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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연구의방향을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

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

적논의가활발해지는기점을중심으로증가해오다가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양상을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

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

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

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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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on crime victim support in Korea. KERIS, KISS and NANET

were searched with “Victims of Crime Support” as keywords. In result, 314 were satisfied the eligible

criteria for the review. The number of articles have steadily increased especially after the related law &

policy were announced and after the outbreak of violent crimes. Among the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tudies appeared the most. Regarding the research topics, article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policy ranked the highest in number. Among the type of crimes the number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were reported the most. The number of stud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 was shown with the highest

frequency in minor groups. Finally, the psychological support appeared relatively low. This study suggests

more empirical studies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crime victims need to be administered as its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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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
강력범죄는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이로 인한피해

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

생율이 14.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강력범

죄는 인구 10만 명당 2006년도에 44.3건의 발생비를 보

였던 것에 반해 2015년에는 68.2건이 발생하여 지난 10

년 동안 53.9%의 증가율을 보였다[1].

범죄는피해자본인뿐만아니라가족및친척들에게

도 직접적인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7

년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 제7766호’를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2]. 이는 범죄피해자를 ‘타

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

계를포함한배우자,’ ‘범죄피해자의직계친족및형제자

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

여사망한자의유족이나중장해를당한자’와 ‘범죄피해

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피해를입은사람’으

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일반적으로피해는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1차적피

해에그치지않고, 주변사람이나미디어, 사법기관종사

자들에 의한 2차적 피해 혹은 재피해로 이어지는 것으

로보고되고있다[4].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의

필요성은 범죄가 가져온 손실과 더불어 범행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사건의 당사자로 범죄 상

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회

는 이들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발 될 수 있는 수치

심이나모욕감등의심각한재피해로부터보호해주어

야 할 필요가 있다[5].

미국의 John Paul Stevens 대법관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등한시 하게 되면, 법의 형평성에 대한

시민의믿음은잠식될것으로기술하였다. 또한, 절망한

피해자와 목격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협조하지 않고

움츠려든다면, 범죄와 관련된 법무 시스템은 무너질 수

밖에없을것으로보았다[6]. 그는범죄피해자를지원하

는 일은 큰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적대

적 사회로인해생겨난소외감과분노를개선시키고법

집행자에 대한 대중의 협력을 끌어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하였다[7]. 이상에서처럼, 피해자보호및지원에

대한필요성은헌법에보장된인간의존엄성확보와피

해를 회복하고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예상치못한범죄로상해를당한피해자들은삶의다

양한 측면에서 붕괴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들의생존에필요한주거, 법률, 의료, 취업등정상적인

삶으로돌아가기위한물리적인기본요소들에대한필

요가우선적으로제공되는것이중요할것이다[8]. 이에

더해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에서는 범죄피해

자들은개인적인기본적생존을넘어서한인격의존중

받는삶을위한질적인측면에서의지원또한더욱필요

함을 언급하고 있다[9]. 범죄피해자들은 신체, 경제, 심

리, 사회 영역전반에서다양하고심각한어려움을겪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범죄피해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장기적으로경험하게되는경우가빈번한데강력범죄로

인한 피해일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악화되어 일상적인 생활

의 영위마저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자연재

해 등으로 인한 외상경험보다 범죄피해와 같이 대인관

계내에서발생한외상경험일수록 PTSD의제증상들이

심각하게 발현된다고 하였다[11].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보이는 증상들로

는 두통, 초조, 복통 등과 같은 신체적 측면의 반응들이

있고, 지남력장애, 약물남용, 폭력적행동, 부적응적대

처 등과 같은 행동적 반응들이 있다. 또한, 우울, 불안,

두려움, 무관심 등의 감정적 반응들과 침투적 사고, 해

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등

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반응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철수나 회피 등의 사회적 측면에서도 부적응적인 반응

들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러한여러다양한증상측면을고려하고, 필요수준

에 따른 지원을 구분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타나는증상들이경미하고범죄피해자가비교적적절

