6500만엔)

을 달러로 환산한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피해자보상총액과 GDP

대비 보상총액비율은 기준년도가 차이가 있으나 개략적인 비교를 위하여 부득이

2011년의 보상총액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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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632)한 다음 최종단계로 완전개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다행이도 법무부의 구조금개편은 2015년에 구조금의 상한을 약

8,6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긴급경제지원, 장례비 등을 지

원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

한 개편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총액기준으로 주요 선

진국에 비하여는 피해자보상 예산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소득상실분의 계산방식도 민사소송

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일실소득 산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특별히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을 위한 일실소득 산정방식을 만들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에서 통용

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적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에게

는 국가에서 한도를 정하여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그렇게 되면 구조금의 내용은 병원치료비, 장례비 등과 같은 직접

소요 경비에 현재의 구조금산정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소득상실분)을

합한 금액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의 산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재활은 뉴

질랜드와 같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뿐만 아니라 직업에 다시 복귀하거나 직업이 필요한 경우 재취업을

하기 위한 직업재활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활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인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뉴질랜

드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피해자보상 개념징표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할 원상회복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일부이기 때문

이다633).

632) 영국은 개인지급한도를 50만파운드(2014. 7월 환율기준 약 8억6천만원), 일본은

3974만엔(약 4억원)을 한도로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633) 현재의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이 치료비와 재활비용으로 재편되는 경우 그

추가 예산은 추정하기 어려우나 프랑스(2001년 기준 지급액 약 2500억원)와 영국

(2012년 기준 지급보상액 약 5500억원), 미국(2012년 기준 약 7800억원)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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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궁극적인 피해자보상의 완성단계를 위하여 국가는 끊임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몰수

추징금의 집행금액을 범죄피해자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자보호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634). 몰수 추징

금을 피해자보호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몰수추징금 조항의 변경과 범죄피해자기금법의 개

정으로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는 논리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몰수 추징금의 기금편입이 결정되면 중간단계를 실험적으로 운영한

다음 최종단계로 변화하는데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보인다.

〈표38〉 피해자보상제도의 시차적 개선 제안

현재현재 ⇨⇨
중간단계중간단계

(구조금상한 확대 (구조금상한 확대 

+ 소요경비 추가)+ 소요경비 추가)

⇨⇨
최종단계최종단계

(지출비용+일실소(지출비용+일실소

득+지원성경비)득+지원성경비)

∙ 유족구조금

∙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구조금액 상한확대

∙ 장해구조금14급까

지확대

∙ 구조요건 확대 

        +

∙ 지출비용(치료비, 

장례비 등) 추가

∙ 지원성경비(위자료, 

긴급 경제지원) 추

가

∙ 일실소득 + 재활비

용

∙ 일부 재산범죄보상

∙ 지출비용(치료비, 

장례비 등)

           

∙ 지원성경비(위자료, 

경제지원)

약 80억

(2013년기준)
약 250억(추산)

약 2500억원

(추정)

감안할 때 소요비용은 약 2500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34) 미국의 경우도 범죄수익은 환수하여 따로 기금으로 관리하며 그 기금의 용도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최종무, “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도

입가능성”, 형사법의 신동향, 2010, 제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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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절차상의 개선방안

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인 지정문제

유족구조금 지급의 경우 신청자가 피해자의 어린 미성년자녀일 경

우에 현실적으로 구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동거중인 조부나 친척이 있는 경우 그 친척에게 실무상

구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동거중인 친척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범죄로 인하

여 피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편부, 편모인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고 어린 자녀가 구조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구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구조금액을 형사미성년자가 수급하게 되는 경우 성년

이 될 때까지 재산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거나 친척이

나 종교인 등 신뢰할만한 성인 중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책

임지고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재산관리인 선정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635).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된 구조금이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어린 유자녀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정기분할 지급방식 도입

구조금 제도 시행초기에 구조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었을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구조금

액이 증가하여 금액이 많아졌고, 특히 구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

635) 영국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인을 선

정하거나 Public guardian 제도를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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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월 지급 내지 분기별 또는 연 지급 형

식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

요하다. 뉴질랜드의 경우에 주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으나 너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지급주기는 월, 분기, 년 단위 중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되, 피해자 유가족의 재산관리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나 미

성년인 피해자 유가족에는 월 지급 내지 분기별 지급방식으로 지급방

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부부 지급제한 사유의 문제

현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는 구조피해자와 가

해자 사이에 부부관계,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636). 이는 영국,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해자가 그 구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제

한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논리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

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이

다637). 미국의 대다수의 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족관계

63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

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37) 입법례에 대하여 보충하면 보상금지급을 하지 않는 입법례는 ①범죄자와 피해

자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범죄자가족의 일원인 경우, ②피해자

와 범죄자간에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③일정한 촌수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범죄자의 가족의 일원이고 범죄자와 함께 생활

하고 있는 경우에 보상이 부정되는 입법례는 영국, 북아일랜드 캐나다의 뉴브란

츠위크, 뉴펀들랜드, 사스캐츠완주 등이다. 피해자가 범죄자 가족의 일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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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보상 건수의 약 46%가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에 대한 보상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관계인경우에 사실상 구조금의 지급을 제한

하고 있고,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린 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조금을 가해자가 사용할 우려가 없고, 별거중

이거나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

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638).

구조금을 가해자가 사용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형식적인 부부관계

라고 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639). 이에 대하여는 2014.10.15.자 공포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에 친족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

또는 범죄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보상이 부정되는 입법례로는 알라스카, 메

릴랜드, 매사츄세츠, 뉴저지, 뉴욕 주를 비롯하여 캐나다의 마니토바, 호주의 사우

스웰즈, 퀸스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1969보상법이 그

사례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범죄자간의 성적 관계가 있을 경우 보상이 부정되는

예는 영국, 미국의 알래스카, 메릴랜드, 매사츄세츠, 뉴저지, 뉴욕, 캐나다의 마니

토바, 주 등에서 발견되고 있고, 일본과 미국의 매릴랜드 주에서는 피해자와 범죄

자간의 일정한 촌수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거부되고 있다고 한다. 박광섭,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주요 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

찰”, 경남법학 제5집, 제277면

638) 국민권익위원회 2013.8. 범죄피해자 권익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 제13면에 의하면 최근 폭력 범죄 중 가정폭력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

원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친족 간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

하나 구조금을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외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

산되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구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이 가

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19조의

1항 본문을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에서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가해자가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로 개정하자는 취지이다.

639) 박광섭,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주요 내용에 관한 비

교법적 고찰”, 경남법학 제5집, 제2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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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

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640).

라. 신청 및 지급절차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현재 구조금의 신청은 각 급 검찰청의 구조심의회에 신청하고, 구조

금의 지급심의는 각 급 검찰청에 설치된 구조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

다641). 그런데 구조심의회의 구성은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피해

자지원 담당 부장검사, 담당검사와 의사 1명, 변호사 또는 판사 1명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외부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심

의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 심의회가 자주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642).

또한 검찰의 업무특성상 부장검사이상은 1년 단위의 인사이동을 하게

되고, 담당검사도 내부 인사로 인하여 1년 이내 보직이 변경되는 경

우가 많아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의 전문성이 쌓이기 어려운 실정이

다. 현재 대부분의 청에서 피해자지원 담당 공익법무관과 피해자지원

전담관 또는 피해자지원담당 직원이 실무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는 절차가 오래

걸리고643), 전문성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64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911172,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2014.7.15.제

안, 2014.9.30.본회의 가결, 2014.10.15. 정부공포) 설명자료 참조. “구조금의 실질

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6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

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

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를 둔다.

642) 201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18개 일선 지방검찰청의 경우 연평균 3.8회의 심의

회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범죄피해자권익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3. 8. 제15면 참조

643) 구조금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린 시간은 2010년에 평균 89일, 2011년 평균 94일,

2012년 7월 평균 152일 소요 되고, 일부지검의 경우에는 300일까지 소요되는 것

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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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심의회 운영을 보완하는 방안

현재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은 우선 비용

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약 30년간 제도

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제도 운영의 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현재 검찰심의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전문성을 강화

하고, 또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오래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재 검찰심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검사들에 대하여는 1-2년 단위의 인사자체를 무시하고

오래 보직을 맡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렇다면 인사이동이 되

더라도 그 다음 근무지에서도 그 검사가 피해자지원업무를 맡게 하여

야 한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검사전문화 방안을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고, 그 전문영역 중에 피해자지원 분야도 들어 있어서 피해자지원

의 전문분야를 희망하는 검사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더라도 다시 피해자지원업무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전문성강화에 도움이 될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또한 공익법무관

을 각 검찰청단위로 피해자지원전담으로 지정하여 2013년부터 1명씩

배치가 되기 시작하여 인적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검사와 공익법무관외에 참여하는 각 검찰청 단위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피해자지원업무만을 위하여 지정된 자들이므로 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검사와 담당직원이 피해자업무에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조치는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신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심사를 하도

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검찰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외부위원의 참석일정을 고려하여 심의회 일정

을 잡다보니 2-3개월에 한번정도의 개최가 관행처럼 되어 왔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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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기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의 조사와 확인

에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신청서에 따른 사건과 가족관

계의 확인, 피해자의 월급내역과 장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구조심의회를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한번 심의

회시기를 놓치고 나면 다음번 구조심의회까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에서는 2013. 10. 1.부터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운행 중이다. 비록 내부지침이기는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다면 신청 후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②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으로 검찰구조심의회를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

여 다른 기관 즉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 내에 설치된 구조심의회는 수사기관이라는 기본구조에서 결정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의 독립성에서 의심을 받을 여지가 항상

있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문성과 신속성에서 늘 문제가 도

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3의 독립된 결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 미

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이 모두 독립된 심사결정기관을 두고 있

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관을 전국적인 규모에 맞게 신설하려면 막대한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예상되는 반면에 기존에 설립되어 그러

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

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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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볼 수 있다. 법률구조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

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644)”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법률구조

법 제21조의 2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645).

물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 받아 확인하고, 구조

금을 지급결정 하는 행위가 법률구조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의 여지는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은 그야말로 국가

사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이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

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

호법과 법률구조법을 개정하여 구조금의 지급업무를 공단의 업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장애가 해소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전국단위의

기구를 통하여 상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매우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경제적으로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조금의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

사가 용이하다. 그러나 구상권행사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할 경우 국가

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 되므로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646).

644) 법률구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4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646) 법률구조공단은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기관인데,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대리하여 법률구조를 하

는 기관인데 국가의 재원을 지원받아 국가를 대위하여 국민에게 소송을 수행하

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법률구조공단이 국가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공단의 기본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



- 278 -

③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구조금의 지급이후 장차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것을 염두에 둔다

면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

부법무공단은 그 목적사업으로 정부공단법 제16조647)에 한정되어 있

고, 구조금의 지급과 결정 및 그 환수에 관한 사업이 법상 명문화되

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법무공단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근거법

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이론상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소송을 수

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과 이익성을 전제로 경영되는 특수

공법인으로서 공단의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

고, 수임료가 주요한 수익이 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2013년 현

재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회수율이 약 1%에 머무르고, 그 금액이

최대 6천만원 미만의 소액에 불과하고 가해자들이 대부분 무자력인

상황에서 국가비용으로 정부법무공단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금의 지급과 구상을 정부법무공단에

맡기는 것은 이론상은 가능하나 현재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④ 독립된 보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

647)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①공단은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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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독립된 보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일 것이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에서 제도를 설립하면서 모두 새로운 독립기관을

설립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독립된 보상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

의 내용을 고려하여 설립하여야 할 터인데, 현재와 같이 연간 300건

내외의 구조금지급을 위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피해자보상전담기

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영국과

미국은 연간 수만 건의 보상신청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사고보상공사에서 각종 상해사건을 모두 전담처리하고 있으므로 인하

여 그 독립된 기관의 설립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제도의 설립초기에 독립

된 결정기관을 검토하였으나 연간 400-500건 가량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로운 심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

하여 일본 경찰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공안위원회를 이용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648).

따라서 구조금지급이 연간 300건 내외인 현재의 상태에서 독립된

보상기관을 전국적으로 설립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

면이 있다. 이후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요건이 완화되고 그 대상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변화의 계기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보상기관의 설립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본다649). 그러한 경우 심사의

648) 일본의 경우 결정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도의 설립초기에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변호사회와 공명당은 지방 심사 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라는 독자

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법무성은 행정 간소화 및 경

비의 절감차원에서 검찰청의 검사장을 결정기관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장을

결정기관으로 하게 되면 급부의 결정이 공소제기 내지 형사재판에 다소간 영향

을 주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결국 공안위원회가 결정기관으로 선택된 것

이라고 한다. 주광일,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소고”, -일본국의 범죄피해자 등 급

부금 지급법을 중심으로-“, 법조, 제31권, 제6호. 1982. 6. 제36면

649) 일본에서도 현재는 경찰청 산하 도도부현의 경찰공안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급부금제도를 유럽과 같이 병원비등 직접비용과 일실소독이나 휴업

손실 등을 계산하는 보상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금부금의 산정을 위한 기구를 경

찰이 아닌 정부내 기구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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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신속성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신설된 기관에서는 구조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와 결정뿐만 아니라 적

극적인 구상권의 행사를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업무를 위하여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

의위원회650)」를 구성하여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차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결론적으로 보상기관을 새로 설립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기관을 활

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비용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6. 구상권의 활성화 문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통계를 보면 구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의 구상권 행사의 실적건수는 구조금 지급건수의 1.69%수준인

15건에 불과하고, 실제 납입 완료된 구상금액의 총금액은 구조금액의

약 1.07%수준인 2억 9백만 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구조금의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에 비하여 구상금의 환수실

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

아 가해자의 임의변제 외에는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적은 경우가 많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51).

日本辯護士連合會, 犯罪被害者支援委員會, “犯罪被害者の權利の確立と總合的支援

を求めて, 明石書店, 2004. 제101면

650) 대검찰청 예규 제767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8조 참조
651)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에 앞서

범죄피해자보상을 실시하고, 자금을 회수(fund recovery)하는 회수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2000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주의 경우가 10%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장

규원,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11집, 제2호

2003.10.,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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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가해자인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

여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할 비율을 정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이 제도 역시 수형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수형자

의 근로의지를 감퇴시킬수 있다는 점, 작업장려금이 매우 적은 액수

라는 점 등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52).

세 번째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직체계의 문제와 그 권한을 행사

하는 인력의 전문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653).

그러나 정부에서 가해자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을 삭제하였고, 구

조금을 선지급하고 구상하는 방식으로 바꾼 이상, 정부의 구조금지급

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가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도

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으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도 집행권원을 받아두

어 향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

외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가해자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우회적으로 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경우처럼, 구상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서 구상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에 대한 공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수형자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행

형성적에 비중있게 반영한다든지 수형자의 근로의지를 감퇴시키지 않

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

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구심의회에서 구체적인 구상권행사를 위

652) 현재로서는 구조금의 지급결정단계에서 구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구조금

의 지급결정단계에서 수형자가 재판 미확정 상태이거나 수형자가 근로작업을 하

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상태가 있고, 일단 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구상에 대하여는 다시 지구심의회에서 구상을 위한 결정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653) 오정용, 피해자구조금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14년 추계학술

대회, 자료집,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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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의를 구조금의 지급결정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정기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정부에서 선보상실

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국가에

서 책임있는 선사와 가해자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등 재산보전

처분을 실시하는 사례에서 본 것처럼, 현재에도 특별한 법률적 조치

없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654). 다만 현실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효율적

으로 하는 것과 파악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한 보전처

분을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655) 검찰에서는 가해자

들의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세무관서의 협조를 얻

을 필요성이 대두된다656). 가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구상책임을 지고 있는 각 검찰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

지고 구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현재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654) 세월호사건에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을 실시하지는 않았

지만 장차발생할 청구권을 근거로 가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장래발생할 채권에 대한 가압유등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2.10.26.선고 82다카508판결), 이러한 논리로 구조금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 사전적인 보전조치가 가능하

다고 본다. 2014. 10.현재 구상금 회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여 약

3-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55) 오정용, 앞의 글(각주 653), 제25-27면

656) 이에 대하여는 박민식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였

다.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구조금 지급 및 환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개정안은 조세 이외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과세정보 요구 입법례

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국세청은 범죄피해를 입은 소수의 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개별 사안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유사 법률개정 방식을 통한 과세정보 요구

사례가 빈번해져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수행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함.,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903178호 박민식의원등 12인

의 2012. 12. 31.자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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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맺는 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

라 국가에서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지급

해야 할 책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그 본질에서 살펴보았다. 이

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국제기준이나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국가의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다소 미흡하게

출발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개선되어온 것을

돌아보면, 비판의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요건

에서 없어지고, 또 2010년의 개정으로 구조금의 산정방식이 월급을

기준으로 실 손해액을 산정하는 토대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내지 피해를 보상받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위로금 형식의

구조금의 결정방식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

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내역은 단순히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그

리고 장래의 손실까지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현재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게 국가에서 민사상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선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상체계

가 변경되어야 한다657). 국가에서 범죄자를 적발하여 완벽하게 처

657) 다만 현재의 법률체계상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금의 산정은 일정

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일시 위로금 형태의 보상이 주어지지만, 세월호 특별법

에 의한 보상의 경우에는 손해의 전액을 산정하여 민사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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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한다고 해도, 피해의 온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반쪽에 불과한 정의의 집행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자보상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

차적으로 현재의 구조금제도를 개편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금의 산정자체도 직

접적으로 소요된 치료비, 장례비 등 경비는 전액 보상함이 원칙이고,

장차 일실손해와 재활비용에 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

되는 수준까지 배상함이 이상적이다. 장기적으로 피해자보상제도가

민사상손해배상책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다만 기금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차적으로 일

정한 한도까지 구조금의 상한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몰수 추징집행금

의 기금편입, 형벌부과금의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

하고 벌금 납입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금이 확충되고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금 자체의

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인하여 가해자는 국가에서 제공

하는 변호사와 음식과 주거를 제공받으며, 기본적인 의료보호를 받으

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만, 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

을 잃은 피해자들은 그때부터 평생 동안 계속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

신적 고통을 혼자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

렇게 될 때, 그 사회 전체에 정의와 형평이 실현될 것이다. 향후 우리

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 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

식이 개선되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까지 고려한 그러한 구조금제도로 변화되며, 이를

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그 보상의 금액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론

적으로는 범죄피해자구조금에 의한 보상 체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자

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특별법에 의한 보상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보상의 차

이는 사라지게 되고, 지급 절차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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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우

리나라에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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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법률1〉 뉴질랜드 : 2001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

1. 제목

이 법은 2001년 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

제 1부 : 예비 조항( Preliminary provisions)

2. 발효

(1) 이 조항과 제40조에서 47조, 제265조, 제274(3)항은 국왕의 재가를 득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제56(5)항과 제64(2)항은 2003년 4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법의 그 나머지 부분은 200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아래의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사회의 상해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해의 충격(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포함하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하

고, 안정적으로 개인의 상해를 관리하는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고,

또한 첫 번째 상해보상계획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a) 개인의 상해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촉진할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공사

를 설립하는 것

(b) 상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조정과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

(C)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주요 초점은, 권한 조항들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최대한의 건강과 독립성 그리고 참가를 회복시켜서, 적절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재활을 보증하는 것

(d) 재활기간동안에 신청인이, 주급 보상에 대한 공정한 결정과 필요한 경우 영구손

상에 대한 일시금의 공정한 결정을 포함하여, 그들의 상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보증하는 것

(e) 사고보상법의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사고보상공

사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

(f) 이 법의 시행이전에 개인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절한 자격을 계속 부

여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

4. 개관

총괄적으로, 이 법은 아래와 같이 배열한다.

(a) part 1은 이 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선결문제를 다룬다.

(b) part 2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결정한다.

(c) part 3은

(i) 사고보상법의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마련과 승인

(ii) 이 법에 따른 청구를 하는 방법, 적용과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사가 따라



- 297 -

야 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d) part 4는 혜택에 대한 규정과 스케줄 1은 혜택의 상세한 규정을 다룬다.

(e) part 5는 결정에 대한 분쟁에 대한 결정절차를 제공한다.

(f) part 6은 계획의 관리와 부과금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

(g) part 7은 사고보상공사와 그 운용규정을 다룬다.

(h) part 8은 상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것이다.

(i) part 9는 위반행위와 벌칙 그리고 규칙제정권과 같은 여러조항들 다룬다.

(j) part 10은 산업사고보험의 경쟁적인 조항으로부터의 순조로운 이양의 계속성을 제

공한다.

(k) 적용범위, 혜택, 재심사와 항소, 종전 법에 관련된 재정문제에 관한 한시조항들을

제공한다.

5. 이 법은 정부를 기속한다.

