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법률상 명칭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 피해자가 시설 이용으로 해바라기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함께 가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센터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지금의 ‘해바라기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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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칙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목표

여성･아동폭력에 적극 대처 및 여성･아동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의 자활기반 조성
5.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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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사업 연혁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전반
주 요 연 혁

- 성폭력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결의(3.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 성폭력근절 실무추진회의(4.28, 국무총리실)
1992 - 시･도에 보호업무지침 시달(5.18)
- 시･도에 보호시설 시범운영지침 시달(8.31)
∙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서울 자매복지회관 지정)
19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폭력상담소 설치(11월)

1995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월)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1월)

2000 -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신설(9월)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이관(1월)
2001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10월)
∙ 경찰병원 등 7개소
- 성폭력체크리스트(진료기록) 및 성폭력응급 키트 개발(2월)
2002 - 시･도별 종합병원급 전담의료기관 확대 지정(11월)
∙ 부산의료원 등 12개소 지정
2003 - 아동성폭력전담기구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4월, 5월)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18), 연세의료원 위탁･운영
-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제도 개선
2004
∙ 가정･성폭력 치료비 통합운영
∙ 시･군･구 치료비 집행 및 치료비집행절차 간소화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비 75,000원 신규 인정
2005
2006

영남권역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9)
호남권역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29)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 추진(경찰병원 등 8개소)
경찰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8.31)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6개소 신설 및 운영(총 14개소)
- 제1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개최(2.22)

2007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의 사업수행방식 전환(지자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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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8 -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08.4~)
※ 9개 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구성･운영(간사부처 : 여성부)

-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09.10~)
200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국회제출(’09.9.15) 및 여성위 통과(’09.12.7)
201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4.15)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실시
보완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운영(2개소)
※ 경남(창원)전용쉼터(8.24개소), 경북(김천)전용쉼터(9.1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4개소 신설(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20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1.1)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개소 신설(경북, 울산)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배치･운영(4월~)
제1회 성폭력 추방 주간 실시

- 성폭력 근절대책 수립･추진(’12.7~12)
※ 의료비 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2012 -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설치(12.12)
※ 강원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

-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관계부처 합동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수립(’13.6)
2013 - 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13.6)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전연령), 친고죄 전면 폐지 등

-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돌봄비용 지원 시행(1월)
2014 - 치료 동행서비스 시행(4월)
- 해바라기센터(거점) 신규 운영(11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2015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11월) 및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 피해자 돌봄비 지원 대상 13세 이상 1~3급 장애인까지 확대
2016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지원(제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16.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16.9.3)

2017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2018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2019 - 전남해바라기센터(11월) 개소
202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9, 10.20)
-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이전(사업자변경) 개소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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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연혁
주 요 연 혁

-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방안 검토(6월)
- 성폭력 피해 진료 및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 경찰서 전전하는 사건
2003
발생(5월)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원스톱지원시스템 필요성 대두
- 해바라기아동센터 설립 추진기획단 구성(11월)

2004

- 해바라기아동센터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2월)
-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월)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전문적 치료 및
서비스 제공 목적

- 영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월)

2005

- 호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6월)
- 서울 경찰병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여성･학교폭력 서울 원스톱지원
센터*로 전환 개소(8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통합서비스 제공 목적

- 여성부와 경찰청 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협의(10월)
- 여성부･경찰청･7개병원장 3자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및 부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2006

- 여성부･경찰청･6개병원장 3자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및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등 11개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2007 -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의정부 의료원 개소(9월)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협약 주체 변경
(시도, 지방경찰청, 의료기관, 1월)
2008
-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 경기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12월)
- 전북, 인천, 강원, 충청, 경남, 부산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7~8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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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 여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 등 논의)
- 지원서비스 개편 토론회(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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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충남, 전남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월)
- 부산 원스톱지원센터와 부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통합, 최초 개소(1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서비스 제공 목적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개소 신설(서울, 강원영동, 전남, 9~12월)
- 센터 지원을 위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설치(6월)
2011 - 울산원스톱지원센터를 울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확장설치(12월)
- 강원원스톱지원센터와 강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강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2012
통합(12월)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대표 번호 신설(1899-3075)
2013

- 인천북부, 경기서부, 부산 원스톱지원센터 등 3개소 신규 설치(5~9월)
- 경기 원스톱지원센터를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확장 설치(12월)
-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기능 조정 및 명칭일원화 결정(7월)
- 해바라기아동센터 전담경찰 지정, 수사기능 지원(8월)
- 센터 명칭일원화 관련 시･도 의견조회, 전국 센터 부소장 회의(7~10월)
* 3개 센터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

2014
2015
2016

해바라기센터 로고 및 캐릭터 신규 제작(10월)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로 전환(11월)
대전원스톱지원센터를 대전해바라기센터로 확장 설치(12월)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12월)
제주원스톱지원센터를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제주해바라기센터로 확장 설치(1월)
신규 개소(11월)
신규 개소(12월)
이전(사업자변경) 개소(12월)

- 부산해바라기센터 이전(사업자변경)개소(3월)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12월) 신규 개소

2017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12월)
2018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12월)
2019 - 전남해바라기센터 신규 개소(11월)
2020 -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이전(사업자변경) 개소(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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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해바라기센터 개요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2

법적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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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현황

가. 연도별 운영 현황
연도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개소
5개소
17개소
18개소
20개소
28개소
30개소
31개소
30개소
33개소
34개소
36개소
37개소
38개소
39개소
39개소
40개소

위기지원
2개소
14개소
15개소
16개소
18개소
17개소
16개소
15개소
17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해바라기센터
아동･청소년
1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4개소
10개소
9개소
9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8개소
7개소
7개소

통합

4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10개소(거점1)
12개소(거점1)
13개소(거점1)
14개소(거점1)
15개소(거점1)
16개소(거점1)
17개소(거점1)

나. 설치･운영 현황
시도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운영기관

명 칭

개소일

기 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중앙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05.8.31.