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을 위한 유인물

이나앞으로나타날수있는증상이나어려움에대한교

육정도의지원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상대적

으로 이보다 좀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나며, 미흡한 대처

를하고있어범죄피해자의욕구수준이보통으로평가

될수있는경우에는피해자를지지해줄수있는단체나

전문가의지원이단기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더 나아

가 중하고빈번한피해반응과일상에서의대처에어려

움을 겪는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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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사건이 심각할수록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며,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성격과 환경

적자원의정도에따라나타나는증상과회복의정도가

다르며, 그에따라개입전략이달라져야하고, 특히초기

대응의적절성에따라치료예후가달라지는것으로나

타났다[13].

1.2 한국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및 현황  
한국에서도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시행된 이후로 공

공기관및비영리민간단체들에서범죄피해자들을위한

도움과지원의노력들이정책, 제도를비롯한다양한분

야와시각에서실제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모색되어

지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 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민간 범죄피

해자지원센터설립에대한지원을시행하게되었고, 정

책개발및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14]. 2013년도부

터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민간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가지원하는단체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

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일부학교법인에서

전국 11곳에 심리적 지원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스마

일센터’를 수탁 운영 중이며, 경찰청에서도 ‘피해자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15].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폭력 피해중앙지원단에서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성폭

력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3자 협약으

로 ‘해바라기 센터’ 및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통합지

원센터를운영중에있다. 이외에도성폭력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피해자보호시설등에서는성폭력방지및피

해자 보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16].

2015년도부터는검찰청에서도피해자에대한경제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

부, 법무부의 각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들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17]. 이 기금은 주거비,

의료비, 학자금, 취업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법률 구

조, 취업, 신변보호 조치 등의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피

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진단평가

및 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연구들은 범죄피해

자 구조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본격적

인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최근 10여 년 에

이르기까지제도를정착, 개선, 발전시키기위한노력과

더불어 각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헌들을 포괄적으로

개괄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 분야

를 살피고자하는 노력들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범죄피해자지원과관련된연

구들을문헌분석을통해살펴봄으로써그동안어떤종

류와대상을중심으로연구가이루어져왔고, 그 주제와

특징도 어떠한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한다. 이를 토대

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계된 연구들의 동향을 개괄하

고, 추후이와관련된필요분야연구에대한방향을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연구는한국의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연구동향

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로서 범죄피해자 구

조법이 처음 발표된 1987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국내

에서 발간된 학술지 논문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한

국교육학술정보(http;//www.riss.kr), 국회전자도서관

(http://nanet.go.kr), 한국학술정보(www.kiss.kstudy.com)

를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수집

하였다. 검색된 연구물이 웹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2.2 분류기준
연구물의 선정 과정은 [Fig.1]에 Cochrane

Collaboration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고

[18], 체계적 문헌고찰의 기술형식인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PICO)를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논문을 평정하기 위한 분류기

준은 E. J. Chang[19]의 연구에서채택한세부분류표를

기초로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등의영역으로나

누었으며, 각 범주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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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Literature Selection

Classification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Methodology Quantitative / Qualitative / Mixed Research Press Report, Discussion Article

Topic
Law & Policy (Victim protection related) / Operation, Education, Psychological
Aspect, Current State Overview

Criminal Law & Policy,
(Punishment related)
Overseas Research

Subject

Type of Crime
Sexual Offense, Domestic Violence, Violent Crime,
Stalking, Trafficking

Fraud & Embezzlement War,
Military, Terror, Industrial
Technology, Cyber

Minor Group
By Age (Children, Adolescent, Elderly)
Disabled, Multicultural, Homeless

Type of
Institution

Judicial (Police, District Attorney)

Victim Support (One-stop, Sunflower, Smile, Civil)

Topics on
Victim Support

Psychological Intervention, System/Operation

Judicial Officers System/Operation, Forensic Science, Welfare/Regulation, Training/Education