6. 해석

(1) 이 법에서는, 본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고(accident)는 제25조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계좌(accounts)란 제166조하에서 관리되고 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part 6에서 말하는 활동(activity)이란,

(a) 사업, 산업, 전문직, 무역, 고용자, 자영업자, 개인 가내수공업 그리고,

(b) 활동에 관련된 보조 또는 부수적인 기능, 예를 들면 행정, 관리, 판매, 분배, 기

술적 지원, 유지 , 생산개발을 포함하고,

(c) 자영업자의 경우, 그가 일하는 사업이나 내용보다는 그 일의 성격을 참고로 한

다.

....(중략)....

7. 급성치료(Acute treatment)란 신청인과 관련하여

(a) 신청인이 입은 개인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하고,

(b) 그 다음 치료는, 치료제공자의 합리적인 의학적 파단에 따라서 긴급한 치료가 필

요한 경우(치료의 지연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 의학적 영향이 미치게 될 경우)

(i) (a)항에 관련된 상해와 관하여 치료제공자에게 부수적인 방문

(ii) (a)항에 언급된 상해에 대하여 치료제공자가 다른 치료제공자에 대하여 진료의

뢰, 한 경우를 말한다.

8. 적용(cover)

(1) 이 법에서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것의 의미는, 개인적 상해를 신청인이 입은 경우

를 말한다.

(a) 2002년 4월 1일 이후에 제20조, 제21조, 제22조하에 개인적 상해를 입었거나

(b) 그 이전에 part 10, part 11,에 의하여 개인적 상해를 입은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상해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신청인이 개인적 상해를 입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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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9. 피고용인으로서 수입: 의미

(1) 피고용인으로서의 수입은, 어떤 개인의 세금 연도와 관련하여, 그 세금년도에 개

인에게 지급된 모든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2) 이 조항은 제10조에서 13조에 종속된다.

10. 피고용인으로서의 수입 :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지급(생략)

11. 피고용인으로서의 수입 : 포함되지 않는 것들(생략)

12. 피고용인으로서의 수입 : 제168조에 의하여 근로계좌에 대한 부가금

지불가능성(생략)

13. 가내수공업 소득

공사는 가내수공업 소득도 피고용인으로서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14. 자영업자의 소득 (생략)

15. 주주 피고용자의 소득(생략)

16.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북섬, 남섬, 스튜어트섬, Chatham 섬, 그리고 동경 162도와 서경

173도 위도 33분과 53분위 사이에 위치한 모든 토지와 섬과 부속도서

(b) 남태평양에 위치한 서경 177도와 180도 사이, 남위 29분과 32분 위에 위치한 통

상 Kermadec group 이라고 알려진 섬들

(c) 위 (a), (b) 항에 언급된 뉴질랜드 내해(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구역법 제4

조에 규정된), 인접 영토, 섬, 부속도서

(d) 구조물이나 시추선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위 (a), (b)항에 언급된 영해, 섬, 부속도서와 인접한 연안의 일부 위에, 안에, 건

축, 수립, 설치, 사용 중인

(ii) 대륙붕의 탐구목적 또는 대륙붕의 광물질 또는 다른 비 활성천연자원의 채취를

위한 목적을 가진

(2) (1)(d)의 하부조항

(a) 대륙붕은 1964년 대륙붕법 제2조(1)항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b) 구조물과 시추선은 다음을 포함한다.

(i)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구조물과 시추선

(ii) 일체의 항공기, 부유플랫폼, 배, 또는 일시적으로 대륙붕 안, 위에서 구조물과

시추선과 연결되어 사용 중인 다른 기구

(3) 다음과 같은 경우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a) 항공기, 선박, 또는 공기 또는 바다위의 다른 탈것 안에서 뉴질랜드에 정박한

경우

(i) 뉴질랜드의 한 장소에서 또 다른 뉴질랜드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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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른 장소에 상륙함이 없이, 그 정박지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 그리고

(b) 뉴질랜드의 지점으로부터 300해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17.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

(1) 만약 어떤 자가 다음과 같으면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가 된다.

(a) 그의 영구적 거주지가 뉴질랜드이고, 뉴질랜드 외에 거주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

에, 그리고,

(b) 다음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에 들어가는 경우

(i) 뉴질랜드 시민권자

(ii) 2009년 이민법하의 거주비자 보유자

(iii) 위 (i), (ii)의 해당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다른 부양자인 경우, 그리고,

위 항에 언급한 사람들과 주로 동행하는 자

(2) 만약 어떤 사람이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부재하거나, 6개월 이상 부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뉴질랜드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는 자가 아니다. 본 항은 제3

항에 우선하지만 제4항에는 종속된다.

(3) 만약 어떤 사람이 마지막 뉴질랜드에서의 부재가 시작되기 적전의 12개월 동안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록 뉴질랜드에

부재하였더라도 그는 영구 주거지가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이다.(어떤 자가 뉴질

랜드에 하루의 일부라도 체류한 경우에는 그 하루 전체를 뉴질랜드에 체류한 것

으로 간주한다)

(4) 주로 그 고용관계의 의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서 떠나 있었던 경우에는 뉴질랜

드의 영구적 거주관계가 중단되지 않으며, 뉴질랜드 외에서의 고용관계 종료 후

의 6개월 내에 뉴질랜드에서 거주를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는 뉴질랜드 소득세의 관점에서 뉴질랜드 내 에서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5) 만약 어떤 자가 2009년 이민법이 의미하는 불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니다.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체

류하는 기간은 위 (3)항에서 의도하는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계산되지 않

는다.

18. 배우자(그리고 사망한 신청인의 관계에서의 배우자)

(1) 배우자란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어떤 사람을 말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니다.

(a) 그 사람이 신청인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b) 신청인이 그의 복지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위(2)항은 신청인이나 다른 당사자가 주로 건강, 수감생활, 직장의무로 인하여 그

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망한 신청인의 관계에서 배우자란 사망한 신청인이 사망직전에 합법적으로 결

혼해 있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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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망한 신청인의 사망당시에 사망자의 배우자가 아니

다.

(a) 사망한 신청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었고,

(b) 사망한 신청인이 생존자의 후생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

(6) 위 (5)항은 신청인이나 다른 당사자가 주로 건강, 수감생활, 직장의 의무로 인하

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8A. 동거인(그리고 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동거인)

(1) 동거인이란 신청인과 동거(civil union) 또는 사실상 관계(de facto relationship)가

있는 자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동거인이 아니다.

(a) 신청인과 별거하고 있고, 그리고,

(b) 신청인이 그의 후생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위 (2)항은 신청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주로 건강, 수감생활, 직장 의무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사망한 신청인의 관계에서 동거인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a) 사망한 신청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동거(civil union)하고 있던 경우

(b) 사망한 신청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실상 관계(de facto relationship)가 있던 경우

(5)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사망한 신청인의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다.

(a) 사망한 신청인과 별거하고 있던 경우, 그리고,

(b) 사망한 신청인이 그의 복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6) 위 (5)항은 사망한 신청인이나 다른 당사자가 주로 건강, 수감생활, 직장의 의무

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부 : 적용범위(Cover)

19. 핵심개념(Key terms in this part)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사고(accident : 제 25조에 정의됨)

정신적 상해(제 27조에 정의됨)

자동차 상해(제 29조(2) 그리고 35조에 정의됨)

인적 상해(제 26조에 정의됨)

업무와 관련된 점진적 과정, 질병, 또는 감염으로 인한 상해( 제30조에 정의됨)

치료 상해(treatment injury : 제32조에 정의됨)

업무관련 인적 상해( 제28조와 29조(1)항에 정의됨)

20. 뉴질랜드에서 당한 인적 상해의 적용범위(특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상해 또는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를 제외함)

(1)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적상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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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인적 상해를 입은 경우

(b) 그 인적상해는 제 26조(1) (a),(b),(c),(e)에 규정도니 상해의 한 종류일 것

(c) 인적 상해는 아래 (2)항에 규정된 한 종류에 포함될 것

(2) 위 (1)의 (c)항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a) 개인에게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b) 사람에 의하여 개인이 치료 상해를 입은 경우

(c) 제32조(7)항에 규정된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 상해

(d) 치료의 결과로 또 다른 상해를 입은 경우

(e) 업무와 관련한 점진적 과정, 상해, 질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

(f) 치료로 인하여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

(g) 상해 적용을 받는 그 사람에 의하여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의 결과로 인한 상해

(h) 상해 적용을 받는 그 사람에게 치료로 인하여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

(i) 치료 상해로서 심혈관 또는 뇌혈관 삽입으로 인한 상해

(j) 심혈관 또는 뇌혈관 삽입으로 제 28조(3)항에 적용된 상해를 입은 경우

(3) 위 (1), (2)항은 다음 자격조건에 종속된다.

(a) 만약 잠재적으로 위 (1)항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경우 제23조는 적용되

지 않는다.

(b) 만약 잠재적으로 위 (1), (2)의 (e)dp 포함될 수 있었던 경우는 제24조는 적용되

지 않는다.

(4) 만약 어떤 사람이 제21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21조가 적용되고, 이 조항에 의한 적용은 되지 않는다.

21. 특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상해에 대한 적용범위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상해로 인한 상해가 적용된다.

(a)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 내에서 또는 밖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

(b) 그 정신적 상해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일 것

(c) 그 행위는 다음 (2)항에서 규정된 것 중의 하나일 것

(2) 위 (1)항에서 말한 행위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 그러한 행위가 그 사람에 대하여 또는 관련하여 행해지고,

(b) 그러한 행위가

(i) 뉴질랜드 내에서

(ii) 뉴질랜드 밖에서 행해질 때 그가 뉴질랜드의 통상적 거주자인 자에 대하여, 또

는 관련하여 행해질 것

(c) 그 범죄가 스케줄 3에 열거된 범죄중의 하나에 속할 것

(3) 이 조항에서는 정신적 상해를 입은 그 날에 그가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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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6조에서 위 (3)항에서 언급한 날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정한다.

(5) 이 조항에서는 다음의 내용은 무관하다.

(a) 범인이 체포되지 않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b) 피의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

21A. 특정한 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대한 1992년 사고재활 및 보상 보험법의 적용

범위

(1)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타인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충격을

받은 개인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a) 신청인에 대하여, 또는 관련하여 행해지고(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는 관련하여 행

해진 것이 아닐 것)

(b) 1992년 사고재활 및 보상보험법의 스케줄 1에 열거된 범죄중의 하나에 속할 것,

그리고

(c) 1992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지고,

(i) 뉴질랜드 내에서

(ii) 뉴질랜드 외에서,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신청인이 1992년 법이

의미하는 뉴질랜드내의 통상적인 거주자였을 것

(2) 위 (1)항의 목적에서는

(a) 신청인이 그 상처로 인하여 첫 치료를 받은 날을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b) 첫 번째 치료는 1992년 7월 1일 이후에 그리고 1999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c) 그 치료는, 실제 특정사건의 경우에 비용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992

년 법이나 또는 1992년 법 제29A항에 의한 계약이나 동의에 의하여 공사가 지

급을 청구 받았거나 지급이 허용되는 종류의 치료여야 한다.

(3) 위 (1)항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은 무관하다.

(a) 범죄 혐의자가 체포되지 않았거나, 유죄평결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b) 피의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c) 상해를 입은 자가, 그가 상해를 입었다고 간주하는 시기에 1992년 법상의 통상

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였는지 여부

(4)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자에게는 위 (1)항에서 규정한 상해에 대한 1992년 법이 적

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다음 조항도 적용 된다.

(a) 공사를 통하여 또는 공사에 의하여(또는 공사의 보조에 의하여) 또는 노동부에

의하여 위 (1)항에 규정된 인적상해에 대하여 지급이 된 경우, 이 조항의 발효

이전이건 이후이건 관계없이, 1992년 법 하에서 정확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위 (a)항의 목적을 위해서는 1992년 법 제8조(3)항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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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지급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c) 이 조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 자격권은 1998년도 사고보험법의 제

13부와 이 법의 제11부에 종속된다.

(d) 2003년 7월 15일과 이 조항의 시행일 사이에 1992년법 제8조(3)항에 대한 청구

에 대하여 공사에 의하여 또는 공사를 대신하여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제5부가

적용된다. 그리고, 제5부는 마치 그러한 결정이 이 조항의 시행일에 결정된 것처

럼 적용한다.

(5) 그러나 위 (1)항에 규정된 어떤 결과로 어떤 사람이 정신적 또는 신경 충격을 받

은 일반적 손해에 대하여 이 조항의 개시 전후에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a) 만약 원고가 이 조항의 적용을 개시하기 전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소송과 관련된 상해에 대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b) 소송이 개시되고,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사고방지, 재활 및 보상

에 관한 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경우, 법원의 심리 절차와, 법원이 원고에게 정신

적, 신경 충격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을 이 조항에서 막을 수는

없다.

(c) 만약 원고가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 원고는 공사로부터 그 상해로 인하여 자격이

나 지불을 받았음을 법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를 결정

함에 있어서 그 자격과 지급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d) 판결이 선고되는 날 원고는

(i) 소송과 관련된 상해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없어야 하고,

(ii) 판결에 대하여 공사에 조언을 해야 한다.

(e) 만약 원고가 위 (a), 또는 (d)항의 결과로 적용을 잃게 되면, 공사는 1992년법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자격에 관한 4(a)항의 간주 금액을 회복할 수 없다.

21B.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가 적용된다.

(a)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 안 또는 밖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

(b) 그 정신적 상해는 아래(2)항에 규정된 어느 한 종류의 사건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일 것

(2) 위 (1)(b)항은 다음의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거나, 보거나, 들은 경우,

그리고,

(b) 그 사건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정신적 상해를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

되는 경우

(c) 일어난 장소가 뉴질랜드 안이거나, 또는 뉴질랜드 밖에서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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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항을 위하여는 정신적 상해를 입은 그 날에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였는

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4) 위 (3)항에 언급한 날짜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36(1)항에 규정하고 있다.

(5) 위 (2)(a)항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또는 듣는 것으로 본다.

(a) 사건에 관여되었거나, 그 사건의 증인인 경우,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있었던 경우

(6) 만약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차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험하거나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건,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다.

(a) 텔레비전을 본 경우(cctv 포함)

(b) 뉴스의 기사나 사진을 보고 읽은 경우

(c) 라디오나 전화로 들은 경우

(d)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경우

(7) 이 조항에서 사건(event)이란

(a)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갑작스런 사건의 직접결과를 말한다.

(b) 다음의 연속사건을 포함한다.

(i) 동일한 원인이나 상황에서 발생하고,

(ii) 종합하여 하나의 사건이나 행위가 되는 경우,

(c) 그러나 점진적 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22. 뉴질랜드 외에서 발생한 상해의 적용(특정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상해나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는 제외)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해의 적용을 받는다.

(a)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 외에서 상해를 입었고,

(b) 그 상해의 종류는 제26(1) (a), (b), (c), (d)중의 하나에 속하고,

(c) 상해를 입을 때 그가 뉴질랜드의 통상적인 거주자이고,

(d) 만약 그가 뉴질랜드 내에서 입었더라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해

일 것

(2) 위 (1)항은 아래(3)항에 종속된다.

(3) 아래(4)와 같은 상황 하에서, 뉴질랜드외부에서 치료의 결과로,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개인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상해의 적용이 된다.

(4)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등록된 건강전문가와 동등하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한 치

료일 것

(b) 개인적 상해는 만약 그 치료가 뉴질랜드 내에서 등록된 건강전문가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치료에 의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상해일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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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치료가 행해질 때 그가 뉴질랜드의 통상적인 거주자일 것(그 상해를 입을 때에

그가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5) 위 (4), (c) 의 상애를 입은 날의 날짜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38조에 규정하고 있

다.

(6) 제21조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1조가 적용되고,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제21조B에 규정된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21조B 가 적용되고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적상해의 적용(뉴질랜드에서 여행

중의 경우는 제외)

(1) 뉴질랜드의 통상적인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적상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

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a) 항공기, 또는 선박, 또는 아래(2)항에서 언급하는 탈것에 탑승한 경우

(b) 항공기 선박 또는 다른 탈것에서 정박, 또는 상륙중인 경우

(2) 위 (1)항에 언급한 선박, 항공기, 탈것은 그 사람이

(a) 뉴질랜드에 들어오려는 경우

(b) 뉴질랜드를 떠나는 경우

(c)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뉴질랜드 방문 중에 숙박을 하고, 뉴질랜드에 떠나는 경우

(3) 위 (1)의 (b)항의 목적에서는

(a) 정박은 사람이 건널판, 승객통로, 또는 배와 항공기, 다른 탈것에 부착하거나

기대는 통로에 있는 순간부터 정박은 시작된다.

(b) 상륙은 사람이 건널판, 승객통로 또는 배와 항공기, 다른 탈것에 부착하거나 기

대어 통로로 사용하는 것에서 사람이 떠나자 마자 상륙은 끝난다.

24. 업무관련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에 의한 인적 상해 적용범위 (1974년 4월 1일 이전

에 뉴질랜드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함 )

(1) 만약 다음과 같이 업무 관련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에 의한 인적상해가 발생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a) 1974년 4월 1일 이전에 제30조(2)항에 규정된 상황 속에서 업무 수행 또는 일을

통해서 인적상해가 발생하고,

(b) 뉴질랜드 밖에서 업무수행 또는 일을 한 경우

(c) 그러한 환경이나 일을 수행한 때에 뉴질랜드의 통상적인 거주자가 아니었을 경

우(그 상해를 입은 날에 통상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2) 위 (1)의 (c)에 언급된 날짜의 결정은 제37조에 규정한다.

적용에 관한 핵심 용어(Key terms relating to cover)

25. 사고(Accident)

(1) 사고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발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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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진적 과정이 아닌 특정한 사건 또는 사건의 연속,

(i) 사람의 외부 신체에 대한 힘(중력을 포함)의 작용이나 저항을 수반하고,

(ii) 사람의 외부 신체에 대한 힘(중력을 포함)의 작용이나 저항을 피하기 위한 급

격한 움직임을 수반하고, 또는

(iii) 신체의 뒤틀림 움직임을 수반한다.

(b) 어떤 고체, 액체, 가스의 흡입 또는 특정한 경우에 이물질의 흡입, 다만 감염자

에 대한 형사처벌 행위가 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프로토존, 곰팡이의

흡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ba) 고체, 액체, 기체, 곰팡이 또는 특정한 경우의 이물질의 구강섭취, 다만 감염자

에 대한 형사처벌행위가 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프로토존의 섭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c) 화상, 특정한 경우, 광선이나 파장에의 노출, 그러나 자연의 노출에 의하여 발생

한 화상이나 노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d)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간동안 피부를 통한 화학적 흡수

(e)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한 기간 동안 자연노출, 또는 극한의 기온과 환경에

노출

(i) 1개월을 초과하는 지속기간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감퇴시키는 경우

(ii) 사망에 이르는 경우

(2)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a) 그 특정한 행위가 치료로서 주어진 경우

(i) 뉴질랜드 내에서 등록된 건강전문의의 지시에 의하여

(ii) 뉴질랜드 외에서, 등록된 건강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지시에

의하여

(b) 모든 체외 기생충 감염(예: 옴 등), 업무관련은 제외

(c) 활성 매개체로 절지동물에 의하여 감염된 질병(예 모기에 물려 발생한 말라리

아)에 의한 수축, 업무관련 제외

(3) 사람이 인적 상해를 입었다는 그것 자체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가정

이나 추정을 추단하지는 않는다.

26. 인적 상해(personal injury)

(1) 인적 상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사람의 사망

(b) 사람이 겪는 물리적 상해, 예를 들면, 염좌 삠(strain and sprain)을 포함

(c) 사람에 의한 물리적 상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상해

(d) 제21조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상해

(da) 제21조B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하여 입는 업무관련 정신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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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의치와 보철불(단순한 마모 이상)의 손상

(1A) 인적상해는 제20조(2)항에 규정된 인적상해로 양쪽 귀의 청력 6%이상의 기능손

실이 있을 경우를 포함한다.

(1B) 인적 상해는 다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a) 제20조(2)항에 규정된 상해가 아닌 다른 상해

(b) 노화 현상

(c) 기타 다른 요인

(2) 제 20조(2)(e)에서 (h)까지 규정된 종류의 상해가 아닌 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

으로,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 20조(2)(i) 또는 (j)에 규정된 종류의 상해가 아닌 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 에피

소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인적상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a)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노화과정으로 인한 상해

(b) 치아나 틀니의 자연적 사용으로 발생한 치아 틀니의 상해

(5) 위 (1)의 (e)의 목적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철물에는 보청기,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를 포함하지 않는다.

27. 정신적 상해

정신적 상해란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인지적, 심리적 장애를 의미한다.

28. 업무관련 인적 상해(생략)

29. 업무관련과 자동차 상해(생략)

30. 업무관련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에 의한 인적 상해(생략)

31.삭제

32. 치료상해

(1) 치료상해란 다음과 같은 인적 상해를 말한다.