위기지원

보라매병원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08.12.3.

위기지원

서울대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10.12.3.

통합

연세의료원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4.6.18.

아동･청소년

삼육서울병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15.11.11.

통합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16.12.14.

통합

부산의료원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13.9.6.

위기지원

부산대병원

부산해바라기센터

’16.3.1.

통합

대구의료원

대구해바라기센터

’06.5.9.

위기지원

경북대병원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6.9.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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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운영기관

명 칭

개소일

기 능

인천의료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6.3.31.

위기지원

인천성모병원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13.5.9.

위기지원

가천대길병원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9.7.17.

아동･청소년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06.9.4.

위기지원

전남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5.6.29.

아동･청소년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해바라기센터

’14.12.1.

통합

울산

울산병원

울산해바라기센터

’11.12.1.

통합

의정부의료원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07.9.18.

위기지원

단원병원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20.11.5.

위기지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14.11.19.

통합/거점

명지병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14.12.26.

분당차병원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8.12.26. 아동･청소년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21.1.22.

통합

강원대병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12.12.12.

통합

강릉동인병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10.9.8.

통합

’18.12.31.

통합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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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의료원

충북해바라기센터

’06.2.8.

위기지원

건국대충주병원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09.7.22.

아동･청소년
위기지원

단국대병원

충남해바라기센터

’10.1.13.

※ ’21년 상,
통합 전환예정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

’06.2.1.

위기지원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09.7.6.

아동･청소년

원광대병원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17.12.20.

통합

성가롤로병원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10.1.28.

위기지원

영광기독병원

전남해바라기센터

’19.11.1.

통합

안동의료원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06.1.12.

위기지원

포항성모병원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15.12.30.

통합

김천제일병원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15.12.1.

위기지원

경상대병원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19.1.1.

통합

마산의료원

경남해바라기센터

’06.12.1.

위기지원

한라병원

제주해바라기센터

’15.1.28.

통합

제1장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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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별 역할

가. 여성가족부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령 제정 및 정비
○ 해바라기센터 사업지침 등 운영방향 수립
○ 해바라기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승인
○ 해바라기센터 사업비의 교부 및 평가
○ 해바라기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관리 및 지도

나. 시･도
○ 중앙정부와 시･군･구간 연계역할
○ 해바라기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지원
○ 해바라기센터 사업 계획 승인 및 집행
○ 해바라기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센터장, 소장, 부소장 등) 관리
○ 해바라기센터 예산 교부 및 정산, 사업(정산)결과 보고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관리 및 지도

다.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 해바라기센터 기본 운영방향 수립 및 설치계획 수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 수사분야에 한하며, 다른 분야는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와 협의

○ 배치 경찰관 인력확보 및 수사지원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속기사, 진술분석 등 지원
○ 사건 수사지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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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센터 운영 기관(의료기관 등)
○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 피해자에 대한 상시 의료지원
○ 해바라기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관리

마. 해바라기센터
○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체계 운영
○ 사건 조사, 수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종사자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
○ 기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의뢰하는
사업의 운영

바. 해바라기센터(거점)
○ 상담, 의료, 법률 등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지원 표준모델 수행
○ 의료 및 임상 등 피해자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관련 슈퍼비전 및 자문 제공
○ 중요 사건에 대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공동 대응, 센터 소속 전문가 파견 또는
서면 등을 통한 의료･임상 관련 지원
○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현장실습, 의료･임상관련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신규 해바라기센터 설치 시 의료･임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2

제1장 총

칙

○ 의료･임상관련 네트워크 구축
○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서 요청하는 사안 및 자료
(개인정보 제외) 요청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지원
○ 해바라기센터 실적 관리 및 지원
○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피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 피해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 홍보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총괄 운영 및 관리 지원
○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해바라기센터(거점),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해바라기센터(거점) 협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해바라기센터(거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각 지역
센터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 센터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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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6쪽

제1장
총칙

8쪽

제2장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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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쪽

2020년도

2021년도

2. 해바라기센터 연혁

2. 해바라기센터 연혁

주요연혁

주요연혁

- 서울 경찰병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학교･여성폭력
2005
서울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환
개소(8월)

- 서울 경찰병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여성･학교폭력
2005
서울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환
개소(8월)

Ⅲ. 해바라기센터 개요
1. 사업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2차 피해를 방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Ⅲ. 해바라기센터 개요
1. 사업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
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5. 상담지원
5. 상담지원
나. 상담기록지(사례접수 및 경과기록) 나. 상담기록지(사례접수 및 경과기록)
작성
작성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외상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외상이
보고되거나 피해가 72시간 이내에
보고되거나 피해가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기타 증거채취가 필요한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 72시간 이후
경우에는 응급키트 증거채취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즉각 센터(수탁병원)로 안내하여 지원
등 기타 증거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다.
응급키트 증거채취를 위해 즉각 센터
(수탁병원)로 안내하여 지원한다.

제1장 총

구 분

2020년도

칙

2021년도

6.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6.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등 >
<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등 >

38쪽

-

* 가해자 분리 여부는 학교측에 확인해야
함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반드시 학교
측에 상세히 확인한다. 가해자 분리가 안
되었을 경우 즉시 분리되도록 요청한다.
* 학교측이 학생의 보호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거점)), 관할 교육청, 관할
성폭력특별수사대, 지자체, 학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 가해자 분리 여부는 학교측에 확인해야
함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부모(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측에 상세히 확인한다. 가해자
분리가 안되었을 경우 즉시 분리되도록
요청한다.
* 학교측이 학생의 보호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바라기센터(거점)), 관할 교육청, 관할
성폭력특별수사대, 지자체, 학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주요 성폭력 사건의 보고 체계

42쪽

1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 10.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
중절 등 지원
중절 등 지원
-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피해당시 -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피해당시
13세 미만 아동(의제 강간 연령)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제 강간
별도의 고소 또는 사례 회의 없이
연령)은 별도의 고소 또는 사례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속하게 지원
회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속
한다.
하게 지원한다.