<Table 1> Criteria for Literature Selection

2.3 분석절차
문헌들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분석되었는데[20], 평가

계획서란근거를규정하고, 탐색하여평가하며, 비교하기

위해따라야하는과정을좀더구체적으로기술한것이

다. 평가를하기전에구체적인질문이나문헌의선택방

법, 선택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주고 평가의 수행과정

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연구가 어떤 방법으로 왜 행해

졌는가를알게해주며편향(bias)이적은근거를얻기위

한노력이다. 또한, 연구원간에일관성있는정보교환의

형태를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핵심질문은 ‘한국에서의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살펴본 후, 연구대상의 선택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였다. 평가지 자료추출 형식을 구

성하여범죄피해자지원분야전문교수 1인과체계적문

헌 고찰연구수행 경험이 있는연구자 1인이 함께 합의

과정을 거쳐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을 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검색된 국내학술지 논문은 1367편이었고,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물은 314편에 해당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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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된연구의정확성및누락가능성에대해독립적

으로 확인하였다.

3. 결과
국내학술지중 ‘범죄피해자지원‘, ‘범죄피해자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검색어를사용하여수집된

문헌은 총 1367편이었으나, 각기 다른 검색 싸이트에서

중복검색된논문 641편을제외한 726편중주제부적합

148편과 신문, 보도 내용, 토론집 등 내용면에서 부적합

한 12편을 제외한 566편을 1차로 선별하였다.

이 중 243편의 논문들이 배제되었는데 해외 사례가

100편, 범죄에 대한 처벌 등 사법 정책 관련 연구물 110

편이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테러, 전쟁범죄 그리고 사

기, 사이버, 산업기술유출피해자등은이번연구의범죄

유형 대상 기준에서는 배제하여, 이에 해당된 33편의 문

헌을 제외한 323편이 2차 자료 분석에 선정되었다. 다시

9편의논문이전체원문확인이불가하거나질적측면에

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외됨으로써 총 314편의 문

헌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물 중 연도별 논문 수는

[Fig.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최초 검색된 연구물은 1996

년도에출판되었는데, 이후저조하게유지되다가 2004년

7편에서 2005년도에는 연구물의 수가 17편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꾸준한증가세를보였다. 2013년도에 35편으

로 가장 많은 연구물이 발간되었으나, 2016년도에 23편,

2017년 10월현재까지는 17편으로다소감소하면서주춤

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2005년도에 상대적으로 큰 폭

의 문헌수가 증가된 이유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2년도에 연구물이 급

격히 늘어났는데 총 31편의 문헌 중 9편이 성폭력 관련

연구물이었다. 이는 2008년의 조두순 사건, 2010년의 김

길태, 김수철사건등이발생하면서특히아동, 청소년성

폭력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며 2011년도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약칭 ‘성폭

력 방지법’, 제10261호)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과

연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1].

[Fig. 2] Number of Selected Literatures per Year

연구방법에따라분석한결과는 <Table 2>에제시되

었다. 질적 연구는 293편(93.3%), 양적 연구는 19편(6.1%),

혼합 연구는 2편(0.6%)으로 질적 연구의 수가 압도적으

로많은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정책, 현황, 제언 등을

중심으로한연구주제가주축을이루고있기때문인것

으로 볼 수 있다.

Method Qualitative Quantitative Mixed

Number
(%)

293 (93.3%) 19 (6.1%) 2 (0.6%)

<Table 2> Research Method 

연구주제별유형을분석한결과는 <Table 3>에제시

되었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규/정책과 관련된 문헌

수가 283편 (88.4%)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 정서적 측면

을 다룬 연구물은 26편 (8.1%)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

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피해

자녀 부모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연구물의 수가 4편

Topic
Law/
Policy

Psychological
Aspect

Current
State Overview

Education Research Methodology

Number
(%)

283
(88.4%)

26
(8.1%)

6
(1.9%)

4
(1.3%)

1
(0.3%)

<Table 3> Research Topic (Doubl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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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해자학연구방법론을다룬연구물은 1편 (0.3%)

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에는 연구물의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중 범죄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의 1)에제시하였다. ‘강력범죄’를 단독주제로

다룬 연구물은 26편이 있었으며,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방화의 5대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은 그 빈도가 높아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78개, 가

정폭력 56개, 학교폭력도 8편으로나타났고, 스토킹, 노인

학대, 인신매매등기타연구들은 32편에해당되었다. 이

중 중복 체크된 연구는 31편이 있었다.