(a) 사람에 의한 고통

(i) 한명 이상의 등록된 건강전문가로부터 치료를 추구하는 중

(ii) 한명 이상의 등록된 건강전문가로부터 또는 지시를 받아 치료를 받는 중

(iii) 아래 (7)항에 언급되고,

(b) 치료에 의하여, 그리고,

(c) 아래를 포함한 모든 치료상황을 종합할 때 필요한 부분이나 통상적인 결과가 아

닐 것

(i) 치료시의 환자의 기본 건강 상태 및

(ii) 치료시의 임상지식

(2) 치료상해는 다음과 같은 상해의 종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a) 그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 건강상태로 인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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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적으로 자원 배분 결정에 기인한 상해

(c) 치료진행에 대한 동의 지연이나 비합리적인 보류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3) 치료결과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 못했을 때, 그 자체로는 치료상해가 되지 않는다.

(4) 제(5), (6)항에서 규정하는 상황 하에서 임상실험의 일부로서 주어진 치료의 결과

로 일어난 상해는 치료상해가 된다.

(5) 위 (4)항의 언급된 상황중의 하나는 신청인이 서면으로 임상실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6) 위 (4)항의 언급된 또 다른 상황은

(a) 윤리위원회가 실험을 승인하고, 그 주된 목적이 그 약품이나 품목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주로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충족되었을 때

(b) 윤리위원회가 뉴질랜드 건강연구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는 승인을 할 당시

의 건강 사무총장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

(7) 만약 어떤 사람이 치료상해로 감염이 된 경우 그 상해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

대된다.

(a) 그 사람의 배우자, 동거인, 만약 배우자와 동거인에게 감염이 옮겨진 경우

(b) 자녀, 만약 자녀에게 감염이 옮겨진 경우

(c) 만약 제3자에게 직접 감염이 옮겨진 경우 그 제3자

(d) 자녀 또는 제3자, 만약 그가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감염을 시키고, 그 배우자

동거인이 자녀나 제3자에게 감염시킨 경우

33. 치료(생략)

34.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의학적 치료과오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적용(생략)

35. 자동차 상해(motor vehicle injury) (생략)

36. 정신적 상해를 입은 날로 간주되는 날짜 (생략)

37. 업무상 점진적 과정, 질병, 감염으로 인적상해를 입은 경우로 간주되는 날짜 (생략)

38. 치료상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 (생략)

제3부 : 신청인의 권리와 청구(생략)

제4부 : 자격에 관련된 문제(생략)

제5부 : 분쟁 해결(생략)

제6부 : 계획의 관리(생략)

제7부 : 사고보상공사(생략)

제8부 : 사고관련 정보의 관리(생략)

제9부 : 기타 조항(생략)

제10부 : 작업 중 사고보험 조항과 관련된 경과조항(생략)

제11부 : 공사에 의하여 제공된 권한에 관련된 경과조항(생략)

총 401조, Schedule 8.(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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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 영국 : 2012 상해범죄 피해자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

1. 이 제도(상해범죄피해자 2012년 보상계획)는 양 하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국무성에서

제정한 1995년 상해범죄피해자보상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2. 이 제도는 2012년 9월 30일 이후 또는 제정된 때로부터 2주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적

용된다. 기관에 접수된 보상신청 또는 이 제도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접수된 신청

에 대하여는 이 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제141항에서 143항은 그 이전에 접수된 신청

에 관하여 적용된다.

3. 부속서 A는 이 제도의 해석에 관련된 것이다.

자격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

4. 만약 어떤 사람이 폭력범죄가 발생한 관련 장소에서 직접 그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상

해를 입은 경우에 이 제도에 의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폭력범죄의 의미는 부속

서 B에 설명되어 있다.

5. (1) 만약 어떤 사람이 관련 장소 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이례적이고 정당화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자격이 있다.

(a) 범죄자 또는 용의자의 체포

(b) 범죄의 예방

(c) 범죄 결과의 봉쇄 내지 수습

(d) 위 a 내지 c 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찰을 돕는 것

(2) 위 (1)항에서 규정된 목적의 위험감수는 만약 그것이 그 사람의 업무의 과정 속에

예정 된 것인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만약 어떤 사람이 범행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는 중에 관련 장소에서 상해를 입거

나, 범행직후에, 사랑하는 사람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상황에 의하여 상해

를 입은 경우 보상자격이 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loved one)이란 신청인과

(a) 사건당시 사랑과 애정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b) 만약 신청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존하면,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사람

이다.

7. 어떤 사람이 제4항 또는 5항에 의한 상황 속에서 상해를 입은 자가 이후에 사망 한

경우에 제57항에서 84항에 따라 보상한다.

8. 제 4항에서 6항에서 말하는 관련 장소는 영국 또는 부속서 C 에서 기술하는 그런 상

황하의 특정장소를 말한다.

9. 상해를 일으키게 한,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 영국 내 또는 다른 곳에서 폭행죄 판결을

받게 되는지 않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제도에 의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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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거주지. 기타

10. 이 제도에 따른 다음 사람은 보상자격이 있다.

(a) 상해를일으키게한그날짜에영국에서통상적으로거주 (ordinarily resident)하는자

(b) 상해를일으키게한그날짜에제11항중의하나의조건이충족된자, 또는

(c) dl 제도에의한신청을하는그날짜에제13항의조건중의하나가충족된자

11. 제 10항(b)에 언급된 조건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a) 영국시민

(b) 영국시민과 가까운 친척

(c)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의 국민

(d)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의 국민의 가족으로서 영국에 거주 할

권리가 있는 자.

(e)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CETS 116, 1983)당사국 국민

(f) 군인 또는

(g) 군인의 동반 친인척

12. 제11항(b)와 (g) 그리고 (2)호에서 말하는 사람은 만약 그가 가구구성원으로 함께 살

고 있으면, 영국시민 또는 군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그리고

(a) 시민 또는 군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

(b) 상해를 일으킨 그 사건직전에 최소 2년의 연속기간동안 같이 생활해온 군인, 시

민의 동거인(배우자, 법적 동거인 제외)

(c) 시민 또는 군인, 또는 그의 배우자, 동거인(법적 또는 (b)항에 설시한 사실상 동

거인)의 18세미만의 자녀

(d)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의존 관계가 있는 시

민 또는 군인의 자녀

(2) 제11조(g)항에서 말하는 동반자란 만약 그들이 그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고, 영국

외의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 군인의 동반 친인척이다.

13. 제10항(c)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당국에 의하여 인신매매의 잠재적인 패하자로 언급되는 사람

(b) 1971년 이민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민법상의 망명신청을 한 사람

14. 이 계획에 따라 보상을 신청한자 그리고 13조의 요건을 충족한자는 이송 또는 그 조

항에 언급된 신청과 관련한 최종결정시까지 이 계획에 따른 신청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5. 제10항에 의하여 이 계획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그와 관련한 제13항

조건만 충족된 경우에, 이송 또는 13항에서 언급한 신청이 다음요건을 충족하지 않

으면 자격이 없다.

(a) 당국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확인될 것, 또는

(b) 임시호보, 망명, 인도적 보호를 허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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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3항과 15항에

(a) 인신매매방지 유럽협약(CETS No. 197, 2005) 제10조에 의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당국에서 그 사람이 그러한 피해자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은 확정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b) 당국(competent authority)은 그 협약에 따라 영국에 설치된 해당권한 있는 자를

말한다.

(c) 인신매매피해자란 그 협약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다.

자격요건 : 다른 규정

17. 제87항에서 89항까지에 따라, 1964년 8월 1일 이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이 계획

에 따라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18. 만약 상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상해에 대하여 이 계획 또는 제14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형사보상계획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의 최종결정 여부

에 관계없이 보상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19. 만약 상해가 1979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때에 신청인과 가해자가 같은 가족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자격

이 주어지지 않는다.

20. 만약 상해가 1979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였고, 신청인과 가해자가 같은 가족구성원

으로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인 경우, 가해자가 신청인이 더 이상 함께 거주 하지 않

고, 앞으로도 동거하지 않을 것인 경우가 아닌 한 보상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1. 가해자가 보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보상의 보류 또는 감액의 사유들

22. 상해를 발생하게 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

은 경우에는 이 계획에 따른 보상은 보류될 것이다.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특정상황을 고려한다.

(a) 사고가 발생한 날의 신청인의 나이와 대처능력

(b) 신청인에게 일어난 사건의 영향으로 합리적으로 더 빠른 신고를 할 수 없었는지

여부

23. 신청인이 가해자를 사법판단을 받게 하는데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대한까지 협

조하지 않으면 보상은 보류될 것이다.

24. 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한 심사기관이나 사무소나 관련 직원에게 모든 합리적인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상은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인이 제시 한 주소로

통신을 보낸 후 회신에 연속적으로 회신에 실패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5. 만약 신청인이 상해를 발생하게 한 그 사건의 전이나, 진행 중이나, 그 후에 완전보

상 또는 보상을 하기에 부적절한 신청인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을 보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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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알코올, 마약 등이 어느 정도까지의 중독으로 인하

여 신청인이 취약한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이러한 중독행위는 그 부적절

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6. 부속서 D에서 신청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에 이 계획에 따라 어떤 경우에 보상이 보

류되거나 감소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시하고 있다.

27. 부속서 D의 3항 또는 4항에서 언급한 전과 외에, 신청인의 성품이 보상 또는 전액보

상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상을 보류 또는 감액할 수 있다.

28. 제22항에서 27항까지의 규정 외에도 치사사고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이 보

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a) 사망자의 행위가 사망을 초래한 행위 이전, 진행 중, 또는 그 이후에 보상 또는

완전보상을 받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이 행위는 사망자가 알코올 또는

마약으로 폭력범죄에 더 취약한 피해자가 된 중독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b) 특별한 이유들, 사망자의 전과에 기인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사망자의 사망 당

시의 성품이 보상 또는 완전보상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29. 제52항 (g), (h), (i) 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특정 비용) 은 그 조항에서 보

상자격자체가 보류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24항에서 제27항에 의하여 감액되지 않

는다.

보상금의 종류

30. 이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상해 지급금(32항에서 41항)

(b) 소득상실 지급금(42에서 49항)

(c) 특별비용지불 (50에서 56항)

(d) 사별금 (61항, 62항)

(e) 아동 지급금( 63항에서 66항)

(f) 부양자 지급금( 67항에서 74항)

(g) 장례 지급금( 제75항에서 77항)

(h) 치사의 경우에 특정지급금(78항에서 84항)

31. 이 계획에 따라서 개인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제 24조와 제28조에 따른 감액이 없을 경우 500,000 파운드이다.

상해지급금

32. 이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해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그 상해가 부속서 E의 표에 명기된 종류의 상해일 것 또는

(b) 제36항에 속하는 상황(기존 상황의 악화를 가속화)에 속하고, 그 상해가 그 표에

기술되어 있고, 최소 1,000파운드 이상의 악화 가속의 가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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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해지급금은 표와 제34항에서 37항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표는 다음 사항을 보여준다.

(a) A 부분에서 육체적 정신적 상해의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b) B 부분에서 치사, 성폭력, 물리적 학대의 경우에 대한 보상금액

(c) 특정한 상해에 대한 상해지급금의 결정에 관한 주석

34. 성폭력의 결과로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기준 표에 따라 최고 지급금까지 줄

수 있는 성폭력 또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상해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35. 수술을 요하는 상해에 대하여 상해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술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별도로 상해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6. 기준 표에 명시된 신청인의 상해는 기존상황에 대한 가속이나 악화를 포함하고, 상

해지급금은

(a) 악화나 가속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며

(b) 청구담당직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표에 명기된 상해를 참고하여 계산되

고,

(c) (b)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00파운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제로까지 감액 될

수 있다.

37. (1) 하나의 신청이 하나이상의 상해와 관련이 있고, 그 각각의 상해가 제32항에 따른

상해지급금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받을 상해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최고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기준표의 완전한 액수

(b) 동등한 또는 차상위 금액의 상해에 대한 기준표 금액의 30 퍼센트

(c) 세 개 이상의 상해가 있는 경우, 동등 또는 세 번째 상위금액의 상해기준표의

15 퍼센트

(2) 신청인이 자격이 있어 상해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 제34항에서 36항에 대하여도

위 (1)항 이하 조항이 적용된다.

기준표에 없는 상해

38. 신청서에 따라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A 부분 기준 표에서 동등한 상해정도를 기술한

부분을 찾지 못할 경우에 직원은 법원에 문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 후 담당직원이

그 상해의 심각성정도를 고려하여, 상해기준 표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기준

표에 편입하려면 국무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39. 제38항에 의하여 국무장관에게 문의된 상해의 경우, 상해에 대한 기준표 금액에 따

른 상해지급금은 그 상해가 형사상 상해인 것처럼 이 계획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40. 제110항에 의하여, 39항에 따라서 상해지급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만약 그 상해가

나중에 그 기준 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상해가 담당직원에 의하여 권고된



- 314 -

수준보다 낮은 기준 표에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의하여 반환될 수도 있다.

41. 제38항에서 40항은 2008년 형사 피해자보상계획 밴드 1에서 5까지에 포함되어 있었

지만 부속서 E에 있는 기준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실소득 지급금

42. 상해지급금의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제43항의 조건이 되는 경우에 소득 상실에 대한

지급금의 자격이 있다.

43. (1) 첫 번째 조건은 상해지급금의 자격이 되는 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근로

노동력이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자격이 있다.

(2)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신청인이 상해를 일으킨 그 날짜, 또는 연속적 사건의 경우에 그 연속적사건 진

행 중의 어떤 시기에 직업을 갖고 있었을 것

(b)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직전 최소 3년간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가

지고 있었을 것, 또는

(c) 위 (b)항에 언급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일을 가지지 않은데 대하

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이 조항의 목적 하에서는, 예를 들면 만약 풀타임 교육중이거나 또는 나이나 요

양책임에 대한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일

을 가지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4. 소득상실에 대한 지급금이 시작되는 기간은 제43항(1)의 조건이 충족된 신청자의 29

번째 주의 첫째 날부터 시작한다.

45. 소득 상실에 대한 지급금이 끝나는 시점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이다.

(a) 43항 (1)의 조건을 더 이상 신청인이 충족하지 못하는 날

(b) 신청인이 국가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한 날 또는

(c) 상해의 결과 신청인의 기대수명이 국가연금수령연령이하로 된 경우

46. 소득상실에 대한 지급금은 보상신청의 결정이전에 발생한 상실소득(과거 상실소득)

과 결정이후에 발생할 소득상실(미래소득 상실)과 관련될 수 있다.

47. 과거 상실소득의 관점에서 상실소득지급금의 결정은 다음을 곱하여 결정한다.

(a) 결정한 날의 주급, 그리고 1992년 사회보장기부 및 수혜법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의 제157조에 의한 법정 질병지불금에,

(b) 신청이 결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제45항에 따라서 계산이 끝나는 날까지, 일주의

부분은 완전한 주로 처리하여 그 기간 동안의 주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49. 제48항(미래 소득 상실)에 의한 소득 상실분 지급금은 부속서 F에 규정된 표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a) 표 A에 규정된 증액 지급기준 표를 적용하여 승수를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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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B의 미래날짜에 기산되는 소득상실의 일시금의 적용을 위하여 감수를 적용

(c) 표 C의 기대수명에 의하여 추산함

특별 비용 지급금

50. 상해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상해지급금을 발생하게 한 그 상해로 인하여,

28주 이상의 소득상실이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근로 능력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특

별비용지급의 자격이 있다.

51. 특별비용 지급금은 제52항에 열거된 종류의 비용에 대하여만 지급된다.

(a) 상해지급금의 발생을 초래한 그 직접상해의 발생일자 그날 또는 이후에 그로 인

하여 신청인에게 필수적으로 초래하게 된 것

(b) 그 조항 또는 유사한 조항에서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없을 것

(c) 그 비용이 합리적일 것

52. 특별비용의 지급은 다음 비용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

(a) 상해를 초래한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신청인이 물리적 보조를 받고 있던 소

유물이나 장비를 분실 또는 손상을 입은 경우

(b) 만일 신청자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내에서 국민건강서비스를 받았더라면 발

생 하였을 국민건강서비스비용이 아닌, 상해에 대한 국민건강서비스와 국가건강

서비스 치료 비용(소득상실분 제외)

(c) 특수 장비

(d) 신청인의 숙박시설의 개조

(e) 신청인의 신체기능 또는 식사준비와 관련된 요양비용

(f) 신청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심각한 위험을 회피해기 위한 신청인의 감독비용

(g)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에서 2005년도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에 의

한 공공보호자(Public Guardian), 보호법원(Court of Protection)에 대한 비용 또는

스코틀랜드에서 2000년 성인 무능력자에 관한 법(Adults with Incapacity Act

2000)에 의한 공공보호자 또는 보안법원의 이용비용,

(h) 신청인의 정신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행정처리비용 증가비용

(i) 제106항에 따라서 담당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위탁으로 발생하는 비용

53. (1) 특수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 보상담당 직원은

(a) 교체가 예상되는 개수를 고려한 교체비용을 산정한다.

(b) 신청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각각의 경우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을 감액한다.

(c) 부속서 F에 규정된 표 B에 따라서 적절한 감액을 적용한다.

(2) 제52항에 언급된 특별한 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될 경우, 보상 담당 직원은

부속서 F의 적합한 표에 따라서 연간 비용을 추산한다.

54. 특별비용지급금은 신청인이 특별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수혜금을 수령하거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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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지거나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류 또는 감액할 수 있다.

55. (1) 특별비용지급금은 신청인이 특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자격이 주

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류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2) 제52(a) , (b), (i) 또는 제53항에 의하여 미래에 발생할 동일한 비용, 위 (1) 항의

보험금지급금은 만약 그 보험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a) 신청인에 의하여 지급 또는

(b) 상해를 입은 날에 아동이었던 신청인의 부모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에 의하여 지급

56. 제54항 또는 55항에 의한 감액은 수혜금액, 보험지급금, 순소득세의 총 합계가 될 것

이다. 만약 수혜금액, 보험지급금이 미래에 지급될 예정이면, 부속서 F의 관련 표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감액한다.

치사의 경우 지급금

57. 제 4항 또는 5항에 속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사람의 자

격 있는 친척은 다음의 자격이 있다.

(a) 사별금 지불(제61항과 62항)

(b) 아동 지급금(제63항에서 66항)

(c) 부양자 지급(제67항에서 74항)

58. 제4항 또는 5항에 속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나 직접상해의 결과라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격 있는 친척은 제80항과 84항에 따른 보상의 자격

이 있다.

59. 자격 있는 친척이란 피해자의 사망 시기에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a) 사망한 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 법적 동거인

(b) 사망 직전에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이 동거하고 있던 동거인(배우자

와 법적동거인을 제외)

(c) (a), (b) 조항을 충족하나,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지 못

하였던 경우

(d) 경제적으로 사망자에 의존하고 있던 배우자 법적 동거인 또는 과거의 배우자 또

는 동거인

(e) 사망자의 부모, 또는

(f) 사망자의 자녀

60. 이 계획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지급최고한도는 제24항에서 28항에 따른 감액을 하기

이전에, 500,000파운드이다. 이 금액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그 상해로 인

하여 지급된 모든 지급금을 포함한다.

사별금 지급

61. 사별금 지급은 자격이 있는 다음의 경우가 아닌 친척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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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망자의 전 배우자 또는 전 법적 동거인

(b) 그 사망 시에 별거 중이던 사람

62. 한사람 이상이 사망자에 대한 사별금 지급의 자격이 있는 경우, 사별금 지급금액은

5,500파운드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별금지급액은 11,000파운드 이다.

아동지급금

63. 사망의 시점에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사망자에게 부모로서 의존하고 있었던 경우에

제59항 (f)에 따라 자격 있는 친척에게 아동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64. 아동지급금의 기간은 사망당일부터 시작하여 아동의 18세 생일 전날에 종료된다.

65. 아동지급금의 액수는

(a) 지급 기간 동안 매년 2000 파운드(각 일부연도는 기간 비례하여), 그리고

(b) 부모의 도움을 상실하여 아동이 감당하게 된 추가비용으로 담당 직원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하는 비용

66. 아동지급금은, 보상신청이 결정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과 관련한 지급부분을 부

속서 F의 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부양자 지급금

67. 사망자의 사망당시에 경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사망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자격

있는 친족은 부양자 지급금을 지급받는다.

68. 부양자지급금의 시작은 사망한날부터 기산한다.

69. (1) 부양자지급금의 종료는 다음 어느 것이든 빨리 도달하는 것에 끝난다.

(a) 자격 있는 친족이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18번째 생일 전날

(b) 사망자가 국가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날짜

(c) 부속서 F의 표 C에 따라, 또는 다른 의학적 증거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자의 수명이 종료되리라고 예상되는 날짜,

(d) 자격 있는 친족의 기대수명종료일, 또는

(e) 제68항에 언급된 50번째 기념일

(2) 부양자지급금을 계산할 때, 자격 있는 친척의 재혼비용, 새 법적 동거인, 또는 재

혼이나 새로운 법적 동거관계에 대한 전망은 고려하지 않는다.