54쪽

Ⅱ.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례별 진행 절차>
 약물치료
◦간호사는 약물 처방 절차를 지원하고
약의 작용 및 부작용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일정을
조절하고 다음 예약일을 정한다.

56쪽

2. 신체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2. 신체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나. 산부인과 진료
나. 산부인과 진료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아동에게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필요시 사진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아동에
한다.
게는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중략)
(중략)
◦시진 후 사진촬영에 대한 보호자 및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진촬영을
한다.

제2장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Ⅱ. 성폭력 피해자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례별 진행 절차>
 약물치료
◦간호사는 약물 처방 절차를 지원한다.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일정을 조절하고, 간호사는 피해자
(보호자)와 상의하여 다음 예약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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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년도

57쪽

3. 심리 평가
3. 심리평가
-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와 -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평가자가 면대면
분리된 상태에서 평가자가 면대면
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후
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보호자의
보호자를 따로 만나 면담한다.
면담이 필요한 경우, 평가 후 보호
자를 따로 만나 면담한다.
- 특히, 피해자 강한 불안감을 호소 - 특히, 피해자가 강한 불안감을 호소
하면서 보호자와의 분리에 저항
하면서 보호자와의 분리에 저항한
한다면, 보호자의 동석을 허용하되,
다면, 보호자의 동석을 허용하되,
보호자가 부적절하게 검사 도중에
보호자가 부적절하게 검사 도중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60쪽

5. 심리 치료

65쪽

7. 동행서비스의 제공(별도 예산지원 7. 동행서비스의 제공(별도 예산지원
센터만 해당)
센터만 해당)
다. 동행서비스의 방법
다. 동행서비스의 방법
◦ 찾아가는 치료･상담서비스
◦ 찾아가는 치료･상담서비스

제2장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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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5. 심리치료

※ 종사자에게는 출장여비, 수당(3만원
이내)을 지원할 수 있음(출장여비는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종사자에게는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출장여비는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

9. 사회적 지원
가. 사례 지원
◦사례 관리
- 평가, 치료, 법적 지원 서비스 등이
피해자 및 부모가 처한 심리･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 목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
- 각 사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은 센터의 서
비스 진행절차 및 법적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에게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한다.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부모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지하고, 문제해결 방식 및 자원
탐색에 대해 상담한다. 필요시 가족
상담을 실시한다.

9. 사회적 지원
가. 사례 지원
◦사례 관리
- 평가, 치료, 법적 지원 서비스 등이
피해자 및 부모(보호자)가 처한 심리･
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 목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보 제공 및 부모(보호자) 교육
- 각 사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은 센터의
서비스 진행절차 및 법적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보호자)에게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
한다.
◦부모(보호자)상담 및 가족상담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부모(보호자)
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지하고, 문제해결 방식 및
자원 탐색에 대해 상담한다. 필요시
가족상담을 실시한다.

제1장 총

구 분

69쪽

제2장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2020년도

칙

2021년도

◦부모 자조 모임
◦부모(보호자) 자조 모임
- 피해자의 가족들이 협력체계를 - 피해자의 가족들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이루어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모모임을 구성, 지원한다.
있도록 부모(보호자)모임을 구성,
지원한다.

70쪽

11.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대처
11.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대처
◦센터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 ◦센터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
심되는 모든 사례는 발견 즉시 경찰에
심되는 모든 사례는 발견 즉시 시･도,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시･군･구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

90쪽

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 인권보호 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 인권보호
◦성매매 피해여성 조사 시 서면고지 ◦성매매 피해여성 조사 시 서면고지
사항 고지
사항 고지
- 진술녹화실 이용 조사
- 진술녹화실 이용 조사

* 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시･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통보한다.
* 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진술녹화를 원할 경우 진술녹화
적극 실시(추가)

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5. 보조사업의 취소
(추가)

제3장
100쪽
센터운영

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5. 보조사업의 취소
v 보조사업 취소(운영종료) 절차
∙ 운영종료 요청 : 사업기관 → 시·도지사
- (제출서류) 운영종료 사유서 등
∙ 운영종료 관련 제반사항 검토 및 이용자
조치계획 협의, 이전계획 수립 : 시·도지사
- (검토사항) 사례이관, 인사노무, 회계,
자산, 개인정보처리, 보안 등
∙ 운영종료 승인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
- (제출서류) 이전계획서(일정 등), 운영
종료 사유서, 이용자 조치계획서(사례
이관 협의결과 등),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등
v 유의사항
∙ 이전 및 운영종료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지체 없이 보고
∙ 센터가 운영종료될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시·도 내 타 센터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법·규정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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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5. 조직 및 업무 분담
5. 조직 및 업무 분담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
과 같다.
과 같다.
102쪽

구분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비상근전문의
행정원

업무내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Ⅱ. 해바라기센터(아동형)
3. 운영방법
106쪽 나. 운영시간

* 센터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재택당직
근 무 제를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 및
치료지원 연계가 가능토록 함

구분
의료지원팀
비상근전문의
상담법률지원
팀
행정지원팀

업무내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Ⅱ. 해바라기센터(아동형)
3. 운영방법
나. 운영시간
* 센터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재택당직
근무 제를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 및
치료지원 연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4. 사업 내용
4. 사업 내용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적장애
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등 수
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등 수
행
행
사업