<Table 4>의 2)에서는 범죄피해자 집단 중에서도 사

회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소수집단을 다룬 문헌의 빈

도수를나타내었다. 장애인관련 15편, 노인 9편, 아동 42

편, 청소년 26편, 다문화 4편, 그리고 노숙인 범죄피해자

대상 연구물이 2편에 해당되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연

구물의 높은 빈도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연구물의

빈도수가 높은 점과 상응하며, 폭력의 피해 대상자로서

아동, 청소년에대한연구자들의관심을시사할수있겠다.

<Table 4>의 3)에서는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등의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

된연구물들과원스톱, 해바라기, 스마일및기타정부및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과 관련된 연구물의 수로 분

류하여 제시하였다. 사법기관 대상으로 112편, 범죄피해

자지원기관관련으로 77편의연구가진행되어사법기관

대상에서 약 1.5배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사법기관

대상 연구물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대상

81편, 검찰 29편, 변호사 관련이 3편에 해당되었고, 19편

의 연구는 각 대상에 중복되게 진행되었다. 피해자 지원

기관 관련 연구물에서는 원스톱 센터 대상이 14편, 해바

라기 센터대상 6편, 스마일 센터대상 4편이 있었고, 기

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종교계 및 비영리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관 관련이 68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5편이 중복 체크되었다.

사법기관 대상 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내용들을

확인한결과, 가장 많은 164편의연구물에서정책/제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44편이 조직/인프라

구축관련주제를, 12편이수사기법, 15편에서피해자지

원방안/인권/교육관련문제를다루고있었고, 이들을합

친총 235편중 123편이주제가중복체크된문헌들로약

절반가량의연구들이복수의주제들을다루고있음을알

수 있었다.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심리

지원/심리특성/심리평가와관련된연구물은 12편에해당

되었고, 또한 주제가 중복 체크 된 1편을 포함한 53편의

연구물들이주거, 법률, 의료등물리적지원과관련된제

도/운영/현황/발전방안등의주제를 다루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기관 대상 연구 중 제도 및 정책 관

련 연구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것과도 일관된 결과로,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운영현황에관심을기울이고있고, 개선을위한움직

임들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연도별연구물발간빈도수는 2005년과 2012년

에 가장많이증가하였는데, 이는당시사회적이슈나관

련 정책 및 법 제정과 관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셋

째, 연구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 및 법률

과관련된연구들의빈도수가가장많았다. 넷째, 범죄피

1) Type of Crime (Double Check)

Type of
Crime

Sex Offense Domestic Violence Violent Crimes School Violence
Etc.

(i.e. Stalking, Trafficking)

Number of
Literature

78 56 26 8 32

2) Minor Group 3) Type of Institution

Type of
Minor Group

Disabled Elderly Children Adolescent Multicultural Homeless
Type of
Institution

Judicial
Institutions

Victim Support
Institutions/
Organizations

Number of
Literature

15 9 42 26 4 2
Number of
Literature

112 77

<Table 4> Resear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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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유형에서는성폭력이가장많았고, 그뒤를이어가정

폭력과 관련된 연구의 빈도가 많았다. 다섯째, 범죄피해

소수집단대상과관련된연구들에서는아동및청소년대

상이가장많았다. 여섯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이

루어지고있는지원분야에대한연구중에서는정책/제

도/운영현황과관련한연구물수와비교하여심리적지

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 연구 중에서

KERIS, KISS, NANET에 등록되어원문검색이가능한

학술논문 1,367편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최종 314편을

출판연도,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 등에 따라 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

죄피해자 지원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의 범죄피해자 대상 연구는 1987년 ‘범죄피