70. 사망당시에 사망에 관한 제43항 (2)의 요건이 충족되고, 그 주요 재원이 사회보장 수

혜금이 아닌 경우에 경제적 부양에 대한 지급금이 주어진다.

71. 한명 이상의 자격이 있는 친족이 있는 경우, 부양지급금은 제68조와 69조에 의하여

각주를 참고하여 계산된다. 총 지불금액은 결정당시의 각주의 주간요율, 1992년 사

회보장기부와 수혜법 제157조에 따른 법적 질병지급금이 된다. 주간금액은 어떤 주

간이든 자격 있는 친족 간에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진다. 일부 주간에 자격 있는 친

족이 있는 경우 전체주간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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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제적 부양관계에 따른 자격 있는 친족의 부양자지급금의 총액은 전체 부양기간동

안 제71항에 따라 자격 있는 친족에게 할당된 금액을 합한 것이다.

73. 보상이 결정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금의 기간부분에 대한 것은 부속서 F의 관련

표를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부양지급금을 지급한다.

74. 물리적 의존에 관한 지급금은 제52항 (e)와 (f)에 의한 피부양자에 대한 요양과 감독

에 특별비용지급이 된 것처럼 계산한다. 제53항에서 56항까지는 대상자가 상해를 입

은 것처럼 그 지급금을 결정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례비 지급금

75. 제4항과 5항에 속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경우, 재산상 혜

택으로 장례비 지급이 된다.

76. 제 77항에 따른 장례비 지급은 2,500파운드 이다.

77.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25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2500파운드까지 지

급할 수 있다.

사망이전에 사망자에게 지급된 부양자지급금 또는 아동지급금의 지급에 대한 효력

78. 제79항은 이 계획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나, 나중에 보상을 받은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부양지급금 또는 아동지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79. 이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a) 한 사람 이상이 부양지급금 또는 아동지급금의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금의

총액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각자의 지급부분에 비례하여 감액된다.

(b) 한 사람이 그 지급금의 자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만

큼 감액 된다.

피해자가 보상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상해에 대한 지급금

80. 상해를 입고 있다가 상해의 직접결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자의 자격 있는 친

족은 사망한 그날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는 경우 보상자격이 있다.

(a) 그 사망자가 보상자격이 있었으나, 이 계획에 따른 최종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고,

(b) 자격이 있는 친족은 사망자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경우

81. 제80항에 의한 신청은

(a)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또는

(b) 그 이후라면, 보상담당 직원이 추가질문 없이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

거가 있어야 한다.

82. 제80항에 따라 자격 있는 친족은 다음과 같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a)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의 소득의 상실 분, 이 것은 사망자의

사망한 날 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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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42항에서 47항에 따라 계산한 사망자의 소득 상실분이다. 그리고,

(b)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날까지 초래된 특별비용, 이는 제 50항에서 52항, 그

리고 54항에서 56항에 따라서 계산된다.

83. 제80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급금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감액된다.

84. 사망자와 그 자격 있는 친족에게 지급된 어떤 지급금액의 총계도 500,000파운드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른 지급금의 보상에 관한 효력

85. (1) 이 계획에 따른 보상은 영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신청과 관련된 상해에 관

하여 다음의 경우와 같이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류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a) 상해보상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상을 수령하거나 주어진 경우

(b) 민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명령을 받은 경우

(c)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합의한 경우

(d) 배상명령을 받거나, 형사절차상 변제 제공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은 위 (1)항에 규정된 어떤 종류의 지급금액, 1997년 사회 보장법에 따른

순 혜택, 영국이나 그 외의 지역어디에서든 유사한 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

그 만큼 감액된다.

신청

86. 신청에 따른 보상의 결정은 이 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결

정된다.

87. 제88항에 따라서, 신청서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어떤 경우든 2년 이내에, 상

해발생 후 가능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신청서가 보상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청

인에 의하여 송부되어야 한다.

88. (1) 만약 상해가 발생한 날에 신청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신청서는 보상기

관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발송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의 18세 생일 이전에 사건이 경찰에 신고 된 경우에, 20세 생일이 끝나는

기간 내에, 또는

(b) 신청인의 18세 생일 이후에 사건이 경찰에 신고 된 경우에, 사건이 경찰에 신고

된 이 후 2년 이내

(2) 보상담당 직원이 추가 질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른 보상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89. 보상담당 직원은 다음조건이 충족되면 제 87항과 88항에 언급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신청이 더 일찍 행할 수 없었던 경우

(b) 보상담당 직원에 의하여 추가 질문 없이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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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보상담당 직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지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거나

추가 조사나 협의를 할 수 있다.

9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보상기관에서 제공한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b) 신청서와 관련하여 보상담당 직원이 요청한 지시나 추가조건에 따라야 한다.

(c) 신청에 이르게 한 그 상해와 관련한 85항에 언급된 다른 보상이나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보상 담당 직원에 고지해야 한다.

(d) 신청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담당

직원이나 다른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e) 주소변경에 관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변경사실을 직원에

게 제공해야 한다.

92. 신청인은 그 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의 정보에 관하여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a)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10조의 요건을 신청인이 충족한다는 증거

(b) 신청에 이르게 한 상해와 관련된 의학적 증거

(c) 상해지급금 이외의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부분을 입증할 증거

(d) 이 계획에 따른 보상신청에 관련된 상해 또는 다른 손실에 대한 지급금의 자격

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보유한 정보

93. 보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초래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신청인

이 지불한 법적비용 또는 위임비용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94. 보상기관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에 관련된 합리

적인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a) 92(b) 항에 관련된 의학적 증거

(i) 신청인이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얻을 수 없고, 보상기관이 얻을 수 있는

(ii) 신청인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iii) 그 비용이 50 파운드 이상일 때

(b) 보상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의학정보 또는 다른 전문적인 증거자료

(i) 신청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증거가 필요하고,

(ii) 모든 상황 속에서 보상기관이 그 수집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95. 보상기관은 제 94항에서 속하는 의학적, 또는 전문적 증거의 확보와 관련하여 초래

된 합리적인 부수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96. 보상이 결정된 경우, 보상담당 직원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초래된 비용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a) 보상기관에서 제 92(b)항에 언급된 의학적 증거 수집의 비용을 50파운드 이상

지급하였고, 그리고,

(b)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검진이나 다른 약속에 불출석함으로써 보상기관이 지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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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97. 신청은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청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결정 연기

98. 보상담당자는 신청의 결정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a)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이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가 끝날때까지

(b) 보상담당직원이 판단하기에,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보장 혜택, 보

험금 지급,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의 수령과 관련된 합리적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c) 제 14항에 따른 요청에 반응할 때까지

결정과 지급

99. 보상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문서로서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00. 제99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이 통지되었고, 신청인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를 원하는 경우, 서면결정통지일로부터 56일 이내에 보상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

록 신청인이 서면 수락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1. 제 99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이 통지되었고, 신청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재

심을 원하는 경우, 그 서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56일이내에 보상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재심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102. 보상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100항 또는 101항에 의한 시한을 한 번에 한해, 최

대 56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a) 최초 시한 만료 전, 후에, 서면으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b)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그 시한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경우

103. (1) 제 100항 또는 101항에서 요청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102

항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까지 신청인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담당자

는 결정을 철회하고,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상담당자는 관련 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2년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

104. 보상담당자는 제103조에 따른 철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5. 보상금은 제 106항에 따른 보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06. 보상담당자는 다음의 목적을 포함하여, 보상의 지급과 수령 절차에 관련하여 준비,

조건의 부과, 지시를 할 수 있다.

(a) 일 회 이상의 중간 지급하는 것

(b)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위임관계 개설 또는 보상 담당자가 지정하는 그러한 준

비나 조건의 부과하는 것

(c) 신청인이 18세가 되기까지 보상금을 보관하는 것



- 322 -

(d) 보상금의 지급을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일관성을 제공하는 것

(e) 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지정을 요구하는 것

(f) 미사용 기금에 대한 보상기관으로의 환원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더 이상 보상

금이 필요치 않게 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는 것

107. 제52(i)항에 의하여 비용의 증가가 그 지급과 관련하여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

106조에 따른 지시나 조건, 준비의 결과로 인한 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상기관은

지급하지 않는다.

108. 제106항에 의한 보상과 관련한 지시, 조건, 준비를 조건으로, 보상금 수령 자격은 보

상결정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보상기관이 받는 날에 발생한다.

재심사와 상환

109. 보상담당자는, 중간지급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만약 보상결정이전에

알았더라면 그 결정이나 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상황을 알게 된 경우, 보상의

최종 지급 이전까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10. (1) 보상담당자는 최종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 가해자에 대하여 사법판단을 받게 하는데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지 않

는 경우

(b)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보상담당자를 속인 경우

(c) 제 54, 55, 또는 85항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었던 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2) 변제 금액

(a) 위 (1)(a),(b)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액 전부, 그리고

(b) 위 (1) (c) 는 신청인이 받은 그 보상금에서 공제되었어야 할 금액

111, 보상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정에 대한 재심사 또는 제109항과 110항에 의

한 반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112. 신청인은 보상기관으로부터 제111항에 의한 서면으로 그러한 결정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의견(이의)을 표명하여야 한다,

113. 보상담당자는 재심사와 상환에 대한 최종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의 재심사와 추가지급

114. 보상담당자는 최종보상이 지급된 이후에도 순회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기 위한 경우

를 비롯하여, 제 115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추가지급을 위한 신청심사를 재개

할 수 있다.

115. 제 114항에서 언급도니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상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

(b) 신청인의 의학적 상황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어서 최초 결정을 유지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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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116. 신청에 대한 114항에 따른 재심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a) 보상기관이 결정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거나, 순회재

판소의 보상지시로부터 2년 이내, 또는

(b) 만약 그 이후라면, 보상담당자가 추가 질문 없이 신청을 결정 할 수 있기에 충

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사

117. 신청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제 114항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하여 보상결정, 또는 금액

(b)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103항에 따른 결정

(c) 보상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113항에 따른 최종 결정 통지

(d) 보상금의 상환 또는 일부 상환을 요청하기 위한 제 113항에 따른 최종 결정

(e) 제89, 102, 또는 120항에 따른 시한연장 거부 결정

(f) 94(a)항에 따른 의학적 증거와 관련한 결정, 또는 96항에 따른 감액결정

(g) 제114항에 따른 신청의 재개를 거부하는 결정

118. 신청인은 재심사 또는 항소에 대한 재심사는 신청할 수 없다.

119. 재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재심을 원하는 근거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

가 동반되어야 한다. 재심신청서는 신청과 관련된 서면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56일

이내에 보상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도달되어야 한다.

120. 보상담당자는 119항의 시한을 다음의 경우에 한차례에 한해 56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a) 최초의 시한이 종료되기 전후에 신청인이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b)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그 시한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

121. 재심에 대한 심사와, 제120항의 기한연장에 대한 결정은 신청과 관련된 그 결정을

행한 보상담당자가 아닌 다른 담당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재심을 심사하는 보상

담당자는 신청과 관련된 종전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123. 재심결정에 대한 이의(항소)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보상담당자는 재심결정에 따

른 신청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124. 제114항에 따른 신청재심사를 위한 재심을 결정을 한 경우, 보상담당자는 재심에

대한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신청에 대한 결정절차를 진행한다.

항소(이의)

125. 재심사결정이나 124항에 의한 심사재개에 대한 결정에 불만족하는 신청인은 법원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26. 항소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담당자는

(a) 항소 제기된 재심사결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b) 신청인에게 수정된 재심사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324 -

127. 제126항에 의하여 수정된 재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서면으로 보상기관과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a) 수정된 재심사 결정에 대한 동의, 또는

(b) 그 결정에 대한 거부

128. 제 127(a)항에 의하여, 서면동의서를 보상기관이 받고, 보상담당자가 이에 동의하하

고, 신청인이 법정 절차에 따라 항소를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은 수정된 재심사 결

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129. 법원에서 제117(a),(c), (d), 또는 (f)항에 의하여 재심사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허용하

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보상담당자가 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하는 것처럼 지시할 수 있다.

130. 제117(b)항에 의하여 재심사결정에 대한 항소를 법원에서 허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항소심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을 받아들이든 다시 재심을 청구하든 결정일로부

터 56일 이내에 보상담당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1. 제117(e)항에 의한 시한연장 거부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항소를 허용한 경우, 보상

담당 기관은 그 시한이 이 계획에 따라 보상담당자에 의하여 연장된 것처럼 처리

한다. 제 102항 또는 120항에 의한 결정과 관련하여, 항소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것을 수용하든 다시 재심을 청구하든 간에 결정일로부터 56일 이내에 보상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제117(g) 항에 심사 재개를 하지 않을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허용하기 전에 법원은

그 신청이 보상담당자의 추가 질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 항소를 허용하는 경우, 보상담당기관은 그 사건을 재개한다.

133. 제117(a), (c) , 또는 (d) 항에 의한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검토하는 경우, 법

원은 신청인에게 중간지급금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다.

134. 제 117(a), (c) , 또는 (d) 항에 따른 재심사 결정에 대한 항소가 경미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감

액할 수 있다.

행정관련 절차

135. 국무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과, 이 계획의 행정처리를 위한 조직을 담당

할 기구로 상해보상기구(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를 준비한다.

136. 보상기구의 장은 그 회계연도가 끝난 직후 가능한 빨리 국무장관과 스코틀랜드 장

관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137. 연간 보고서는 이 계획에 따른 운용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38. 보상기구의 장은 적절한 회계를 준수하고, 그 회계와 관련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139. 보상기구의 장은 국무장관이 지시하는 형태로 매 회계연도 거래명 세표를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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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40. 보상기구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직후 가능한 빨리, 또는 국무장관이 지시하

는 시기에 거래명세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과조항

141. 이 계획의 발효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2008년 9월 3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2008년도 상해피해자보상 계획에 따라

(b) 2001년 4월 1일 이후, 2008년 9월 3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2001년 상해피

해자 보상계획에 따라, 2008년에 일부 수정된 대로

(c) 1996년 4월 1일 이후,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1996년 피해자보상

계획에 따라, 2001년과 2008년에 수정된 대로

(d) 1996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1990년 2월 1일 시행된 계획에 따라

142. 제141항에 따라서 1990년도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결정할 경우(또는 1990년 계획의

제 29항에 따라서 그 이전의 계획에 따라), 그 신청서는 보상기관에 의하여 관리되

고, 그 계획에 따른 보상위원회에 의한 결정, 법원에 의한 결정은 보상기관에 의하

여 집행된다.

143. 만약 어떤 신청이 그 재심사를 결정한 그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경우, 제 141항에 기

재된 수정에 따라서 그 신청 또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44. 만약 신청이 이 계획의 효력 발생이후에 이루어지고, 2001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

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신청인 경우, 그 상해를 입은 날짜에 사망자

의 동성 동거인에 대하여는 이 계획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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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 미국 : 연방법률 42 U.S.C. 10601 – 범죄피해자 기금

(a) 설립

재무부에서(이하 이장에서 기금이라 한다) 범죄피해자 기금으로 불려지는 별도의 개

정을 생성한다.

(b) 벌금, 부가금, 몰수된 보증금의 기금 편입

아래 (c)에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은 기금으로 적립된다.

(1) 미국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벌금, 다만

(A) 벌금은 재무장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i) 멸종위기종에 관한 법률 제11조(d) (16 U.S.C. 1540(d))

(ii) 1981년 Lacey 법 제6조(d) (16. U.S.C. 3375(d))

(B) 벌금은 다음에 사용될 수 있다.

(i) 철도 비고용 보험법에 따른 철도 해고보험계정(45 U.S.C. 351)

(ii) 우편 서비스 기금에 따른 제39장 제2601(a)(2) 그리고 2003과 404((a) (7)의 명시

된 목적을 위해

(iii) 연방 수질오염관리법 제311조(33 U.S.C. 1321)에 따라 항해가능 수역 회전기금,

(iv) 제18장 3613조에 따른 카운티 공립학교 기금

(2) 제 18장 3013조에 의하여 수집된 부가금

(3) 몰수된 출석보정금, 보석보증금, 그리고 제18장 3146조에 의한 담보물의 수익금

(4) 제18장 3671(c)(2)에 의하여 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된 모든 금액

(5) 국장(the Director)은 금에서 수령하는 것을 승인한, 사적단체나 개인에 의한 기금에

의 일체의 선물, 유산, 기부, 다만, 감독기관이 기금에서 수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제외

(A)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조건을 첨부

(B) 범죄 피해자 사무소(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의 지

출을 요구하거나 조건이 부과

(C) 기금 총액보유; 회계연도 제한 없이 사용가능성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기금에 남

아 회계연도 제한 없이 이 장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d) (5)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연도에 기금으로 예치된 모든 금액은, 다음 회계년

도에 의회에 의하여 감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의 제한 없이 그 다음 회

계연도의 감사를 위하여 기금에 그대로 예치된다.

(d) 사법부 관리비용에 대한 가용성, 보조금 비율

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폐지

(2) (A) 아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에 예치도니 첫 번째 10,000,000달러는 이

장의 제10603a 조에 정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B) (i) 1998년 회계연도 기금보다 더 큰 금액이 예치된 특정 회계연도에는, 위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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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10,000,000달러에 1998년도 회계연도 보다 증가한 금액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이 장의 제10603a조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ii) 본 항에서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3) 위 (2)항을 이행하고 남은 특정회계년도의 기금은 연방 검찰청과 연방수사국에서 범

죄피해자를 위한 연방형사절차시스템과 피해자통지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특정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남은 금액을 배분하는 경우

(A) 47.5%를 이 장의 제10602조 보조금으로 가능

(B) 47.5%를 이 장의 제10603a 조 보조금으로 가능

(C) 5%는 이 장의 제10603(C) 의 보조금으로 가능

(5) (A) 위 (2),(3), (4)하에 따라 배당된 금액 외에, 국장(the Director)는 2001. 9. 11. 발

생한 비행기 납치 및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대테러긴급유보금으로 기금에

납입된 금액 중에서 최대 50,000,000달러를 따로 적립할 수 있다. 국장은 특정

회계연도에 위 (2), (3), (4)항에 따른 분배 이후에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최대

5%를 그러한 유보금으로 따로 적립하여 적립의무가 있는 금액을 보충할 수 있

다. 그러한 유보금은 50,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B) 위 (A)항에서 언급한 대테러 긴급유보금은 이 장의 제10603b조의 추가보조금으로,

그리고 이장의 제10603c 조희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자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 위 (A)항에 의하여 설립된 대테러 긴급 유보금액은 한 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년

도로 이월할 수 있다. 본조 (C) 항과, 2001년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와 사법 관련

기관 세출법 제619조(그리고 미래의 법률의 어떤 유사한 기금에 대한 제한 규정

도, 명시적으로 본조항을 언급하지 않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금액은 기금

에서 적립된 금액의 의무금액에 대한 사용제한에 종속되지 않는다.

(e) 지급금액과 미사용금액

이 장에 의하여 보조금의 일부로 지정된 금액으로서, 그 회계연도 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미사용금액은, 보조금이 그 다음 연속 3회계년도내에 사용될 수 있

도록,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장(the Director)의 재량하에 본조 (d)(5) 항에 언급

된 긴급유보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f) 미국에 대한 범죄, 제외사항

이 조항에 사용되는 미국에 대한 범죄의 개념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군형법 위반 (10 U.S.C. 801 등)

(2) 워싱턴 DC법률 위반

(3) 인디언 범죄나 인디언 부족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죄

(g) 인디언 부족에 대한 보조금; 아동학대

(1) 법무부장관은 본조의 (d)(2)항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기금 중에서 15%를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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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원주민의 다음과 같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개발, 운용하는데 사

용할 수 있다.

(A) 아동학대 특히 아동 성폭행에 대하여 아동 피해자의 추가 트로우마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건 처리

(B) 아동 학대 특히 아동 성폭행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

(2) 법무부 장관은 본조의 (d)(2)항에 의하여 (기금 분배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의 5%를 인디언 부족의 아동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 항에서 사용하는 부족(tribe)의 의미는 제25장의 450b(b)(3)조에 규정된 의미를

말한다.

42 .U.S.C. 10602 – 범죄피해자 보상

(a) 국장의 권한, 보조금

(1) 제(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the Director)는 2002년 회계연도의 40%

를 자격 있는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 보조금으로 분배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금액과 별도로, 그 전년도 기간 중에 , 그 다음회계년도의 금액의 60%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규정된 대로, 본조의 보조금은 보상지급금으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2) 만약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이 위(1)항에 규정 된 대로 2002년 회계연도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60%금액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장은 사용가능한 금액에서, 재산손해에 대한 지급금을 제외하고, 그 전

년도 회계기간 중에 모든 자격 있는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 동등한 비율로 지

급받도록 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의하여 5%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받는 연방 범죄 피해자보상프로

그램의 행정관리와 교육목적으로 보조금을사용할 수 있다.