제3장
센터운영

◦피해자에
대한 의
료, 상담,
치료 서
비스
제공
107쪽

◦피해자에
대한 상
담, 긴급
구조 지
원 체 계
운영

내용
(중략)
- 성폭력 피해자 가족
을 위한 상담 및 정신
건강의학과적 치료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 상담, 보호 등
보호를 위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한 연계망 위한 연계지원
구축
서비스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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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중략)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피해자에
- 성폭력피해자
대한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상담,
포함한 정신
치료
건강의학과적 치료
서비스
- 사례접수 및 면담
제공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에
- 지방자치단체, 여성
대한
긴급전화 1366, 아
상담,
동보호전문기관, 경
긴급구조
찰청 등 긴급 구조 지
지원체계
원체계 구축･운영
운영
◦피해자
보호를
- 상담, 보호 등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연계망
위한 연계지원 구축
구축

제1장 총

구 분

2020년도
4. 사업 내용

112쪽

제3장
센터운영

2021년도
4.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사업

내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지역연계망
구축
- 1366, 아동보호전문
기관, NGO와의 연대

피해자
보호･지원
을 위한
자원 구축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연계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긴
급전화 1366, 아동보
호전문기관, NGO와
의 연대

5. 조직 및 업무 분담
114쪽

칙

※ 동행 상담원의 경우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소속 팀을 결정할 수
있다.

5. 조직 및 업무 분담
※ 동행 상담원의 경우 상담･법률지원팀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팀을 결정할 수 있다.

Ⅳ. 운영 공통사항
Ⅳ. 운영 공통사항
4.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
◦언론기관에 노출되는 기사 및 인터뷰는 (삭제)
118쪽
논란의 요지가 있는 주요사안의 경우,
사전 혹은 사후에 여성가족부나 한국
여성인권진흥원과 협의한다.
Ⅱ. 해바라기센터(아동)
2.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자격요건

동행
상담원

※ 기존 직원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존대로 인정하되,
빠른 시일 내에 동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함

127쪽

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Ⅲ. 해바라기센터(통합형)
3. 해바라기센터(거점)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는 상근 또는
비상근 소장을 둠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30,
종사자 외 상근 인력을 4명 이상 둠
131쪽
- 상근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1명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고,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음

Ⅱ. 해바라기센터(아동)
2.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자격요건

동행
상담원

※ 기존 직원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존대로 인정하되,
6개월 내에 동 자격기준을 갖추
도록 함

Ⅲ. 해바라기센터(통합형)
3. 해바라기센터(거점)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는 소장 또는
부소장을 둠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 외 상근 인력을 4명 이상 둠
- 상근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1명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고, 간호사, 행정원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음

19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신건강 -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는 거점형 해바라기
의학과 전문의는 거점형 해바라기
센터의 소장 또는 부소장 역할을
센터의 소장 또는 부소장 역할을
수행함. 부소장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함
경우에는 거점형 해바라기 센터에
2명의 부소장을 둠
(중략)
(중략)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초과하는 -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상한선의 10% 범위
경우에는 상한선의 10% 범위 내
내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여
에서 시･도지사와 협의
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의가 부소장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의 소장에게는
인건비의 50%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Ⅳ. 해바라기센터 공통사항
1. 종사자의 임면 및 채용 조건
가. 임면권자 등
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132쪽

Ⅳ. 해바라기센터 공통사항
1. 종사자의 임면 및 채용 조건
가. 임면권자 등

※ 인사위원회는 시･도관계자, 수탁병원
관계자, 지방경찰청 관계자, 학계, 관련
전문가 등 포함 4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2. 종사자 복무
나. 종사자 교육

2. 종사자 복무
나. 종사자 교육
◦ 해바라기센터의 모든 종사자는 성폭
력･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
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연 1
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추가)

라. 경조 휴가 등

라. 경조 휴가 등

134쪽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5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35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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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는 시･도관계자, 수탁병원
관계자, 지방경찰청 관계자(단, 센터 배치
경찰관 제외), 학계, 관련전문가 등 포함
4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망

제1장 총

구 분

2020년도

칙

2021년도

4. 안전관리
4. 안전관리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가. 시설안전 관리(추가)
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실시하여야 함
의4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함(중략)
140쪽
나. 종사자 인권보호(추가)
◦센터의 장은 내담자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신체
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5장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보조금의
하여야 함(추가)
관리
Ⅰ. 예산의 편성
Ⅰ. 예산의 편성
143쪽 2. 인건비의 편성

2. 인건비의 편성
※ 센터장은 무급임(추가)

Ⅱ. 예산의 집행
Ⅱ. 예산의 집행
2. 예산 집행 기준
2. 예산 집행 기준
가. 국내여비지급표(공무원 여비기준) 가. 국내여비지급표(공무원 여비기준)
151쪽

구분

숙박비(1야당)

구분

숙박비(1야당)

근무지외

실비(상한 50,000원)

근무지외

실비(상한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Ⅲ.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의 제출 Ⅲ.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의 제출
보고
사항

보고
주체

보고
대상

시･
사업 센터장 도지사
계획서
예산교부
여성
신청서 시･ 가족부
도지사
장관

제5장
보조금의 156쪽
관리

시･
사업실적 센터장 도지사
보고서
정산
여성
보고서 시･ 가족부
도지사
장관
시･
도지사,
피해자
센터장 여성
지원실적
가족부
장관

보고시기
당해 연도
1월 15일
까지
당해 연도
1월 31일
까지
익년도
1월 31일
까지
익년도
2월 28일
까지

매 익월
10일까지

보고
방법

서면

서면

서면
또는
해바
라기
센터
정보
시스템

보고
사항

보고
주체

보고
대상

보고시기

시･
당해 연도
사업 센터장 도지사 1월 5일까지
계획서
예산교부
여성 당해 연도
시･
신청서
가족부 1월 15일
도지사
장관
까지
익년도
시･
사업실적 센터장 도지사 1월 31일
까지
보고서
정산
여성
익년도
시･
보고서
가족부 2월 14일
도지사
장관
까지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시･
매
익월
도지사,
피해자
10일까지
센터장 여성
지원실적
실적은
가족부 ※ 1~3분기
당해 연도 10월
장관
31일까지,
1~4분기
실적은 익년도
1월 10일까지