해자 구조법’이 제정된 전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04

년도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

과, 연도별 연구 편수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흉악

범죄 사건들을 기점으로 하여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

발해지면서꾸준히증가해오다가 2016년, 2017년인 최근

약 2년 간 다소 주춤해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 강력범죄

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다시금 이

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연구 방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

한 법률, 정책, 현황, 제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인

질적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이제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를비롯한심리지

원 기관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상자의 경험에 근거한 실

증연구중심의양적및질적연구가증가해야할필요성을

제기하는바이다. 이를통해이론및외국연구가주가아

닌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개입과 지원에 관한 의미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범죄유형에서는 5대강력범죄중대부분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연구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소수

집단 중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연구의 빈도수가 높은

것과밀접한결과로, 아동및청소년피해자에대한관심

이 증가된 것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 ‘묻지 마

범죄’, ‘데이트 폭력’, 특히, SNS 인터넷 등 같은 사이버

폭력유형이나 살인사건들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하

여[22], 향후 이에 관한 주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넷째, 연구주제와관련해서는대다수의연구물이사법

기관및복지기관과관련된법률, 정책 및제도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과 관

련된 문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

어 법률, 의료, 취업, 경제적 지원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및민간기관들이생겨났다. 이와 더불어이들의운

영현황이나법, 제도및정책과관련된추가적인제안과

관련된 연구물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관이나 제도 및 정책들

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 결과와 관련된 연구

물들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그간 강

력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무부 산하의 스마일 센터, 여성

가족부 산하해바라기센터등유관기관이활발하게운

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기관들에서이루어지

는 물리적 지원이나 심리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수를 보였다. 그 중 상담이나 심리평가, 교육

등심리·정서적지원과관련된연구가매우저조함을알

수 있었다.

범죄피해자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이 보다 나은 삶

의 질을 회복하는데중요한요소로알려졌으며[23], I. S.

Choi 등의연구에의하면피해자들은심리적, 경제적, 신

체적 피해에서 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이 가장 높다고 응

답했고, 가장 필요로하는서비스로는상담이나대화, 정

신적 지원과 위로인 것으로 제시되었다[24]. 이 같은 노

력들에 힘입어 관련 제도가 확립되고 기관이 설립되어

현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제기된 것처럼 심리지원 기관에서 실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물리적, 심리적 지원들의 효과

를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들이 제도

나정책연구에비해매우부족함을알수있다. 즉, 그동

안은실제로범죄피해자는연구참여자로의접근성이부

족하여 실제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보다는

대부분정책및제도, 심리지원의필요성에대한문헌연

구가 주였으나, 범죄피해자 지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

려하면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척도개

발, 치료 개입에 필요한 변인 및 효과 검증 등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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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 보인다[25].

범죄피해자지원기관에서시행되는다양한심리적측

면의지원들에대한효과검증의시도가연속성있게이

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 막 초기 단계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이제는 각 지역

사회의필요에적합한형태로기관이양적으로증가하여,

전국적으로확대운영되는시점에있어이러한연구들은

더욱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들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대응하고 긴급하게 개입해야하는 기관

의 종사자들은 바쁜 현실 속에서 연구를 수행하기에 현

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들이 심리지원

업무의효과성을입증하는것은제한된시간과여건에서

는 이중적으로 고충이 가중되는 일이기도 하겠고, 단기

적인관점에서평가하는것또한무리가따르는일일것

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 정서적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간접피해에노출되어있어서장기간업무에

종사한 경우 심리적 소진이 염려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향후에는 심리지원 기관 종사자들의 소진에

대한 개입이나 예방연구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임에도 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접근 및 연구 윤리의 문제, 관련 분야에 대한 미흡

한 지식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연구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측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현실적인제약을감안하더라도, 이제는범죄피해자

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외상후성장을추구하는과

학적인 노력이 도모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경

험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 치료의 효과성이 입

증되고, 이러한 연구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원의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

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위 논문 자료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

죄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한국에서

의관련연구를개괄하고향후방향을제안했다는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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