(b) 자격 있는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조항에서 말하는 자격 있는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으로 본

다.

(1) 주정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피해자와 생

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주고,

(A) 정신건강 상담비용과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물리적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

(B) 보상 가능한 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인한 임금 손실, 및

(C) 보상 가능한 범죄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

(2) 그러한 프로그램이 법집행기관의 합리적 요청과 피해자 협력을 촉진시키고,

(3) 주정부는 받은 보조금이 그렇지 않으면 범죄피해자보상에 사용될 수 있는 주정부기

금을 보충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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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내에서 발생하는 보상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은 그러한 주에 거

주하는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그 주의 비거주자인 피

해자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5) 그러한 프로그램은 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근

거하여 주내에서 일어나는 연방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한다.

(6) 그러한 프로그램은 주 밖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그 주의 거주자에 대한

피해자 보상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한다.

(A) 그 범죄가 주내에서 일어났다면 보상 가능한 범죄일 것

(B) 그 범죄가 발생한 주에서는 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을 것

(7) 가해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라는 것을 이유, 또는 가해자와 피

해자가 동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거부되지 않는다.

(8) 그러한 프로그램은 연방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은 자가, 벌금, 기타 금전형, 또는 범

죄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고 그 이행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9) 그러한 프로그램은 국장(The Director)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본조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보와 보증을 제공한다.

(c) 소득, 자원 그리고 자산으로부터 제외

다른 법률(Public law 107-42 제 4장외에)에도 불구하고, 의료 또는 다른 지원을 하

는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소득한도, 자산한도, 자원한도 요건의 관점에서,

(또는 그러한 지급 또는 비용 상환), 본조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보상

금으로 받은 금액은 신청인의 소득, 자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모

든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원조금액의 총액이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서 감액되지 않는다.

(d) 정의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1) 재산상의 손해라는 용어는 보철, 안경 또는 다른 교정렌즈, 치과장치의 손상을 포함

하지 않는다.

(2)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의료비(medical expenses)의 범위는 안경, 기

타 교정렌즈, 치과진료 및 보철장치, 주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치료방법에 따라 제공

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3) 보상 가능한 범죄란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

고, 제18장 247조에서 규정한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을 포함한다.

(4) 주(State)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기타 미국의 영

토나 소유지역을 포함한다.

(e) 연방 프로그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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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만약 범죄피해자보상 프로그램이, Public Law 107-42의 4

장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또는 연방재원으로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연방정부에서 지급할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1) 그러한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2) 다른 프로그램(the other program)은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의 존재여부에 관계없

이 지급한다.

42 U.S.C. 10603 범죄피해자 지원

(a) 국장의 보조금 권한, 주정부 최고집행자, 금액, 자금부족

(1) 기금의 재원 가용성에 따라, 국장은 이 조항 하에서 보조금의 목적으로 제

10601(d)(2)(1)조, 또는 10602조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기금의 어떠한 비율이든지

연간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주의 집행책임자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러한 집행책임자는

(A) 성폭력 피해자,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피

해자지원프로그램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B) 이전에는 소외되었던 계층의 폭력범죄 피해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

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장은 주와 지방의 공무원

들과 민간단체 대표자들과 협의한 후, 본 조항을 이행하고, 각 주에서 소외받는 범

죄피해자의 인구를 결정함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C) 그렇지 않으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가능한 것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금을 보

충하는 용도에 범죄피해자지원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주어지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

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D) 본 조항의 목적으로 국장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관련된 정보와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위 (1)항에 의한 보조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A) 각 주의 기본금액과 및

(B) 모든 주의 인구에 대비하여 각주의 인구비율로 각 주에 분배한 결과 각주의 당시

의 남아 있는 재원의 비율

(4) 위 (1)항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가능한 금액이 각주의 기본 금액을 충당하기에 부족

한 경우, 각 주간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5) 이항에서 사용하는 “기본금액(base amounts)” 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아래 (B)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500,000달러

(B) 북 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사모아, 미국과 팔라우 공화국간의 자유 연합 협정에 의

한 적용을 받는 팔라우 공화국, 20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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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기타 미국의 영토 내에서 지방법

집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연방정부기관은, 이 조항에서, (c )(1)항의 보조금 목

적에 관하여는 적합한 피해자지원프로그램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수 있다.

(b) 프로그램의 자격, 요소, 금액의 한도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은 적합한 피해자지원프로그램으로 본다.

(A)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그러한 기관의 연합 단체에서 운영되고, 그러한

기관에서 피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B)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i)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 그리고 기금이외의 자원

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ii) 기금 이외의 자원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

(C) 최고경영자가 이러한 요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할만한 절박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

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D)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공 또는 사적 노력들을 지역사회에서 협력하도록 촉진

한다.

(E) 범죄피해자 보상 혜택을 받으려는 잠재적 수요자들을 돕는다.

(F) 정부에서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은 본조 (a)

항에 의하여 받은 금액의 총액을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확대할 수 있다.

(3) 본조 (a)항에 의하여 받은 총액의 5%미만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금액을 받는 주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행정과 교육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c) 보조금, 목적, 국장의 책임, 국장에 의한 보상

(1) 국장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A) 적합한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 준수노력, 교육과 기술지원

(B) 적합한 범죄피해자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연방범죄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C) 비영리이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피해자지원 단체와 피해자지원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

(2) 보조금으로 가능한 양은 아래에서와 같다.

(A) 50%이상이 위 (1)(C), (1)(A)dp 의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B) 50%미만이 위 (1)(B)의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 위 (1)(C)항에 대한 1회의 보조금으로 10,000달러 미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3) 국장은

(A)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Public Law 97-291) 제 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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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방범죄피해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연방 법집행 기관의 장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C)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자지원과 다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피해자지원서비스를 조정하여야 한다.

(D) 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 장의 목적에 관련된 다른 기능을 수행하여

야 한다.

(E) 본 조항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기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i)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통하여, 위

(1)(A) 그리고 (B)항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임상 인턴쉽 또는 보조금

(ii) 시연과 설문조사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및 정보의 보급을

위한 교육과 특별 워크숍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

(4) 국장은 연방정부의 기구나,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기능수행계약에 대하여 상환

(reimburse)할 수 있다. ,

(d) 정의

본조에서 사용하는

(1) 주정부(state)는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의 다

른 영토나 점유지를 포함한다.

(2) 범죄피해자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위기개입 서비스

(B) 긴급상황에서, 법정동행, 단기 아동보호서비스, 임시주거제공,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것

(C)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

(D) 범죄피해자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법의학적 검사 비용의 지급

(3) 연방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연방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서비스와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A) 연방범죄피해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훈련

(B) 다음 정보물의 준비, 발간, 배포

(i) 범죄피해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i) 연방 법집행기고나 종사자가 사용할 연방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C) 범죄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하기 위한 급여

(4) 위기개입서비스(crises intervention services)란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기에

상담을 통한 감성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최고책임자(chief executive)는 이 조항에서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명 받은 자도 포함한다.

42 U.S.C. 10603 a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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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본조 10601(d)(2)조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은 이 장의 5106c(1)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지정되고 집행된다. 기금에서 배분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지

정되지 않은 금액의 어떤 부분도 10603(a)조의 지급금으로 재 이전 한다. 다만 1986년 회계

연도에 기금으로 편입되고, 1987년 회계연도에 지정 가능한 경우에, 지정되지 않은 그 금액

은 1988년 9월 30일까지 지정 가능한 상태로 남는다.

42 U. S. C. 10603 b – 테러 및 다중폭력 피해자 보상 지원

(a)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테러행위 피해자

(1) 일반적으로 국장은 본조 10601(d)(5)(1)에 규정된 대로 주정부, 피해자지원기관, 그

리고 공공기관(연방, 주, 지방정부 포함),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을 하는 비정부기

관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하여 , 미국 외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나 다

중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절차 진행 중의 긴급구조금, 위기개입지원노

력, 지원을 위한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이 항에서 사용하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미국 국민 또는 미국 정부 공무원 또는 고용인으로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

한 테러행위 도는 다중 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B) 위 (A)항에 언급한 사람에는 18세 미만, 무능력자, 불구자, 또는 사망자, 그 사람

의 법적 보호자나 가족구성원을 포함한다.

(3) 해석의 규칙

이 조항의 어떤 규정도 국장이 모든 외국기관(제50장 1801(a)에 규정됨), 또는 중요한 정

치적 로비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또는 외국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b) 미국 내 테러 피해자

국장은 제10601(d)(5)에 규정된 대로, 적합한 피해자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과, 피해자지

원단체, 공공기관(연방, 정부, 지방정부포함), 피해자지원을 돕는 비정부기구에 추가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와 다중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에 대하여, 긴급구제, 위기개입 대응 노력, 수사와 기소 중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하도

록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2. U.S.C. 10603 c – 국제 테러피해자 보상

(a) 정의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테러

국제 테러리즘이란 제18장 2331조에 규정된 의미를 말한다.

(2) 미국국민 (national of United States )

national of United States란 제8절 1101(a)dp 규정된 의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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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A) 일반적으로 피해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i) 1983년 10월 23일 이후에 국제테러리즘의결과로 직접적인 신체적, 감정적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수사 또는 민사 형사적 소추가 1996년 4

월 24일 이후에 진행되어 온 경우

(ii) 국제테러리즘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미국 국민 또는 공무원, 또는 미국 정부의

고용인인 경우

(B) 무능력자, 불구자, 사망자

피해자가 18세 미만, 무능력자, 불구자, 사망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의 법

적 보호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본조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C) 예외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나 다중 폭력사건에 대

한 형사책임이 있는 자는 본 조항에 따른 보상이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b) 보상지급

국장은 본조 제10601(d)(5)(A)에 따라서 미국 외에서 국제테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

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유보자금을 사용할 수 있

다.

본 조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1986년 외교안전과 대테러법률 제8절에

의한 국제테러리즘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다.

(c) 연간 보고서

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조의 프로그램의 활동상황과 상태에 대한 연간보

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보상에 대한 신청과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

(2)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설명

(3)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자 지원의 전체 통계 분석

(A) 보상 신청된 전체 건수

(B) 승인 건수와 지급금액

(C) 신청 기각 건수와 기각이유

(D) 신청에 대한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E) 계류 중인 보상신청건수 및 미래 소요예산 추정

(4) 미래 프로그램 수요 분석과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분석

42 U.S.C. 10603d –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보조금

(a) 총괄

국장은 본장 제10603(c)(1)(A)에 규정된 대로, 주정부, 부족, 지방 검찰청, 법집행기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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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도소, 교정기관, 그리고 권한있는 공공, 사적 단체에,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죄피

해자의 권리를 개발하고, 확립하고,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 본조에 의한 보조금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사용할 수 없다.

(c) 허위청구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절의 3729조에서 3731조항(통상 허위청구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받은 금액은, 처분에 의하여 본조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2 U.S.C. 10603 e – 범죄피해자 통지 보조금

(a) 총괄

국장은 본장 제10603(c)(1)(A)항에 규정된 대로, 주정부, 부족 또는 지방검찰청, 법집행기

고나, 법원, 교도소, 교정기관, 그리고 권한 있는 공사단체에, 피해자에게 중요한 날짜와

형사소송절차에 관련된 진행과정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는 최첨단 시

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 시스템의 통합

본조에 의하여 개발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들이 운영하는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과 통합 될 수 있다.

(c) 처분권한 부여

본장 제 10601(d)조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펀드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본조의 이행을 위

해서 배정 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다.

(1) 2005회계년도에는 5,000,00달러,

(2) 2006, 2007, 2008, 2009년도에 각 5,000,000달러

(d) 허위 청구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절의 3729조에서 3731조항(통상 허위청구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받은 금액은, 처분에 의하여 본조의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2 U.S.C. 10604 – 관리 규정

(a) 국장의 규칙, 규정 제정권한

국장은 이 장에서 국장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규정, 지침 ,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b)기록 관리

이 장에서 각 수령금액의 합계는, 그러한 금액의 수령에 의한 처분과 금액에 대한 완전

한 공개와, 그러한 총액이 사용되고, 비용의 일부가 다른 자원으로 활용된 비율 등을 포

함하여 국장이 기록으로 관리하고, 그러한 기록은 효율적인 감사를 촉진하도록 한다.,

(c) 회계감사를 위한 국장의 자료 접근권

국장은 본장에서 어떠한 책, 문서, 서류, 수령기록에 대하여 회계감사의 목적으로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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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고, 국장의 의견에 의하여, 이 장에 의하여 기금의 지출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d) 연구 통계정보의 공개, 금지,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허가, 증거로서의 정보 승인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공무원, 또는 정부 고용자, 이장에서의 어떤

수령자도 이 장에 따라서 취득한 정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도 이장에 의하여 제공도니 통계정보 또는 연구결과를 사용하거

나 누설할 수 없다. 그러한 정보나 정보의 사본은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고, 그러한 정보

를 제공한자의 동의 없이는 소송이나 사법, 입법, 행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e) 차별 금지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장애, 성별을 이유로 위 혜택의 참가에 배제되거나 거

부되거나, 이 장에서 지급되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관한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f) 규정위반, 청문, 국장의 권한

합리적인 통고와 서면으로 청문기회를 제공한 이후에, 국장이 어떤 주에서 이 장의 규정

과 규율,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

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국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해당 주에 대한 지급을 종료

(2) 위반행위가 종료되어 국장이 만족할 때까지 해당주에 대한 지급중 단

(3) 기타 국장이 절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함

(g) 보고서

국장은 1990년 12월 31일부터 그 이후 매 2년 후 6월 30일에 대통령과 의회에, 제10601

조에 규정된 각 재원금액으로부터의 수입과 이 장에 의한 지원활동의 효율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h) 노력 유지

이장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금액을 받는 각 단체는 행정목적으로, 그러한 금액이 주정부

나 지방기금의 보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연방기금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목

적으로 그러한 기금금액만큼을 증액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2 U.S.C. 10605 – 범죄피해자국 설립

(a) 법무부내에 설립

법무부내에 범죄피해자국(Office for Victims of Crime)을 설립한다.

(b) 국장의 임명, 권한, 제한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범죄피해자국을 주관한다.

국장은 국에 부여된 모든 보조금, 협력협정, 계약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지고, 법무차관을

거쳐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장은 국장으로서 직무수행 외에 다른 업무에 종

사할 수 없으며, 이장에 의한 계약이나 협정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기관, 기구를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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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c) 국장의 의무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장의 제10601조에 의하여 가능한 기금의 관리

(2) 본장의 제10602조와 10603조에 따라 적합한 주에 기금의 제공

(3) 이 장의 제10603(c ) 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립

(4)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주, 지방정부, 기타 공사단체와 국제기관

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

(5) 기타 법무부 장관이 위임하는 일

42 U.S.C. 10606 폐지

42 U.S.C. 10607 –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a) 담당 공무원의 지정

미국 각 부서와 기관의 장은 인지, 수사, 기소에 대한 형사사건의 각 단계에서 범죄피해

자에 대한 확인과 아래 (c )에 언급한 서비스를 담당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의 이름

과 직책에 대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b) 피해자 확인

범죄의 인지이후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가장 빠른 기회에 책임 있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과 같이 해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범죄의 피해자를 식별

(2) 아래 (c)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3) 피해자가 아래 (c)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

장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각 피해자에게 제공

(c) 서비스의 종류

(1) 전담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피해자가 긴급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해자에게 알려줌

(B)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명령(restitution)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그러

한 피해 구제수단에 대하여 알려줌

(C) 상담과 치유 또는 다른 피해자지원을 하는 공공 또는 사적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

려 줌

(D) 피해자가 위 (A), (B), (C)에 의하여 서비스와 구제를 지원하는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

(2) 피해자 전담공무원은 피의자로부터 및 피의자와 함께 출석함에 있어 합리적인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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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하는 동안 전담공무원은 다음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게 통지

를 해야 한다.

(A)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지하기 적합한 정도 내에서 범

죄의 수사상황

(B) 용의자의 체포

(C)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내용

(D) 제 10606(b)(4)(2)에 의한 참석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어지거나 증인으로 참석해

야 하는 각 법정 절차에 대한 스케줄

(E)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석방 상태

(F) 유죄인정, 불항쟁의 답변, 심리 후 평결

(G) 가석방 가능한 날짜를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4) 재판 절차 중 전담공무원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또는 증인들로부터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재판 후, 전담공무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가증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A)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청문회 일정

(B) 가해자의 도망, 업무 석방, 휴가, 기타 종류의 구금상태에서의 석방

(C) 가해자가 구금 중 사망하였을 경우 구금자의 사망

(6) 전담공무원은, 항상, 피해자의 어떤 소유물이 증거목적으로 보관 중인 경우, 좋은

상태로 관리하였다가 더 이상 증거목적으로 필요치 않게 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반

환될 수 있도록 한다.

(7) 법무부 장관 또는 성폭력사건의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증거 목적으로 수사

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검사의 비용을 직접 또는 상환의 형식

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행 후

12개월 동안, 성폭행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HIV, 임질, 헤르페스, 클라미디아, 매

독을 포함한 성병에 대하여 최대 2명의 익명 및 신분보장 시험의 비용과, 그 테스

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숙련된 사람에 의한 상담비용을 제공해

야 한다. 피해자는 이 조에서 제공하는 익명성과 신분보장 테스트를 포기할 수 있

다.

(8) 전담공무원은 수감자의 석방, 귀휴, 보호관찰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

여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교정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청구원인

이 조항은 위 (b), (c )에 의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이 제공 받지 못한 경우

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청구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e) 정의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공무원은 위 (a)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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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피해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또는 금

전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A) 피해자가 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로부터 대표권한을 받은 자,

(B) 18세 미만의 경우, 무능력, 불구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다음중

하나(우선순위에 따름)

(i) 배우자

(ii) 법적 보호자

(iii) 부모

(iv) 자녀

(v) 형제자매

(vI) 다른 친족

(vii)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

42. U.S.C. 10608 – 범죄피해자를 위한 화상증언

(a) 총론

연방형사소송절차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재판장소가 변경된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공판과정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 재판이 초기 진행되었던 주 밖에서

(2) 처음에 절치가 진행되었던 곳으로부터 350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경우 법

원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람이 법원의 결

정을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송을 명령할 수 있다.

(b) 접근제한

(1) 일반론

공식적 법원의 보안담당자, 또는 특별히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아니면, 그 폐

쇄회로 텔레비전방송을 볼 수 없다.

(2) 예외

법원은 만약 재판장이 법정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1)항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않는다.

(c) 제한

(1) 위 (a)항에 의한 송신은 법원에 의하여 항상 통제하에 있어야하고,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전송되어야 한다.

(2) 이 조항의 (a)항에 의한 송신은 공개방송이나 보급은 금지된다. 위 (a)항에 의하여

테이프가 생산된 경우, 그러한 테이프는 법원의 재산으로서 밀봉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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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항의 위반 및 이 조항에 따라서 행해진 규칙이나 명령에 대한 위반은 제18장

40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다.

(d) 기부

연방법원 행정사무국은 이 조항의 수행을 위하여 기부를 받을 수 있다.

(e) 해석

(1)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없다.

(i) 미국이나 공무원, 고용자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사용될 수 없다.

(ii) 이 조항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항변을 제공하지 않는다.

(f) 주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주의 의미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영토나 소유지를

말한다.

(g) 규칙

미국 Judicial Conference에서 제28장 331조의 규칙제정권한에 따라서, 이 조항의 정책집

행을 휘해 규칙을 제정, 공포하거나, 현재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의 이행

이 되면 본 규정은 효력을 정지한다.

(h) 시행일

이 조항은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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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4〉○ 독일 :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범죄피해자보상법

안-OEG)

Crime victims Compensation Act as promulgated on 7 January 1985 (Federal Law

Gazette IS. 1), last amended by Article 1 of the Act of 25 June 2009 (Federal Law

Gazette I 제 1580)

제1조 : 보상권

(1) 누구든지, 이법의 유효한 영토 내, 또는 독일 선박, 항공기내에서, 고의의 불법적 물

리적 폭력행위나 또는 그러한 폭력에 대한 합법적인 방어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

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연방전쟁피해자 보상법이 제공

하는 바에 따라 그에 준하여 건강침해와 경제적 손상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의 적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잘못인식하고 범행했

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2) 다음사항은 1항에서 말한 물리적 폭력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1. 독극물의 의도적인 투여

2. 범죄로 인하여 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적어도

과실에 의한) 일으키는 것

(3)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1조 제(2)항 (e), (f),의 조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는 이법의 1항에서 말하는 상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

제1조(2) (e)도 역시 형사절차 진행 중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가 입은 사고에 대하

여도 적용된다.

(4) 외국인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만약 그가 유럽공동체회원 국가의 국민인 경우

2. 만약 독일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유럽공동체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3. 상호주의가 보장되는 경우

(5) 기타 외국인은 6개월 미만의 임시거주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경

우에 다음조항에 따라 보상권을 가진다.