보고
방법

서면

서면

서면
또는
해바
라기
센터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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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 Ⅴ. 참고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
1. 호봉 책정 기준
1. 호봉 책정 기준
158쪽

※ 행정직원은 위의 예에 따름(센터 100%, 여성
아동폭력 시설 근무경력은 80%, 그 외 시설,
민간기업 등의 행정경력 50% 인정)

3. 수당 권고 금액

제5장
보조금의
160쪽
관리

3. 수당 권고 금액

수당
의
종류

지급대상
(상근종사자)

지급액

명절
휴가
비

전 종사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자)

월 봉급액의
100%
(연 2회.
50%)

직책
수당

상근소장, 부소장

월 100천원

4.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임상심리
전문가,

161쪽

부소장 정신보건임상
심리사1급

※ 행정직원은 위의 예에 따르되 민간기업
등의 행정경력 80% 인정(2021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간호사, 상담원,
임상심리사, 행정원
심리치료사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상근종사자)

지급액

명절
휴가
비

지급일 현재 기준 재직 월 봉급액의
1년 이상인 자
100%
* 2021년 신규
(연 2회.
채용자부터 적용
50%)

직책
수당

상근소장, 부소장
* 파견자 제외(추가)

월 100천원

업무
대행
수당

1월 이상 결원
상근소장, 부소장의
업무 대행시
* 업무 대행자 지정 시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추가)

월 200천원

4.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임상심리
전문가,

부소장 정신건강임상
심리사1급

간호사,
상담원,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
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추가)

제7장
업무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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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용어 변경>
209~
- 시스템 관리자
215쪽
- 센터 관리자
- 센터 담당자

Ⅰ.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용어 변경>
- 총괄시스템 관리자
- 센터 총괄관리자
- 센터 시스템 담당자

제4조(운영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의 제4조(운영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의
준용)
준용)
① 시스템 접속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① 시스템 접속은 총괄시스템 관리자,
210쪽
센터 담당자에 의한 권한을 승인 받은 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에
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속하거나 열람 의한 권한을 승인 받은 자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누구도 접속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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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도

칙

2021년도

제5조(시스템관리자의 임무)
제5조(총괄시스템 관리자의 임무)
2. 시스템 사용교육
2. 시스템 사용교육
210쪽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교육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교육
나. 해바라기센터 통계 관리 및 교육 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211쪽

제7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용자의 임무) 제7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용자의 임무)
2. 전국 해바라기센터 통계 및 인사 2. 전국 해바라기센터 통계 등 행정사항
등 행정사항 관리
관리

제10조(사용자 관리)
② 센터담당자는 사용자의 입･퇴사 등
으로 인하여 종사자 정보에 대한 변동
이 생겼을 경우 사용자 정보 및 권한을
변경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스템
212쪽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담당자의 입･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 정보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센터는 그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관리)
② 센터는 센터 총괄관리자의 입･퇴사,
휴직 등으로 인하여 아이디 및 권한
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시스템 관
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센터담당자 및 센터사용자의

입･퇴사, 휴직 등으로 인하여 아이디 및
권한 부여에 이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안의식 제고)
제12조(개인정보 보안의식 제고)
①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① 총괄시스템 관리자 및 각 센터 총괄
제7장 213쪽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참고
하여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제13조(자료보안)
제13조(자료보안)
②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
템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14쪽 (중략)
(중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 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파견 경찰관의 정보열람)
제16조(파견 경찰관의 정보열람)
①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의 수사팀에 ①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의 수사팀에
서 지원한 사건에 한해 진행 상황과 서 지원한 사건에 한해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사항의 점검을 위해 피해자 지원 사항의 점검을 위해
시스템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②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피해자 동 ②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피해자 동의
215쪽
의 없이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상담 없이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내용 등을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 등을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 할 수
출 할 수 없다.
없다. 또한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기
관관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 관련
자료(통계 등)를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할 수 없다.(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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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이 피해자 ③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이 피해자
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정보 또는 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정보 또는
상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상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한 경우 센터장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하거나, 기관
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할지방경 관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 관
215쪽
찰청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련 자료(통계 등)를 외부 또는 수사
할 수 있다.
기관에 유출한 경우 센터장은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장
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
다.
[별표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자 [별표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자
승인 기준
승인 기준
기관관리자

기관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용자
센터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센터담당자

216쪽

센터담당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용자
총괄
시스템 관리자 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센터 사용자
시스템 담당자

센터사용자

[별표2]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정보 [별표2]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정보
접근 기준
접근 기준
센터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지방자지단체

여성
가족부

※ 각 센터에서는 타 센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지방자지단체는 해당관내
해바라기센터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음

센터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
부

※ 각 센터에서는 타 센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관내
해바라기센터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
(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7장
업무참고
자료
221쪽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100만원(누적금액)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과 내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100만원(1회 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과 내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Ⅲ-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Ⅲ-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제2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제2
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
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
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
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
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222쪽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심리학, 상담학(추가), 상담심리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기관도 집행
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
가능
상담기관도 집행 가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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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업무참고
자료

칙

2020년도

2021년도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의료비 청구시 해당기관 운영자의 박사
학위 혹은 전문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추가)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
게 사전 고지
게 사전 고지
- 피해자가 타 기관(범죄피해자지 - 피해자 및 가족이 성폭력 피해 상
원센터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
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
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
226쪽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피해
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
자 및 가족이 성폭력 피해 상황
수할 수 있음
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 ▲피해자가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형･민사
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 피해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자 의료지원 및 간병비 지원 실적 -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을 보고서식[서식 25]에 의하여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상반기 실적은 2020년 7월 31일 - 제출자료 : 관내 의료비 등 지원실
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2021년 1
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
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 - 제출시기 : 상반기 실적은 7월 20
230쪽
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일, 상･하반기 총실적은 차년도 1
월 30일
- 제출처
･ 정산실적 : 여성가족부(권익지원
과)
･ 운영실적 : 한국여성인원진흥원
Ⅲ-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Ⅲ-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3. 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정한 배분 3. 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정한 배분
및 관리
및 관리
◦응급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
◦응급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
243쪽

※ 다만, 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과정에서
상담원 등 비의료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단계(1, 3, 4, 5, 6, 12단계)만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과정에서
상담원 등 비의료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단계(1, 2, 3, 4, 5, 6, 9, 12단계)만 실
시할 수 있음
※ 7,8단계는 의사만 시행 가능하고, 10,
11단계는 의료인만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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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Ⅲ-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 Ⅲ-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
료법률지원
료법률지원
3. 사업 대상
3. 사업 대상
◦ 구조비 지원 기준
◦ 구조비 지원 기준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
(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00만
(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20만
253쪽
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
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
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
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
원 기준임
만원 기준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사
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
적용(추가)

(중략)
(중략)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
하여 심급당 사건 100만원 이내 지원
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
(추가)
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
적용(추가)

제7장
업무참고
자료
254쪽

③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
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
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
준을 적용하고,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400만원 -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
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Ⅲ-5. 돌봄 비용 지원
Ⅲ-5. 돌봄 비용 지원
4. 행정사항
4. 행정사항
- 피해자 본인에 대한 돌봄 비용만
266쪽
지원하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형제･
자매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까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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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성폭력 피해자 수사･상담･의료지원

지원 대상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해 가급적 지원
(예 : 데이트 강간 등)
- 성인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함
* 심야시간 대 주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경찰서와 협의

2

접 수

○ 최초 접수 시 피해자의 심리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순서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 피해자 또는 가족 등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
- 성폭력상담소 등 NGO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 사건 접수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지원요청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성폭력 신고 시 접수 요령(경찰관)
○ 범죄 발생장소 및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 지원센터에서 직접 신고접수 시 지체 없이 관할서와 공조
* 전화가 끊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신고자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둔다.
*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연락, 출동 요청

○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지 파악한다(특히, 피해자 안전확보에 유념).

29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 비노출 출동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경찰관이 출동해 주길 원하는 장소 파악
➡ 출동 경찰관은 사복을 착용하고 일반 승용차량 이용하여 출동하도록 조치
○ 피해자 상해 여부 파악, 119 등 신속 출동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 지시한다.
○ 흥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가해자 위치 및 인상착의를 파악･전파한다.
➡ “곧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할 테니 안심하세요.”
➡ “가해자는 현장에 같이 있나요? 언제 어디로 도망갔나요.”
➡ “가해자는 연령, 키, 옷 색깔, 머리모양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증거확보를 위한 유의사항을 고지한다.
➡ “속옷 등 옷을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청소하지 마세요.”
➡ “양치, 세수, 목욕 등 몸을 씻지 말고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세요.”
➡ “옷을 갈아입었다면 빨지 말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세요.”
○ 가정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인 경우 즉시 피해자를 피신시킨다.
➡ “가해자와 함께 있으면 이웃집이나 가까운 가게로 피신하세요.”
➡ “도와줄 사람은 누구세요? 연락해줄 테니까 연락처를 가르쳐주세요.”
➡ “아이와 함께 일단 피신하시면 그쪽으로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및 가족의 방문 신고 시 즉시 여경 성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인계 처리한다.

3

수사 지원

○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 성범죄 특성상 사건 접수를 꺼리는 피해자를 안정
시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토록 한다.
* 진술녹화 :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법원 등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과정에 활용
* 성인인 경우라도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진술녹화를 원할 경우 진술녹화 적극 실시

○ 피해자 진술조서
- 증거채취 및 치료 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발생지 경찰관서로 응급키트, 진술녹화 CD, 진술조서 등 사건을 인계하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
- 진술조서 등 작성시 피해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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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후 피해자의 고소･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으로 유전자 등 감식 의뢰, 향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 형사･민사 절차상 피해자 지원 제도를 고지함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사업, 전문가의견조회,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배상명령제도 등 연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법적 근거 : 성폭력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 지원 절차
- 피해 사실 진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가급적 피해자 지원 경험이 많고, 성실한 변호인을 성별을 고려하여
관할 검사에게 지정 요청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향후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도 가능함을 고지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 법적 근거 : 성폭력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조회)
○ 지원 대상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지원 내용 :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등

진술조력인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지원 절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신청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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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동 법 제 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신뢰관계인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
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前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 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 조치
*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형사소송규칙)
※ 피해자 가족･변호사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센터 상담원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라포 형성 후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별 유의사항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진술녹화 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동석 여부가 해당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최대한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성폭력특례법 제30조제6항에서
피해자의 반복 소환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외 규정 마련

-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한다고 해도 신뢰관계인 동석의 취지 및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설명하여 적극 설득
-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 측의 신청이 없어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임을 설명,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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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조사 시 행동요령

가. 성폭력 사건 공통 사항
○ 조사 전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원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조사 시 동행토록 한다.
○ 피해자 심리상태를 고려, 피해자 조사는 진술녹화실, 피해자 안정실 등 안정
되고 조용한 곳에서 진행하며, 충분한 라포1)형성을 하도록 한다.
○ 고소사건의 경우 발생지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일선 경찰서의 업무담당자에게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의 특수성 등을 설명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건 내용에 관해 진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진술시 끼어들기를 자제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 반말, 가해자 옹호, 불친절,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언행을 금한다.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 예시
“조심하지 그랬어요?”
“여자가 겁도 없이 늦게 다녀요?”
“남자보다 술을 더 먹었네요.”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요?”
“우리도 신이 아닌 이상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 합니다.”
“싫다고 안했어요?”
“도망 안가고 뭐 했어요?”
“옆에 사람들도 많은데 소리 안 질렀어요?”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신고한 이유가 뭐죠?”
“그런 식으로 진술하면 가해자 검거를 못합니다.”