1. 최소 3년 이상의 중단 없는 합법적 거주를 독일에서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독일국민과 동등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3년 미만의 중단 없는 합법적 거주를 독일에서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 소득관련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법에서의 합법적 거주의 의미에는 강제추방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에도 포함한다. 1990년 8월 31일의 독일 통일조약

(연방법률 공보 1990 II, p제885, 1069)의 부속서1, 제8장, K영역, 제3부 18호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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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전에 그들이 주소, 거소, 또는 영구거주지를 이법의 유효한 영토 내에 가지

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 흡수 통일된 지역에서 입은 외국인의 상해에 대하여도 필요

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6) 6개월 이하의 합법적, 임시 독일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위 5항 2호와 같은 방법

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1. 만약 그가 독일 국민과 3등급이상의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4, 5항에서 언급하는

그룹에 속한 외국인인 경우, 또는 제8항에서 상술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만약 그가 1983년 11월24일의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을 체결하고 협

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경우

(7) 만약 외국인이 제5, 6항에 의하여 피해자보상권이 있는 경우

1. 추방 또는 강제 출국되거나, 또는

2. 독일을 떠났고 그의 거주기한이 종료되고, 또는

3. 독일을 떠났고, 6개월 이내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그는 독일에서 중단 없는 합법거주의 각 시작년도에 월기초연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총합계 월 기초연금의 10배 이상, 30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시금으

로 지급된다. 이것은 만약 외국인이 거주법(Residence Act) 제53조, 제54조, 제55조

(2)의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추방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

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일시금청구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두 번째 문단에 의

한 추방의 경우, 또는 제5항과 6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추가청구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그 상해정도가 부상연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

일하게 준용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범행이 1993년 7월 27

일 이후에 행해진 경우에, 이주외국인과 1951년 7월 28일(연방 법률 공보 1953II 제

559)난민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독일 소재 외국인, 1954년 9월 28일(연

방법률 공보 1976 II 제47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에

게도 적용된다. 첫 번째에서 4번째 문단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토 내에 거주하

지 않는 생존부양가족에게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8) 범죄피해자의 생존 부양가족은 신청에 의하여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의 보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5항에서 7항까지의 조항과 10조의 셋째 문장을 적용할 수 있다.

7항과 관련하여 일시금을 계산함에 있어 생존 부양가족의 거주는 가능한 우호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임금을 받던 파트너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고, 다른 파

트너가 그의 자녀를 돌보고 있을 때,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40, 제40조a, 그리고

41조에 의하여 동거파트너도 보상청구권이 있고, 이 청구권은 자녀의 생애 최초 3년

간으로 한정된다.

(9) 신청인 또는 수혜가가 연방 범죄피해자보상접의 10조(4), (5)에 따라 1항 또는 8항에

서 의미하는 상해,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8조a에 속하는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상

해, 간병인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보조를 위해 동행하는 사람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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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1항에 의한 상해로 간주한다.

(10) 신체착용보조기구의 손상, 한경, 콘택트렌즈, 틀니의 1항에서 의미하는 물리적 상해

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11) 이 법은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에 의한 폭력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 64e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1조(3)항

64조에서 64d, 64f, 그리고 89조는 독일지방이 비용부담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연방

노동사회부의 승인이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제4조)의 최고 지방기관의 동의로 대체

된다. 독일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된다.

(13)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20조는, 1항 세 번째 문장에 규정된바와 같이, 그 숫자는

전년도와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으로 적용되고, 범죄피해자의 숫자와 이법에 따

라 연금대상자가 되는 생존부양가족의 숫자에 의하여 대체된다. 1항의 네 번째 문단

의 연금수령자당 건강기금지출에 대한 조회는 건강기금가입원에 대한 건강기금지출

에 대한 조회로 대체된다. 2항 첫 번째 문단은 연방전쟁범죄피해자보상에 대한 최고

토지책임자, 또는 그 책임을 맡은 기관에 적용된다. 제3항의 첫 번째 문단에 언급된

숫자는 1.3으로 대체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의학적 교육학적 치료, 물리치료, 물리 운동치료는 필요한 경우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제2조 : 보상 거절의 사유

(1) 만약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상해를 초래했거나 범죄피해자의 행위책임으로 돌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다른 이유로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은 범죄피해자나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부된다.

1. 현재 또는 과거에 고향에서 정치적 갈등에 적극 개입되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2. 현재 또는 과거에 고향에서 무력충돌에 적극 개입되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증

거가 있는 경우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또는

3. 현재 또는 과거에 조직범죄에 가담하거나 폭력범죄에 관여된 조직원이었던 경우, 상

해와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2) 만약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범죄자의 기소에 최선의 협력을 하지 않는 경

우, 특히 형사소추에 책임 있는 기관에 범죄를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상

이 거부될 수 있다.

제3조 자격 중첩

(1) 이 법에 의한 보상자격과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1조에 의한 자격과 또 연방전쟁피해

자보상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자격이 중첩되는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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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초래된 손해의 총액의 결과로 입은 손해의 정도에 의하여 하나의 연금이 적용

된다.

(2) 이 법에 의한 보상자격은 그 상해가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자격이 될

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이 준용될 때는 발생하지 않는

다.

(3) 이 법에 의한 보상자격과 공무상과실위반으로 인한 보상자격이 중첩될 때, 민법 제

839조(1)항에 의한 청구권은 1조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된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

다.

(4) 이 법에 따른 손상의 경우, 사회보장법 4조(1), 제2호 7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의a : 해외 폭력범죄의 경우 보상

(1) 독일국민 또는 제1조(4), (5)항 1호에 의하여 제1조(1)항에서 의미하는 개인적 상해

를, 제1조(1) 또는 (2)항에 따른 폭력범죄의 결과로 입은 경우, 신청에 의하여, 제2항

에 규정된 건강과 경제적 손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

가 있다. 만약

1. 그들이 이 법의 영토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거주권을 가지고 있고,

2. 범행 시에, 범행이 일어난 그곳에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2) 범죄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심리치료방법을 포함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상정도가 10에서 20사이인 경우 714유로

손상정도가 30에서 40사이인 경우 1,428유로

손상정도가 50에서 60사이인 경우 5,256유로

손상정도가 70에서 90사이인 경우 9,192유로

손상정도가 100인 경우 14,976유로

그리고 감각기관 손상으로 여러 가지 신체기관의 손상 또는 뇌기능손상, 심한 화상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지기능 완전상실의 경우에는 25,632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해외폭력범죄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연방전

쟁피해자보상법 제38조에 규정된 생존부양가족이, 친척의 승급과 아동양육비를 받을

권한을 제외하고, 일시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고아인 경우에는 2,364유로까지, 반

고아인 경우에는 1,272유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4,488유로까지 받을 수 있

다. 추가로 그의 자녀가 해외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부모까

지 포함하여, 생존 부양가족은 필요한 심리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자가 비용

을 부담하지 않는 한, 귀국과 장례비용에 대하여 1,506유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다른 공적, 사적 사회보장 또는 연금수혜자격은 제2, 3항에 의한 수혜자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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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된다. 이러한 공제에는 폭력범죄가 일어난 지방의 사회보장 또는 연금 수혜자격

도 포함한다. 만약 공제되는 수혜가 반복되는 연금지급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1조

에 의하여 신청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총액일시금으로 계산하여 공제된다.

(5)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각각의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 보험을 준비하는데 실패한 범죄

피해자는 제2항에 의한 보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제2항에 의한 청구는 만약 제2조(1)

1문단,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지급거절사유가 범죄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제외된다.

(6) 생존부양가족은 제5항이 적용되어 그의 청구나 또는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청구가 배

제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제외된다.

제4조. 비용추정

(1) 상해가 발생한 지역이 보상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만약 그 지역이 확정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통상

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부담한다.

(2) 만약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법의 유효한 영토 내에 범죄피해자가 주소가 없거나 거

주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만약 상해가 독일 선박, 독일 항

공기, 또는 해외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연방정부는 이법에 의한 현금수당의 지급으로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하여

40%를 부담한다. 현금 수당은 현물급여대신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하지 않는다. 제1항과 2항에 따른 지방정부의 비용지출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연방정부가 22%의 고정비율로 환급한다. 첫 번째 문장에 특정된 비율의 적용

에 관한 조건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연방정부에 의하여 매 5년 간격으로 재심사한

다.

(4) 제3조(1)에 언급된 경우, 추가적인 상해로 인한 비용은 그 상해로 인한 보상의 책임

이 있는 이익공급자가 부담한다.

제5조 보상에 대한 법적 권한의 양도

제4조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81a 조항

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6조 책임과 절차

(1)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의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상의 제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만약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1. 그리고 만약 범죄피해자가 독일지방에서 주소를 두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책임은 그 지방의 기관에게 있다.



- 346 -

2. 만약 범죄피해자가 이 법의 유효한 영토 밖에서 주소를 두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거

주하는 경우 그 책임은 각 주소지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전쟁피해자

보상을 관할하는 독일 지방에 있다.

만약 상해가 독일 선박, 항공기내에서 일어난 경우, 두 번째 문항과 상반된다 하더라

도, 그 책임은 선박이 등록된 지역,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본부가 있는 곳의 주소

지 지역기관에게 있다.

(2) 기관의 지리적 책임은 하위법률을 통해 지방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제3조에서 5조를 제외하고 전쟁피해자보상에 관한 절차 법률과 예비 절차에 관한 사

회법원법(Social Court Act)을 적용한다.

(4)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25조에서 27조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한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6a. 연방 노동사회부의 책임

(1) 연방 노동 사회부는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1983년 11월 24일 유럽협약(연방법

률공보 1996 II,제1120) 제12조 두 번째 문장에서 정의된 중앙당국의 역할을 한다.

(2) 또한 연방 노동 사회부는 2004년 4월 29일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이사회 지침

2004/80/EC (유럽연합 공식저널 L.261. 제15) 제3조 (1)에서 의미하는 지원당국 및

제16조에서 정의된 중앙연락처 역할을 한다.

제7조 법적 구제

(1) 제2항에서 적용되는 사건을 예외로 하고, 본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공 법률분

쟁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사회법원(Social Court)에 제소할 수 있다. 사회

법원법이 전쟁피해자보상에 관한 특별규정을 담고 있는 한, 이 역시 첫 번째 문장에

서 규정하는 분쟁에 적용된다.

(2) 주어질 보상이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25조에서 27조h에 의거한 전쟁피해자를 위

한 복지혜택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8조 (제국 보험법의 개정)

- 삭제

제9조 (의무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삭제

제10조 경과 규정

이 법은 발효 이후 일어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자격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제1조에서 7조까지는 10조a와 10조c의 조항에 준하여 1949년 5월 23일부터 1976년 5

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일어난 행위로 인한 자격에 적용된다. 제1조(5)와 (6)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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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이법은 1990년 6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990년 7

월 1일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한 경우, 제10조a는 제1조(7)항을 준용한다.

제10조a hardship provisions (고난 조항)

(1) 1949년 5월 23일부터 1976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

은 경우 신청에 의하여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1. 오로지 상해의 결과로 심각하게 불구가 되고,

2.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3. 이 법의 유효한 영토 내에 주소나 통상 거주지가 있는 경우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 제31조(4)항의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2)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소득이 연방 전쟁피해자보상

법 제33조(6) 한도규정(Capping Ordinance)에 의거한 혜택 금액과 기초연금, 심각한

장애에 대한 수당, 그리고 장기요양수당의 합계보다 많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경제

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만약 그 소득이 청구인의 소득기준보상 수혜자격이 상실되는 액수를 초과할 경우,

보상수혜금액은 다음 순서로 초과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심각한 장애

에 대한 수당, 장기요양수당. 초과금액을 결정할 때 다른 소득보다 현재 근로소득을

먼저 고려한다.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 제33조(4), 33조a (2), 그리고 33b (6)조는 적

용되지 않는다.

(4) 범죄피해자의 생존부양가족은 곤궁하고 이법의 유효한 영토 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청구에 의하여,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38조에서 52조의 유사한

적용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제2항과 3항이 적용된다.

범죄피해자의 사망시간에 상관없이, 미망인 수당에 대한 자격기준은 신청이 이루어

진 날짜에 적용할 수 있는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48조(1) 첫 번째 문장과 48(5)항

과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보상금은 경력에 대한 손실과 손상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연방 전쟁피해자보상법

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0조 b Hardship allowance(고난 수당)

제1조(5)항과 (6)항의 적용이 개인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우, 연방 노동 사

회부와 협의하여 최고 지방 당국의 승인을 받아 고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난

수당은 70의 손상정도에 부응하는 월 기초연금액의 최고 20배까지 비(非)반복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존 부양가족의 경우 그 비율은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10배가 된다. 이것은 그 상해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만 범죄피해자에게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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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c. 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

이 법의 개정에 따른 신규 청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결정한다. 개정 법률이 공포

된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상금 지급은 시행일로부터 시작되나,

자격기준이 충족된 달보다 빠르지 아니한다.

제10조 d. 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

(1) 1998년 1월 1일까지 환불되지 않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된 수당의 지출에

대해서, 환불은 해당 일자 이전에 적용되는 환급 규정에 준거한다.

(2) 1998년도 일시금 보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연간 평균은 1995년부터 1997년까

지 이법에 따른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방 정부의 환급 총액에서 1995년 3월 31일

까지 적용된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의 제11조(4) 및 12조(5)항에 준하는 장기요양혜

택에 대한 환불을 공제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연방전쟁피해자보상법 제

19조(4)에 의한 환불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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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5〉○ 프랑스 형사소송법 :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특정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TITLE XIV: INDEMNITY PROCEEDINGS OPEN TO CERTAIN VICTIMS OF

DAMAGES CAUSED BY OFFENCES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특정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제706-3조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다 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할 경우 사람에 대한 침해의 결과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 침해가 2001년 사회보장재정법(2000년 10월 23일 제2000-1257호) 제 53조 및 보험

법 제126-1조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위개선과 보상촉진에 관한 1985년 7월 5일 법률

제85-677호 제1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해 동물의 수렵 또는 제거와 관련된 행위가

아닐 것

그 행위가 사망, 영구적인 신체장애 또는 1월 이상의 전면적인 노동능력상실에 관련되

거나 형법 제222-22조 내지 제222-30조 그리고 제227-25조 내지 제227-27조에 따라 처

벌되는 행위일 것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일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

생하고 피해자가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민이거나 조약이나 국제협력에 의해 범죄행

위시 또는 배상청구 시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일 것

보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06-4조

보상금의 지급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승인한다. 위원회는 제1심

민사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위원회는 지방법원 판사 2명과 프랑스 국적과 공민권을 가지고 피해자 문제에 관심

을 가진 성인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판사 중 1인이 담당한다.

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지방법원 법관회의가 3년의 임기로 지명한다.

검사의 직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최고행정법원)령으로 정한다.

제706-5조

손해배상은 범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 할 경우 권리가

상실된다.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며, 공소 또는 형사법원에

제기된 사소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이 만료

된다. 제706-3조 및 제706-14조에 정한 범죄의 행위자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판결을 받

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은 제706-15조에 따라 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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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거나 청구인

의 피해가 악화된 때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706-6조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진술청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하

여는 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특히 범죄의 조서

또는 수사서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사람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 및 배상청

구인의 직업·재정·조세·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사회보장기관·사회보장 급여관리기관 또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보험회사에 대해 그들 업무집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수집된 자료는 배상 신청의 심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누설할 수 없다.

위원장은 신청 절차의 계속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1회 또는 수회의 가불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가불금 지급 결정은 청구인의 지급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야야 한다.

제706-7조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소에 대한 판결이 행하여지기 이전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제7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을 연기하여야 한

다.

심리 및 결정은 비공개 평의실에서 한다.

제706-8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위원회가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706-9조

위원회는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시설·기관이 지급하는 급부와 농촌법 제1106-9조, 제

1234-8조, 제1234-20조에 열거한 자가 지급하는 급부

국가 기타 공법인의 민사배상소송에 관한 1959년 1월 7일 명령 제59-76호 제1조 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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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급부, 치료비 및 재활교육비용의 환급금, 손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중에 고용

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공제조합법에 정한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일일의료보

상 및 장애보상

위원회는 기타의 배상의무자로부터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이미 수령하였거나 또는 수

령할 모든 종류의 배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급이 인정된 보상금은 테러 행위 기타 범죄의 피해보상기금에서 지급 된다.

제 706-10조

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제706-9조에 규정된 수당 또는 보상금을 받은 때

에는 보상기금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06-11조

보상기금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 또는 명목 여하를 불문

하고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들이 부담할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또는 가지급

금을 구상할 수 있다.

보상기금은 형사법원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최초로 사소청구인을 구성할 수 있다. 보상기금

이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사소청구인이 된 때에는 제420-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

한 금액을 실비로 청구 할 수 있다.

제706-9조의 실행과 이 조항의 실행을 위하여 기금은 지방검사에게 어떤 사람이나 기

관이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직업, 금융, ,재정 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검사는 직업상의 비밀준수의 주장을 할 수 없

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이 조항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 공개는 금지된다.

제 706-12조

피해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는 형사법원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제706-4조에 따

라 설치된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과 위원회가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

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은 전항과 관련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민사판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0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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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제 706-14조

절도, 사기, 배임, 공갈, 재물손괴, 재산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든 효과적이고 충분한 그의 손상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심각한

재정적, 심리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 제706-3조(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706-12조

에 따라 필요한 때,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수입이 1991년 7월 10일법, 91-647호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부분적인 법률구조가 적용되는 한도금액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은 전항의 월수입 상한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 규정은 제706-3조에 정한 인체에 대한 침해의 피해자로서 1월 미만 노동능력의 완

전한 상실로 손해의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706-15조

법원이 제706-3조 및 제706-14조에서 열거한 범죄행위자 에게 사소청구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할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범죄피해자 보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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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6〉○ 일본 :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지급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1980년 5월 1일 법률 제36호)

犯罪被害者等給付金の 支給等による 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 關する

法律 (昭和55年5月1日, 法律 第36号), 日本國

최종개정 : 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5호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범죄 행위로 인해 뜻밖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유족 또는 중증 질환에

걸린 사람 혹은 장해가 남은 사람의 범죄 피해 등을 조기에 경감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

람들이 다시 온화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 등을 받은 사

람에 대해 범죄 피해자등급부금 지급 및 해당범죄행위 발생 후 신속하게 또한 계속적으

로 범죄 피해 등을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

의 권리 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사회 현실에 기여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의 「범죄행위」 란,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 선박 혹

은 일본 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7조 제 1항 본문, 제39조항 1항 또는 제41조 규

정에 따라 벌주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과, 동법 제35조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주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한다.

2 이 법률에서의 「범죄피해」란,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중증 질환 또는 장해를

말하고, 범죄행위 시 또는 그 직후 신체 피해로 인해 사망, 중증 질환 또는 장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이 법률에서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범죄피해등」이란, 범죄피해 및 범죄행위에 의해 뜻밖의 죽음을 당

한 사람의 유족이 받은 심신의 피해를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중상병」이란, 부상 혹은 질병이 낫고,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 전

에 해당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신체 피해로, 해당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고 그 외 정령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나았을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될 때를

포함한다) 에 신체 장해로 정령에 정해진 정도를 말한다.

7 이 법률에서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이란, 제 4조에 규정된 유족급부금, 중상병

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말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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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나라는 범죄피해자가 있을 때, 위의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이 사람들 중 해당 범죄 피해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일본국적

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

해 범죄피해자 등급부금을 지급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종류 등)

제4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은 다음의 각호에 기재된 대로 하고,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해진

사람에 대해, 일시금을 지급한다.)

一 유족급부금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제 1순위 유족(다음 항 제 3항 및 제

4항 규정에 따른 제 1순위 유족을 말한다.)

二 중상병급부금 범죄행위에 따라 중상병을 입은 자

三 장해급부금 범죄행위에 따라 장해가 남은 자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5조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범죄피해자가 사망 시, 다음의 각호의

어느 것이든 해당하는 자로 한다.

一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혼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二 범죄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三 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피해자의 자녀, 부모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2 범죄피해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전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

그 자녀는 그 모친이 범죄피해자의 사망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같은 항 제2호로 간주하고, 그 외의 경우라면 같은 항

제3호의 로 간주 한다.

3 유족급부금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호의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는 각각 해당각호에 올려져있는 순서로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양부모를 우선으로 하고, 친부모를 뒤로한다.

4 범죄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범죄피해자의 사망 전에, 그 자의 사

망에 따라 유족합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

이 되는 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자는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는다.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

을 고의로 사망시킨 자도 동일하게 간주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6조 다음 경우에는 국제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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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

二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을 때, 그 외 해당범죄피해에 관해 범죄피해자에

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행위가 있었을 경우.