1) 상담자와 내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감, 유대감, 존중, 호의, 존경 등 어색한 낯가림을 극복한 교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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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증거보전 신청제도 등을 적극 고지하여 진술횟수를 최소화한다.
➡ 피해자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의 상담기록 또는
연계의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상담기록을 첨부한다.
○ 피해자 신원･연락처 등이 가해자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원칙적으로 비공개 수사, 피해자 인적사항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언론 취재 요청 시 대응요령
○ 언론취재 요청 시 보고 후 지침에 따르되, 창구를 ‘관리자’로 단일화하고 익명처리 하며,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배포를 금지(‘검거보고’시에도 같음)
○ 당사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되(성폭법 준수), 피해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의 대응매뉴얼 참조

○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주변인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법률지원을 원할 시 피해자 국선변호사(민･가사는 무료법률지원)를 연계한다.
○ 피해자가 향후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조서 작성 후 피해자가 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날인토록 안내한다.

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 조사 전,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 동행토록 한다.
○ 조사 전, 진술녹화 취지를 설명하고 진술녹화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 조사 전, 국선변호사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 여부에 관한 동의를 얻는다.
* 국선변호사 지정요청 시 가능하면 사건 경험,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활용한다.

○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고 진술녹화를 실시한다.
○ 구속영장 신청 시, 진술녹화자료를 첨부하여 증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보호자와 아동을 비판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
* 피해자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고 상처를 입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부모도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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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범행 부인 시,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아동의 유치원･학교 등에 피해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목격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조사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의 중요성
○ 아동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아동성폭력의 특성 상 물적 증거가 제한되고, 기억력 소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치료와 보호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진술녹화를 실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 검사에게 요청하여 진술녹화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를 밟도록 한다.

성폭력 아동 피해자 면담 시 유의사항
○ 피해아동에게 최대한 따뜻하고 세심하게, 아이들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
해야 한다.
○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중립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 적절한 상호작용과 제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숫자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를 대답하고 질문을 해석할
수 있는 성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면담자의 신원을 밝히면서 피해 아동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만약 아동이 자기를 만나러 온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 아동에게 설명해 준다.
○ 아동에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
진실과 거짓 사이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면담에 대한 기초적인 규칙을 확인시킨다.
○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술
하도록 요청한다.
○ 진술을 보조할 수 있는 종이, 펜 등의 도구를 준비하고 필요시 남녀 및 아동의 신체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 등을 준비한다.
○ 항상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유도 질문은 피하고, 직접적인 질문은 개방형 질문/자유
서술이 고갈되었을 때만 사용한다. 구조적인 면담 프로토콜은 면담자의 편향을 줄이고 객관성을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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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감정･상담･치료기록 첨부
및 상담원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 조사 전에 해당 장애에 대한 전문가(진술분석전문가, 진술조력인,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등)의 조언을 구하여 장애의 특성을 이해한다.
○ 수화통역자는 가능한 동성(同性)으로 한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 활용
○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의사소통방법, 장애의 정도를 확인한다.
* 수화, 입 모양으로 읽는 것, 글로 쓰기 등

○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장애의 정도를 기록한다.
○ 지적 장애인의 경우, 아동성폭력 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 신체장애인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신체장애의 정도를 조사한다.
○ 언어장애인의 경우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문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가 있을 뿐 지적 능력과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피면담자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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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방안
의견을 제시한다.
○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충격,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의 완화와 회복을
돕고, 피해자가 적절한 대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개입을 진행한다.
○ 가족 등 주변환경 체계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주위로부터 적절한 옹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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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담기록지(사례접수 및 경과기록) 작성
○ 상담원은 면담 시 내담자의 호소에 충분히 귀 기울이면서도 피해자, 정보제공자,
가해자, 피해에 대한 정보, 서비스욕구, 가족정보 등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파악
하도록 한다.
- 단, 경찰서 등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내방한 경우 반복하여 피해 내용을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시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담 받도록 설득하되, 그래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경찰 등을 통해 정보를 파악한다.
○ 피해일시, 발견일시,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외상이 보고되거나 피해가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피해 발생 72시간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증거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키트 증거채취를 위해 즉각 센터(수탁병원)로
안내하여 지원한다.
○ 사건 개요에 개괄적인 사건내용만 기재하지 말고, 피해자 내방 당시의 심리
상태나 의사검진후의 특이점을 잘 정리해 두면 재방문, 재진료 시에 참고가
되며 수사상 단서가 될 수도 있다.
○ 경과기록(피해자 개별상담, 가족상담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 상담기록지 등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상담기록지를 경찰서 또는 NGO 등 센터 외부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목적과
내용에 대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담기록지는 제출 목적에 따라 원본이 아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요약된
기록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지원
○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력 및 가족력, 기타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상담지원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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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재피해 및 위협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 연계 및
관할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한다.
○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급성적인 경우 피해자 또는 보호자 동의 하에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예약하여 지원한다.
○ 피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자살, 공격적 행동 등 위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일 센터 및 수탁병원 응급실로 내원토록 하여 응급 지원한다.
○ 고소 및 수사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처리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 진술녹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 잠시 눕거나 쉴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정실 활용

○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이 후유증이나 사법적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하게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일 경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센터에 내원하도록
하여 위기개입 상담을 실시한다.

6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등 >
○ 피해학생 및 보호자, 학교측이 전화로 피해사실을 상담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며,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 여부를 안내하여, 피해 상담 받은 것을 신고접수 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센터 내방상담과 관련하여 본인 및 보호자 동의와 의지가 중요함을 안내한다.