三 전 2호에 언급된 경우 외,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의 관계 그 외의 사

정으로 판단하여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을 지급 하는 일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급부등과의 관계)

제7조 유족급부금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된 금액에 걸린 부분을 제외한다.) 및

장해급부금은 여러 가지 사망 및 장해를 원인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

해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2010년 법률 제50호) 그 외 법령에 따른 급부 등으로 정

령에서 정해진 것이 행해질 경우, 그 급부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령에서 정

해진 것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2 중상병급부금 및 유족급부금(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에 관련된 부

분에 한한다.)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동조(同條) 제 2항에 규정된 법률이외의 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목

에 관해서는 같다) 의 규정에 따른 요양에 관한 급부(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급부기

간에 일어난 것에 한한다.)가 시행되어야하는 경우 또는 그 요양을 위해 종전 그

근로에 의거하여 통상 얻었던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그 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급부(동조 제3항에 규정된 휴업

일에 관련한 것에 한한다)가 시행되어야하는 경우는 그 급부의 한도에서 지급 하

지 않는다.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그 가

격의 한도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나라는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 했을 때, 그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범죄피해자

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았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금액)

제9조 유족급부금금액은 정령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정산하는 유족급부기초액에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감안해 정령에서 정해진 배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이라고 한다.

2 중상병급부금 금액은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에 대해서의

범죄피해자부담금(해당범죄행위에 따라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로부터 기산

해 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이하 이 항목 및 차항 에서의

「급부기간」이라고 한다)에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정령에 따라 정산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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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건강보험법(다이쇼11년 법률 제70호)그 외 정령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

라 해당범죄피해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급부기간에 요양에 관한 급부금액을

공제해서 얻은 금액(해당범죄피해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양에 관한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외 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하여 얻은 금액에 상

당한 것으로써 정령에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다음 항 및 제5항과 같다) 라고

한다.

3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해 종전 그 근로에

의거하여 통상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을 수 없었던 날(급부기

간 내)해당수입전부 또는 일부를 얻을 수 없었던 날의 제3일째까지를 제외한다.)

에 한해, 해당범죄피해자가 형사수용시설, 소년원 그 외 이런 것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해당 수용을 당한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목 및 제5항 제2호에서의 「유업일」이라고 한다.)가 있

는 경우에 중병급부금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범죄피해자부담액에 정령에

서 정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휴업가산기초액에 해당휴업일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

(해당 휴업일에 해당범죄피해자가 종전 그 근로에 의거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수

입의 일부를 얻은 날(이하 이 항목에서 「부분 휴업일」이라고 한다.)을 포함

할 때는 해당 휴업가산기초액에 해당휴업일수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부터 해당부

분 휴업일에 대해 얻은 수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해서 얻은 금액. 제5항제2

호에서「휴업가산액」이라고 한다.)을 더한 금액이다.

4 전2항 규정에 따라 정산한 금액이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부

와의 균형을 고려해 정령에서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경우 중상병급부금 금액은 전2

항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정령에서 정해진 금액이다.

5 범죄피해자가 범죄 행위에 따라 생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사망전에 요양을 받

았던 경우에 유족급부금의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에 기재된 경우의 구분에 응해 해당 각호에 정해진 금

액(그 금액이 전항의 정령에서 정해진 금액을 넘었을 때는 해당정령에서 정해진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一 다음 항에 기재된 경우 이외의 경우 해당요양에 대해서의 범죄피해자부담금

二 해당 요양에 대해서의 휴업일이 있는 경우 해당 요양에 대해서의 범죄피해자부담

액에 가산액을 더한 금액

6 유족급부금을 받아야하는 유족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는, 유족급부금 금액은, 제1

항 및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인원수를 나눠서

얻은 금액이다.

7 장해급부금 금액은, 정령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정산하는 장해급부기초액에, 장해

의 정도를 기준으로써 정령에서 정한 배수를 곱해서 얻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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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신청)

제10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를 관장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이하「공안위원회」라고

한다)에 신청하고, 그 재정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신청은 해당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중상병 또는 장해의 발생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했을 때, 또는 당해 사망, 중증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한날로부터 7년

을 경과한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다.

3 전항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범죄행위 가해자에 따른 신체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당

한 일 그 외의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동항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이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해 동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등)

제11조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공안위원회는 신속하게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을 지급하고,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의 재정(지급한다는 뜻의 재정에서는

그 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시행해야한다.

2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재정이 있었을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자

는 해당금액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3 범죄피해자에 대해 중상병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재정이 있

던 후에 해당범죄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했을 때, 국가는 해당 중

상병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의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 해당범죄피해자의 사망에

관련된 유족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가급부금의 지급 등)

제12조 공안위원회는 제 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 범죄 행위의 가해자

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범죄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해당범죄피

해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해 신속하게 전조 제1항의 재정 할 수 없는 사정의

경우, 해당신청을 한자 (다음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신청자」라고 한다.) 에

대해, 정령에서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급부금을 지급한다는 뜻을 결정

할 수 있다.

2 국가는 전항의 결정이 있었을 때, 가급부금을 지급한다.

3 가급부금의 지급을 받았던 자에 대해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한다는 뜻의 재

정이 있었을 때는, 국가는 가급부금의 금액의 한도에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

급하는 책임을 면한다.

4 가급부금의 지급을 받았던 자에 대해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의 재정이 있었을 때, 그 자는 가급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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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5 가급부금의 지급을 받았던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을 지급하고,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의 재정이 있기 전에 해당범죄피해자 또

는 유족이 사망했을 때는, 나라는, 해당 가급부금의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범죄

피해자의 사망에 관련된 유족급부금 또는 해당유족이 지급받으려고 한 유족급부

금과 동일 범죄피해를 지급원인으로 유족급부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면한다.

(재정을 위한 조사 등)

제13조

1. 공무위원회는, 재정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청서 그 외의 관

계인에 대해 보고를 하고, 문서 그 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출두를 명하거나 의

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가 있다.

2 공안위원회는 재정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범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기관 그 외의 공무소 또는 공사 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문서 그 외

의 물건을 제출하지 않고 출두 하지 않거나, 또는 의사의 진단을 거부 때, 공안위

원회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기각) 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의 위임)

제14조 제10조부터 전조까지 정해 진 것 이외, 재정의 수속 그 외 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정이득의 징수)

제15조

1. 거짓 및 부정한 수단에 의해 범죄피해자등급부금(가급부금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9조와 같다.)의 지급을 받았던 자가 있을 때는, 국가공안위원회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그자로부터, 그 지급을 받았던 범죄피해자등급부금 금액에 상

당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버금가는 것으

로 한다.

(시효)

제16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년간 행하지 않았을 때, 시

효에 따라 소멸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담보 또는 압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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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공과의 금지)

제18조 조세 외의 공과는 이 법률에 따라 지급을 받았던 금전을 표준으로써 부과 할 수

없다.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제19조 시정촌장(특별구역의 구장을 포함 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0제1항의 지정도시에서는 구장이라고 한다) 은 공안위원회 또는 범죄

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해당 시(특별구를 포함한다.) 마

을의 조례로 정해진 곳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호적에 관해, 무료로

증명 할 수 있다.

(사무의 구분)

제20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제2조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

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의 특례)

제20조의 2 전조에 규정되어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245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245조의 7 제1항, 제245조의9 제1항 및 제255조의 2의 규정 적용에 대해

서는, 동법 제245조의 4 제1항 중 「각 대신(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분담관리 하는 대신인 내각총리대신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성대신을 말한다. 이하 본장, 다음 글 및 제14장

과 같음.) 또는 도도부현지사 그 외의 집행기관 」이라는 것은 「각 대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와, 같은 조 제 3항 중 「보통지방공공단체의장 그

외의 집행기관」라는 것은 「도도부현공공위원회」 와, 「각 대신 또는 도

도부현지사 그 외의 도도부현의 집행기관」라는 것은「국가공안위원회」와,

동법 제245조의 7제1항 중「각 대신은, 그 소관 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원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관한 법류(1980년 법률제36호)」와, 동법 제245조의 9 제1항 중「각

대신은, 그 소관 하는 법률」이라는 것은「국가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지급등에 따른 범죄피해자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과, 동법 제244

조의2제1항 중 「도도부현지사 그 외의 도도부현의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도도부현공안위원회」와,「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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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정령을 소관 하는 각 대신」이라는 것은

「국가공안위원회」라고 한다.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제21조 제11조 제1항의 재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해당 재정에 관해서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가공안위원회의 재결을 지난 후에 하지 않으면 제소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등의 지원)

제22조 경시총감 혹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하「경찰 본부장등」 라고

한다.) 범죄피해자등을 조기에 경감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이하

「범죄피해자등」라고 한다.) 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조치로써, 범죄피해자등에 대해, 정보 제공, 조언 및 지도, 경찰직원의

파견 그 외의 필요한 구원을 하도록 힘써야한다.

2 경찰본부장등은, 전항 규정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 관계하는 기관

의 활동과의 연대 및 조화의 확보에 힘써야한다.

3 공안위원회는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 그 외의 범

조피해 등을 조기에 경감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제5항에서「범조피해자등조기

원조단체등」라고 한다)의 자주적인 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그 외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힘써야한다.

4 국가공안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찰본부장등 또는 공안

위원회가 취해야하는 조치에 관해, 적절하거나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지

침을 정한 것 이라한다.

5 국가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등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 해당 범

죄피해자등조기구조단체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의 적절성 또는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한

다.

6 전 각항에 정해진 것 외, 국가공안위원회, 국가위원회 및 경찰 본부 등은, 범죄피

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광보활동 및 계발 활동을 하도록 힘써야한다.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

제23조 공안위원회는 범죄 피해 등을 조기에 경감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등이 다시 평

온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차항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

또는 확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동항에 규정된 사

업을 행하는 자(이하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라고 한다)로써 지정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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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는, 다음에 기재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광보활동 및 계발활동을 행하는 것

二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을 응하는 것

三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

는 재정의 신청을 보조하는 것.

四 범죄행위의 발생 후 신속하게 또는 계속적으로, 범죄피해자등에 대해, 물품의 공

여 또는 대여, 역무의 제공 그 외의 방법에 따라 구조를 행하는 일.

3 범죄피해자등을 구조하는 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제1항의 지

정 받지 않고, 공안위원회지정이라는 문자를 써붙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경찰본부장등은,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의 요구에 응해,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

단체가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기재된 사업을 적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범죄피해자등조기 원조 단체에 대해 범죄피해자등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범죄피해자등의 이름과 주소 그 외 해당 범죄피해자의 개요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5 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의 재정 상황 또는 그 사업 운영에 관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에 대해 그 개선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일을 명할 수 있다.

6 공안위원회는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할

때는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혹은 이러한 일을 맡은 자는 제2항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 기재된업부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나 혹은 동항

각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8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하

는 기관 및 단체 활동의 원만한 수행에 배려해 이러한 활동과의 조화 및 연휴를

도모해야한다.

9 제2항 지정 절차 그 외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

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한다.

(경과조치)

제24조 이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정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령

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의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정령에서의 위임)

제25조 이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그 외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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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벌칙)

제26조 제23조 7항의 규정 위반한 자는,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 제23조제3항의규정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속

(시행기일 등)

1 이 법률은 198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 장해에 대해 적용한다.

2 경찰법 (1954년 법률 제162호)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의 다음의 1항을 더한다.

3 전항에 규정된 것 외, 국가공안위원회는 법률 (법류에 기초 의거하여 명령을 포

한하다.) 의 규정에 기초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속 (2001년4월 13일 법률 제30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를 제25조라고 하고, 제22조를

제24조라고 하고, 제 21조의 다음 2조를 더하여 개정규정 및 본 측에 2조를 더한 개정규

정은 2002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7조 및 제9조로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률 시

행일 이후에 행해진 범죄행위(신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따른 사망, 중상병(신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한 중상병을 말한다.) 또

는 장해(신법 제2조 제4항에 지정된 장해를 말한다.) 에 따라 적용하고, 같은 날

전에 끝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범죄피해

자등급부금지급법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중장해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제3조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 범죄피해자등급부금법(1980년 법률 제36호)의 항 중 「범죄피해자등급

부금지급법」을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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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일부개정)

제4조 경찰법(1954년 법률 제16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3 제1항 중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을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

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부속(2008년 4월18일 법률 제15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8년 7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유족급부금 및 중상병급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따라 개정 후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에 따른 범죄피해자등의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7조 및 제9조제3항으로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이후에 행해진 범

죄 행위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병에 대해 적용하고, 시행일전에 끝난 범죄행위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병에 대해서는. 정전의 예에 따른다.

(범죄피해자등조기구조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할 시, 실제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을 받은 자(이하 「구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라고한다.)는, 신법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정 을 받았던 자 (이하 「신범죄피해자등 조기구원단체」라고한

다.) 라고 간주한다.

2 시행일 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범죄피해자등 조기구원단체라고 간주된 구범죄

피해자등 조기구원단체에 대해서

3 이 법률의 시행 시 실제로 제1항규정에 따라 신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로 간

주할 수 있는 구범죄피해자등 조기 원조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며, 시행일에 연

달아 해당 신범죄피해자등 조기 원조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 (다음 항에

「계속임원등」라고 한다.)에 대한 신법 제23조제7항의 규정 (이와 관련 된 벌칙

을 포함한다.) 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자가 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까지 기재된 업무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은, 그 자가 신법 제23조제2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 기재된 업무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비밀로 간주한다.

4 구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 (계속임원 등을 제외한다.)가

구법 제23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재된 업무에 관해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고, 또는 동항각호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일이후에도, 종전의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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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전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한 것이라는 사

항에 관련된 시행일이후에 한행위에 대해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의 일부개정)

제5조 다음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 중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을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특별표제1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1980년 법률 제36호)의 항

二 경찰법(1954년 법률 제162호)재12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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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7〉 ○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0년 11월4일 정령 제287호)

犯罪被害者等給付金の 支給等による 犯罪被害者等の支援に 關す

る 法律施行令 (昭和55년 11月4日, 政令 第287号), 日本國

최종 개정- 2008년 5월2일 정령 170호

내각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법(1980년 법률 제36호) 제2조 제2항, 제7조, 제9

조, 제 2조 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의 근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법 제2조 제5항의 정령에서 정한 요건)

제1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 제36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항의 정령에서 정한 요건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법제9

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급부기한(이하 간단히 「급부기간」 이라고 한다.) 내에 3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요할 경우 (당해 질병이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정도가 급부기간

내에 3일 이상 노무를 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함)라고 한다.

(법 제2조 제6항의 정령에서 정한 신체상 장해의 정도)

제2조 법 제2조 제6항의 정령에서 정한 신체상 장해의 정도는, 심각한 정도 순으로 제1

급부터 제 14급까지로 하고, 이런 장해 등에 해당하는 장해는 국가공안위원회규

칙에서 정한다.

2 장해등급(전항에 규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

가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의 장해 등급은, 심각한 장해에 맞는 장해등급에 따

른다.

3 다음에 기재된 경우의 장해 등급은, 다음 각 호 중 범죄피해자에 가장 유리한 것

에 따른다.

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등

급의 1급상위의 장해등급

二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등

급의 2급상위에 장해등급

三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등

급의 3급상위에 장해등급

(법 제7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급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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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률 7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급부 등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범

죄 행위에 따른 사망 또는 장해를 원인으로서, 다음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 중 국

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것에 기초하여 지급된 급부 등이라고 한다.

一 선원보험법(1939년 법률 제73호)

二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 제 49호)

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50호)

四 국회의원의,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1947년 법률 제80호)

五 선원법(1947년 법률 제100호)

七 재해구조법(1947년 법률 제108호)

八 소방조직법(1947년 법률 제226호)

九 소년원법(1948년 법률 제169호)

十 소방법(1948년 법률 제186호)

十一 수방법(1949년 법률 제183호)

十二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1951년 법률 제181호, 그 외 법률에서 준용하거나, 또는 예

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十三 경찰관 직무에 협력 원조한 자의 재해급부에 관한 법률(1952년 법률 제245호)

十四 해상보안관에 협력 원조한 자등의 재해급구에 관한 법률 (1953년 법률 제33호)

十五 자위대법 (1954년 법률 제165호)

十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55년 법률 제 98호)

十七 공위학교의학자의, 학교치과의 및 학교약제법의 공무재해보상에 관한 법률(1957

년 법률 제143호)

十八 부인보도원법 (1958년 법률 17호)

十九 증인 등의 피해에 대해서의 급부에 관한 법률 (1958년 법률 제109호)

二十 재해대책기본법 (1961년 법률 제223호)

二十一 하천법 (1964년 법률 제167호)

二十二 지방공무재해보상법 (1967년 법률 제121호)

二十三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73년 법률 제101호)

二十四 국회의원의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1990년 법률 제49호)

二十五 독립행정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법 (2002년 법률 제162호)

二十六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2004년 법률

제112호)

二十七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서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5년 법률 제50호)

(법 제7조 1항의 급부 등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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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 제7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것에 따라 정산한 금액은 다음의 각항에 기재된

경우에 구분해 당해 각호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一 전조에 규정된 급부 등이 일시금으로 행해야 하는 경우 당해 일시금의 가격을 기

초로써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한 금액

二 전호에 기재된 경우 이외의 경우 당해 급부 등의 가격, 지급의 시기 및 법정 이율

을 기초로써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산한 금액

(유족급부기초액)

제5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부 기초액은 범죄피해자가 그 근로에 의거하여

통상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의 일정금액(노동기준법 제9조의 노동자는 범죄행위가

행해진 날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규정한 평균임금의 예에 따라 도도부현 공

안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외의 자에 있어서는 범죄행위가 행한 날 이

전 1년간의 수입으로 근로에 의거한 것의 총액을 기초로써 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한 일당의 금액이라고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제1항과 같다.) 에 백분의 70을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이든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유족급부 기초액이라고 한다.

一 다음 조 제1항 제1호에 기재된 경우에, 다음 ‘가’ 또는 ‘나’ 어느 것 이든 해당할

때 당해 ‘가’또는‘나’에 정한 금액

가. 범죄행위가 행해질 때 범죄피해자의 연령이 25세 미만일 경우 6600엔

나. ‘가’에 기재된 경우 이 외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된 금액이 범죄 행

위가 행해진 날의 범죄피해자의 연령에 맞게 별표 제1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최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당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

二 차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금액 이 범죄 행위

가 행해질 때에 범죄피해자의 연령에 맞게 별표 제2에 정한 최고액을 넘거나 또

는 최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당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

(유족급부금에 관련된 배수)

제6조 법 제9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 배수는 다음의 각호에 기재된 경우의 구분에 맞

게 당해 각호에 정한 것이라고 한다.

一 유족급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생계유지관계 유족이 포함된 경우, 다

음‘가’부터二까지의 기재된 생계유지관계 유족의 수의 구분에 맞게 해당 ‘가’부터

二까지에서 정한 배수

가. 한명 1,530(당해 생계유지관계 유족이 다음 항 제1호에 기재된 자 (범죄행위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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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당시, 55세 이상이며, 또는 국가공안회 규칙에서 정한 장해의 상태가 있던

자에 한한다.) 의 경우에서는 1,750)

나. 2인 2,010

다. 3인 2,230

라. 4인 이상 2,450

二 전항에 기재된 경우 이외의 경우 1,000

2 전항 제1항의 「생계유지관계유족」은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다음의 각 항 어느 것이든 해당되는 유족

을 말한다.

一 아내 (혼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

二 60세 이상의 남편 (혼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

는 자를 포함한다. 제5와 같음), 부모 또는 조부모

三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

四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五 전3항에 해당하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로, 국가공

안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장해의 상태인 경우

(법 제9조 2항의정령에서 정한 기간)

제7조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법 제9조 제2항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

제8조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은, 급부 기간에 해당

범죄피해자가 받은 요양 내 실제로 다음 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양

에 관한 급부의 대상이 된 것의 각각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의 산정방법의 예(실제로 동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

른 요양에 관한 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

른 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실제로

중요한 비용의 금액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실제로 필요한 비용의 금액)

(법 제9조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법률)

제9조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一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

二 선원보험법

三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1958년 법률 제128호)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거나, 또는

예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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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국민건강보험법 (1958년 법률 제192호)

五 지방공무원공제조합법(1962년 법률 제152호)

六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1982년 법률 제80호)

七 간호보험법 (1997년 법률 제123호)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경우)

제10조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경우 당해 범죄피해자가 전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양에 관한 급부를 받은 경우 중 다음의 각호의 어느 것이든 해

당되는 경우로 한다.

一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입원이 급부기간 말일 다음 날 이 후에 다

다르는 급부기간에서 요양에 필요한 비용 금액을 아는 일이 어려운 경우.

二 전호에 해당하는 입원 (다음 조에서 「특정입원」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요양이

실제로 전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관한 급부의 대상이 된 경우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금액)

제11조 범죄피해자가 제9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양에 관한 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 제9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한 금액은 급부기간에서의 요양(제9

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관한 급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에

한한다.)의 각각 실제로 필요한 비용 금액(당해 요양을 위해 입원이 특정입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일(급부기간 말일에 속한 달을 말한다. 차 항과 같음.)

의 당해특정입원에 관한 요양에 대해서는 다음 항 제2호의 규정의 예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 한다. 단, 일개월당 80,100엔 (급부 기간 내에, 1

개월의 당해 합산한 금액이 80,100엔을 넘는 달수가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 있

어서는 그 3개월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달에 대해서는, 1개월 당 44,400

엔)을 넘을 수 없다.

2 전조에 규정한 경우에 법 제9항의 정령에서 정한 금액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을 더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一 급부기간에서의 요양 (최종 월의 특정입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 제9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관한 급부의 대상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각각에 대해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요양에 필요한 비

용의 금액으로부터 제9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범죄 피해자가 받

거나, 또는 받을 수 있던 금액에 관한 급부의 금액을 공제해서 얻은 금액을 합

산한 금액.

二 최종 월의 특정 입원에 관련된 요양(실제로 제9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양에 관한 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한다.) 에 대해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요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터 제9조에 기재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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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가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었던 요양에 관한 급부의 금액을 공제해

서 얻은 금액에 최종 월의 급부기간에 특정입원에 관련된 입원일수를 최종 월

의 특정입원에 관한 입원일수에서 빼서 얻은 률을 곱해서 얻은 금액.

(휴업가산기초액)

제12조 법 제9조 규정된 휴업가산 기초액은 범죄피해자가 그 근로에 기초하여 통상적으

로 얻은 수입의 일당에 백분의 48을 곱해서 얻은 금액 이라고 한다. 단, 그 금액

이 범죄행위가 행해진 날에 범죄 피해자의 연령에 맞게 별표 제3에 정해진 최

고액을 넘거나, 또는 최고액에 미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각각, 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휴업가산 기초액 이라고 한다.

(법제9조제4항의 정령에서 정한 금액)

제13조 법 제9조 제4항의 정령에서 정한 금액은 120만 엔이라고 한다.

(장해급부기초액)

제14조 법 제9조 제7항에 규정된 장해급부 기초액은 범죄피해가 그 근로에 의거하여 통

상 얻었던 수입의 일당에 백분의80을 곱해서 얻은 금액이라고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이든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장해급부 기초액 이라고 한다.

一 범죄피해자의 신체상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어느 것

이든 해당하는 경우에서,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어느 것이든 해당할 때 당해

‘가’ 또는 ‘나’에 정한 금액

가. 범죄행위가 행해진 때에 범죄피해자의 연령이 25세미만인 경우 7,600엔

나. ‘가’에 기재된 경우이외의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 된 금액이 범죄행위가

행해진 때에 범죄 피해의 연령에 맞게 별표 제4에 정한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최저액에 미치지 않을 때 당해 최고액 또는 최저액

二 범죄피해자의 신체상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의 제4급부터 제10급까지의 어느

것이든 해당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금액이 범죄행위가 행해진

때에 범죄피해자의 연령에 맞게 별표 제5에 정해진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최저

액에 미치지 않을때 당해최고액 또는 최저액

(장해급부금에 관련되배수)

제15조 법 제9조 제7항의 정령에서 정한 배수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장해등급에 맞게

당해 각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一 제1급 2,160(범죄피해자가 당해 장해에 의한 상시 간호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에

는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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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제2급 1,865(범죄피해자가 당해 장해에 의한 상시 간호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에

는 2,160)

三 제3급 1,600

四 제4급 920

五 제5급 790

六 제6급 670

七 제7급 560

八 제8급 450

九 제9급 350

十 제10급 270

十一 제11급 200

十二 제12급 140

十三 제13급 90

十四 제14급 50

(법 제12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한금액)

제16조 법 제 12조 제 1항에서 정령에서 정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법 제10조제

1항의 신청 구분에 맞게 당해 각호에 정한 금액의 3분의1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다.

一 유족급부금에 관한 법제10조 제1항의 신청 법 제9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 법

제11조 제3항, 법 제12조 제5항 등에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

된 금액(급부기간의 말일 전, 또한 해당 신청에 관련된 부상 혹은 질병이 낫거

나, 또는 그 질병 이 고정 되기 전에, 가급부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로부터 당해가급부금의 결정을 정한 날까

지 기간에 이 규정을 예에 따라 계산한 금액)

三 장해급부금에 관련된 법률 10조 제1항의 신청 가급부금의 결정할 때에 판명된

신체상의 장해의 정도가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맞는 전조 각호에 결정된 배수를

이용해서 법 제9조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제17조 범죄피해자등급부금 및 가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그 외 범죄피해자등급부금

및 가급부금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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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 (198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공해건강피해보상법시행령의 일부개정)

2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시행령 (1974년 정령 제29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1항에 다음의 일부를 더한다.

29 범죄 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1980년 법률 제36호)

(경찰법시행령의 일부개정)

3 경찰법시행령 (1954년 정령 제15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을 「법」에 개정하고, 동조를 제1

조의 2라고하고 동조의 전에 다음의1조를 더한다.

(전문위원)

제1조 경찰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2조의 2조의 1항에 규정된 전문위임은 학

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가공안위원회가 임명한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3 전문위원은 재임 될 수 있다.

4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5 이 정령에 정해진 것 외, 전문위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제2조의 다음의 1호를 더한다.

9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여비, 물건비 그 외의 경비

부록의제1 및 2 중 「(三) 경찰교양 및 감찰에 관한 것」을 「(三)경찰교양 및 감

찰에 관한 것 (四)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관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록의 제 3 중「(十四) 경찰장비에 관한 것. (十五) 유치장에 관한 것.」을 「(十

四)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관한 것. (十五)경찰장비에 관한 것.(十六) 유치장에 관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록의 제4중「(三) 경찰 교양 및 감찰에 관한 것.」을 「(三) 경찰교양 및 감찰에

관한 것. (四)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관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록의 제5중「(十四) 경찰장비에 관한 것. (十五)유치장에 관한 것.」을 「(十四)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관한 것. (十五) 경찰장비에 관한 것.(十六)유치장에 관한

것」으로 개정한다.

(경찰청조직령의 일부개정)

4 경찰청 조직령(1954년 정령180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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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다음의 1호를 더한다.

9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관한 것.

부칙 (1982년4월 27일개정 제 129호)

1 이 정령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의 별표 제2의 규정은, 1982년4월 1일 이후에 시행된 범죄 행위에 의한 사

망 또는 중장해에 관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동일 전에 시행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는 ,종

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82년 9월25일 정령 제261호)

이 정령은, 쇼와57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년 5월21일 정령 제157호)

1 이 정령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의 별표 제2의 규정은, 1987년4월1일 이후에 시행된 범죄 행위에 의한 사

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등급부금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동일(同日) 전

에 시행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

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4년 6월25일 정령 제174호)

1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의 별표 제2의 규정은, 1994년 4월1일 이후에 시행된 범죄 행위에 의한 사

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동일 전에 시행

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는 ,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97년 9년4월1일 정령 144호)

1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후의 별표 제1의 규정은, 1997년4월1일 이후에 시행된 범죄 행위에 의한 사

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동일 전에 시행

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는 ,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2001년 5월16일 정령 제183호)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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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령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1년 법률 제30

호)의 시행일 (2001년 법률 제30호)의 시행 날 (2001년7월1일 )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개정 후의 제2조, 제11조, 별표 제1 및 별표 제2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날 이

후에 시행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동일 전에 끝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

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공해건강피해의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

3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974년 정령 제295호) 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6호 중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을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부속(2002년 8월 30일 정령 제28호)

(시행기일)

제2조 이 정령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 이 정령의 시행 날 전에 시행된 요양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상

관없이, 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2003년 8월8일 정령 제369호)

(시행기일)

제1조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2003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9월 15일 정령 제 271호)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200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개정 후의 제2조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날 이후에 시행된 범죄행위에 따른 사

망 또는 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동일 전에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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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는 ,종

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2005년 2월 25일 정령 제29호)

(시행기일)

1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개정 후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

한 법률시행령 (이하 「신령」 라고 한다.) 의 규정은 .2004년7월 1일 이후에 행해

진 범죄행위에 의한 장해에 관련된 가급부금 및 장해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경과 조치)

2 2004년 7월 1일 전에 끝난 범죄 행위에 의한 장해에 관련된 가급부금 및 장해급

부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3 2004년7월1일부터 이 정령의 시행 날 전일까지의 사이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의한

장해에 관련된 가급부금 및 장해급부금에 관련된 신령 별표 제1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표 제7급의 항 제6호중 「의 엄지」 라고 하는 것은 「의 엄지 및 검

지를 잃은 경우, 엄지 혹은 검지」 와, 동표 제8급의 항 제3호 중 「이외」 라고

하는 것은 「및 검지이외」, 동항 제4호 중 「의 엄지」 라는 것은 「의 엄지 및

검지를 쓸 수 없게 된 경우, 엄지 혹은 검지」 , 동표 제9의 항 제13호 중 「이

외」라고 하는 것은 「 및 검지이 외」, 동표 제10급의 항 제7호중 「엄지 혹

은」 라는 것은 「검지를 잃거나 또는 한손의 엄지 혹은」 , 별표 제11급의 항 제

8호중 「검지, 중지 혹은 약지를 잃은 경우」라는 것은 「중지 혹은 약지를 잃은

경우 또는 한손의 검지를 쓸 수 없을 경우」, 동표 제12급의 항 제10호중 「검지,

중지」 라는 것은 「중지」 , 동표 제13급의 항 제7항 중 「엄지」라는 것은 「엄

지 혹은 검지 」,「것」이라는 것은 「것 또는 한 손의 검지 원위지절간관절을 접

었다 폈다 할 수 없는 경우」라고하면, 동표 제14급의 항 제6호 및 제7호중 「엄

지」라는 것은 「엄지 및 검지」라고 한다.

4 개정 전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지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령」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기초하여 가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지급 받은 자로 전항의 규

정에 따라 그대로 적용한 신령(이하「그대로 적용한 신령」이라고 말한다.) 의 규

정에 의한 가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 가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은, 각각 적용 한 후의 신령 규

정에 따른 가급부금 또는 장해급부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6년 3월30일 정령 제99호)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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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령은, 200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개정 후의 제1조, 제6조,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6년 4월1일 이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의한 중상병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동일 전에 끝난 범죄행위에 의한 사망 또는 중장해에 관련된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2006년5월 8일 정령 제193호)

이 정령은,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사행일(2006년 5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8월18일 정령 제271호 )

(시행기일 등)

1 이 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개정 후의 규정은, 2006년 4월1일 이후에 일어

난 범죄행위에 의한 장해에 관련된 가급부금 및 장해급부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경과조치)

2 2006년 4월 1일 전에 끝난 범죄행위에 의한 장해에 관련된 가급부금 및 장해급

부금에 대해서 종전의 예를 따른다.

3 전항에 규정된 것 외, 이정령시행과 동반하여 필요한경과 조치는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서 정한다.

부칙(2006년 8월 30일 정령 제286호)

(시행기일)

제1조 이 정령은 200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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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8〉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 1. 20. 대검찰청 예규 76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

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 심리치료비 ·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의 지급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 심리치

료비 ·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

의․의결 기구를 말한다.

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피해자지원 법무담당

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각급 검찰청 소속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검사, 공익법무관 및 송무담당직원을 말한다.

7. “집행담당자”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

로 추징 등 재산형 집행 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

한다.

8. “재무계 담당자”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

속으로 재무계에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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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지침은 아래 각 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658)

2.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659)

3.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

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5. 기타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② 제1항의 범죄피해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2.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였을 것

3.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다만,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

서 제외한다.

4.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5.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제4조 (신청주의)

이 지침에 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

만, 그 신청이 범죄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

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

65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1장 약

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659)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

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제34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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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청서의 접수 등)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

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한 경우 그 추천서로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1.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서 등 피해자 본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범죄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소장, 판결서 등 이 지침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

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급될 금전을 수령할 통장의 사본 1부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

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치료비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접수 및 확인)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의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사건담당검사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기

관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한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기초자료 작성)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바를 기초로 심의회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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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

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제8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검찰청의 장은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로 구성하고, 각 청

피해자지원 전담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

청장)를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각 청 주무과장(피해자지원과장이나 사건과

장이 없는 검찰청의 경우 사무과장), 의료분야 전문가 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1인을 포함하여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심의회의 간사로서 심의회에 참여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인 경우 해당 사건의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제8조의 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전항의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재적위

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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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이 있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지체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개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심의회가 개최되기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안건 등 심의회 관

련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개최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1조 (심의 · 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경제적 지원 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그 금액

2.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 및 그 금액

3. 피해자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금액

② 심의회는 제1항 제1호의 의결로써 치료비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반드시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의 사항을 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경위

3.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유로 하여 수령하였거나 향후 수령할 범죄피해 구조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가해자 가입의 보험금 등의 유무

4.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및 자력에 의한 회복 가능성

5. 다른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시설에 의한 경제적 지원 여부

6. 기타 경제적 지원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

제12조 (의결 방법)

①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에 의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지원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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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같이 서면심의․의결하는 경우, 심의회의 간사는 위원들이 신청사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의 가부의견 표시를 요구하는 서면에 심의기초자

료의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인의 범죄피해자간 우선순위 결정)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닌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경합

하여 경제적 지원 신청을 한 때에는, 심의회는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본인

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

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경제적 지원 결정의 보류)

심의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때 심의회는

보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심의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

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다른 제도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검

토 중에 있고,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비하여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

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이 지침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

5. 기타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통지 및 보전처분)

①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를 승낙한 사실

2.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임의 변

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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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는 점

② 제1항의 통지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파악된 가해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전소송의

수행자의 지정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심의회 관할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보

전처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6조 (본안소송)

①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결정이 있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법무관 또는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도

록 한다.

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별표 1 증거서류 준비 목록표에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 별표 2

의 서류를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경과를

매월 5일까지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강제집행)

①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일부 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수행자는 즉시 피해자지원담당자 및 집행담당자에게 해

당 사실을 통지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자료를 집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집행담당자는 전항의 자료를 송부 받은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추심된 금원의 처리)

① 집행담당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였거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즉시 재무계 담

당자에게 추심한 금원을 세입조치 의뢰하여야 하고, 재무계 담당자는 이를 범죄피해

자보호기금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집행담당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금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및 세입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9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환수)

①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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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심의회에서 이를 환수하

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2.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

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

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③ 피해자 본인이나 범죄피해자인 유족으로부터 임의로 반환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범죄피해자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

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일시․장소, 각 안건, 경과, 결의 내용, 참석자 및 의

결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결의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

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의 표시를 하여 회신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로 한다.

③ 전 2항과 같이 작성된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심의기초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결과 통보)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

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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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심의 · 의결할 경우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경제적 지원 절차

제23조 (경제적 지원의 절차)

① 심의회의 경제적 지원 결정이 있은 때에는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계 담

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계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지원 담

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무계 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기관․시설․사람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24조 (범죄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특례)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때

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법정대리인 등이 가해자이

거나 범죄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정대리인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관련기관 통보)

이 지침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그 사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관리

제26조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범죄피해자마다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한

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공통된 자료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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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자지원카드 표지」

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

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

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

당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카드」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보

관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보관)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제20조 제3항 및 제26조

의 모든 자료를 심의회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치료비 지원

제28조 (지원요건)

치료비는 제3조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지원범위)

①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

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

원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범죄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 부담액

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액

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전 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200만 원, 총 3,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치료비 보전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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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지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

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다.

제30조 (특별결의사항)

심의회는 범죄피해의 경위, 정도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

제31조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는 제5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부담액이 표시되는 ‘진료비 영수증’, ‘진

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기재된 진단

서 또는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

①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치료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

로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

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

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체 없이 범

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

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았으므로 심의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2.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

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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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③ 범죄피해자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

환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

한다.

제7장 심리치료비 지원

제33조 (지원요건)

①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과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

목의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치

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리상담 서비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지정한 자 또

는 각 검찰청과 연계된 기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심리상담 전문

가’라고 한다)이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

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

증을 소지한 사람

3. 위 제1, 2호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③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 또는 연계된 관할지역 내 심리상담

전문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심리상담 서

비스 연계 및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속 검찰청 관할 외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도 명부에 기

재할 수 있다.

제34조 (지원범위)

①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 치료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제29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심리치료비로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 각 호에 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



- 389 -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10만원

2.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7만원

3.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심리상담 전문가의 경우 5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

의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 1인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1회당 최대 50만원을 상한

액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증빙서류)

① 범죄피해자는 각 검찰청에 제5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 진단서, 심리검

사지, 상담일지 사본 등 범죄와 심리적 피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여 심리치료

비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범죄피해자는 제31조의 예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치료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각 검찰청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사본, 상담일지 사본, 비용청구내역서 등 서비스 제공의 사

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지급의 상대방)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의 경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리상

담 전문가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를 고용․위촉한 법인․기관․시설․개인의 계

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 지원

제37조 (지원요건)

①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생계의 유지,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

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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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

우

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3. 기타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②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초등․중등․고등학교 또

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학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인 유족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피해자

본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3항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때,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무

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생계비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에게 5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생계비를 지급한

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한다.

　② 전항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세대별 주민등

록표상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직장․교육․양육 등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평소 생계를 함께

한 사람도 이에 포함한다.

③ 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 정도, 피해자

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

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생계비 명목의 금전

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9조 (학자금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1인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

1. 초등학생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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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 80만원

3.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

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학자금 명목의 금전

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 (장례비 지원범위)

①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인 유족에 대하여 장례 실비를 지급하되, 사망 피

해자 본인 1인마다 최대 3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②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장례비 명목의 금전

이 있는 경우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 (증빙서류)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를 신청하는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제5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된 서류 이

외에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급여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건강보험료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추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생계비를 신청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주민등

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추가하여, 학자금을 신청하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은 재학증명

서 등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계

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추가하여, 장례비를 신청하는 범죄피해자인 유족은 사망확인서 등 범죄피

해로 인한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장

례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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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 1.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 본 지침은 시행 이후에 신청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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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reform of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of Korea

Kim, Hyun Chul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arly western civilization, when the code of Hammurabi, the Laws

of Moses, and ancient Roman Law were established, was a 'Golden

Age' for victims. During that period, victims were the central concern

in the resolution of crime and criminal matters. According to the code

of hammurabi, if the perpetrator was unknown and there was a lack

of funds, the nation was required to compensate the losses of the

victim. A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was in force.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later periods of absolute monarchy and

nationalism in the Middle Ages and into Modern Times, victims were

relegated to merely a person of reference or witness, and in no case

was compensation for the victim by the nation recognized as a right

of victims.

From late 1940s, more academic attention was directed to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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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ginning in 1964 in New Zealand,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national victim compensation systems.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Victims of Violent Crimes was subsequently

established in 1983.

In 1985,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and every country has consequently been

enhancing not only compensation for victims but also protection of

the rights of victims based on these international principles.

Our crime victims compensation system was somewhat inadequate

compar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ut so far the improvements

made to our system indicate that it is moving the right direction.

The requirement for proof of impaired livelihood, which was the key

object of criticism, was eliminated from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In

2010, the amende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the newly

enacted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passed the Legislation,

heralding a new support policy for crime victims. The compensation

calculation based on the victim's salary allows victims to be

indemnified by a substantial amount for damage.

Hereafter, the crime victims compensation system will play a key role

in helping crime victims receive damages and fully recover. In other

words, the system will consider economic loss, psychological trauma,

and rehabilitation.

The government, moreover, must ensure tha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re protected promptly and smoothly through civil or criminal

courts. So far the nation has focused on investigating and pu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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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s while relegating victims to a third party as crime witness.

But victims as subjects of legal proceedings should receive total

compensation, and the government must protect and support them to

fully recover damages within various institutional frameworks.

Crime victims cannot assert their rights themselves but only through

institutional frameworks, while continuing to suffer from damages

during the pro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ctivate and

support non-governmental victim support centers. If necessary, the

government appoints public defenders for victims and continuously

supports victims to fully recover from damages or until complete

rehabilitation.

In this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ne strong supplementary

contribution to victims' recovery is the government crime victims

compensation system.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to meet its objectives, the

system first needs to relax its eligibility requirements in order for

more victims to receive benefits. The estimation of compensation

should by mandate fully cover the actual costs such as medical

expense, funerals and indemnification for rehabilitation and loss of

earing capacity within the limits of a civil claim for damages.

Considering the shortage of victim compensation funds,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funding through raising the upper limits

of funds, diversifying fund sources through collection of asset

forfeitures and imposts. After fund expansion, compensation should

be made within the limits of civil claims for damages. It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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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move compensation limits entirely.

In spite of the revision to the compensation system, victims who are

denied benefits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may still exist. Such

victims should be able to receive support from no-governmental

victim support centers. In other words, all medical expenses supported

by non-governmental victim support centers should be included in

victim compensation system, and it is desirable that

non-governmental victim support centers take charge of any bind

spot in the law.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system, we

increase public awareness for the victim, and the system needs to not

only compensate victims for their loss but also rehabilitate them

completely into society. Hereafter, I look forward to this just society.

keywords : crime victim, victim compensation, victim support

center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recover damage

Student Number : 962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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