○ 가해자 분리 등 피해학생이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가해자 분리 여부는 학교측에 확인해야 함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부모(보호자)의 동의하에 학교측에
상세히 확인한다. 가해자 분리가 안되었을 경우 즉시 분리되도록 요청한다.
* 학교측이 학생의 보호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해바라기센터(거점)), 관할
교육청, 관할 성폭력특별수사대, 지자체, 학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과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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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안전(추가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교사 및 학교에 요청한다.
○ 심리평가 결과 불안도가 높으면 학교측과 피해학생의 추가 보호조치를 논의한다.
○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학생 및 주변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미흡하였을 경우 학교측과 협의한다.
- 학생들이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학교(급)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추가 성폭력 피해(다른 피해학생 등)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측･담당 사건 수사관과
협의한다.
<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시 유의사항 >
○ 피해학생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 피해학생이 진술･상담에 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천천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다.
○ 피해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신에 대한 비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권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설득
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센터 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자문, 현장 방문,
지역 자원연계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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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성폭력위기센터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구조 지원
- 구비서류 : 법률구조 신청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

무료법률구조 절차
법률구조 신청

사 건 조 사

◂직

접(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 대리인(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 사업수행기관
(민･가사사건은 화해권유 및 화해성립 시 종결)
◎ 구조대상자 선정기준 : 사건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방어가능성

소송구조 여부 결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 우선 구조대상 :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자 등

소송구조
결정

기각결정

재판진행/
변호활동

사건종결

◎ 구조수행 중지 : 이미 구조를 받아 다시 구조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회정의에 심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배상명령제도 안내 및 활용 권유
배상명령제도
○ 내용 :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
○ 대상 범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 위(형법 제32장)의 죄를 가중처벌 하는 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배상명령신청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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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 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및 진단장비 등을 이용한 증거물 채취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이
피해자 진료 및 의무기록(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지원
○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
※ 의료지원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의료비 지원 지침 참조

9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별도 예산 지원)

○ 센터는 별도로 지원되는 피해자 부대비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복비, 식비,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의복비는 치료지원, 증거채취 과정에서 필요한 의복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식비는 진술녹화, 심리치료, 원거리 이동 등 피해자 지원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저소득층 등 수사･치료 과정에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는 대중교통비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해서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장애인의 경우 콜택시, 야간･응급상황, 임산부, 기타 센터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통비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도서산간지역 및 대중교통 불가한
경우는 예외)
∙ 시내 : 10,000원 이내 / 시외 : 30,000원 이내
○ 피해자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등을 통해 시내 교통비는 선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족 또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역비 지급 기준은 경찰청 기준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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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 종사자, 보호자 등이 피해자 수사･치료･재판 과정에서 동행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경우 동행자 등의 교통비, 식비 등도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피해자 치료･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피해자 및 가족 캠프,
심리검사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피해자 및 가족캠프 관련 예산 집행은 본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기준의 단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10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등 지원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공임신중절 지원을 위한 입증 여부는 종사자 등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적정 여부를
결정(가급적 피해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최대 2주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하되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적정여부 결정 시 피해자의 상황(지적 장애 등 정신장애여부, 미성년 등)을
고려한다.
-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피해당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제 강간 연령)은
별도의 고소 또는 사례 회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 센터 내부에서 즉시 수술 지원이 어려운 경우 외부 병원을 연계하되, 필요시
종사자가 동행하여 신속히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공임신중절 지원을 진행하는 경우, 사례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필수로 첨부
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허위 고소로
드러나면, 무고죄 피소 등 법적책임을 질 수 있고,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 인공임신중절 지원 여부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되, 피해자의 신체적 위험, 건강 등을 고려한다.
○ 성폭력 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지원 등 다음 사항을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입원비 지원 조건 완화,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 수술 이후 회복에 필요한 진료와 투약 비용, 출산 결정시 출산관련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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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등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시술 지원(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공임신중절지원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선택 시 피해자 지원 고려 사항
○ 출산관련 피해자 의료비 지원(센터 등)
○ 미혼모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안내(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 등 병원비
- 생필품(분유, 기저귀, 유모차, 장난감, 보행기 등)
- 자녀양육상담, 자존감 향상 등 각종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청소년한부모가정 지원 안내
*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양육수당, 자립촉진 수당 등 안내

○ 미혼모 시설 등 시설 지원 안내
○ 기타 시･군･구를 통한 사회복지 혜택 안내

11

사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 피해자의 연령, 성별, 가족력 기타 지원 체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알맞은
지원(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등) 수행
○ 보호시설 연계
-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장애인 등),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로 연계
○ 성폭력상담소 연계
- 거리 등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사례관리 필요시 지역 상담소 연계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자원 연계
- 여성긴급전화 1366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1577-9337, 성폭력 등 위기가족
심리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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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부모교육 및 상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577-2514)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보호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알콜, 정신질환 등) 등

기타 피해자 지원 관련 제도 및 기관 안내
구 분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내용

비 고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장해, 중상해 시
구조금 지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 관련 법률개정으로 ’15.4월부터 친족간 범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조금 신청 가능

스마일센터

가명조서

비상호출기

서울동부, 서울서부,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임시주거시설 지원

대전, 전주, 춘천, 수원,
의정부, 울산, 청주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해바라기센터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하는 제도
(국번없이 1301)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
호출기를 교부하여 위급시 호출기를 누르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경호업체 출동 및 경찰 신고
(국번없이 1301)
* 재판종료시까지 신청 가능
* 수감자 출소한 때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이전비
(이사실비) 지원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피해자, 신고자, 친족 등에 이사비를 지원
(국번없이 1301)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 사실, 출소 사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등을 통지해주는 제도

* 이사 후 그 소요된 비용(영수증) 청구

*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이외에는 피해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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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피해자
임시숙소

희망센터
(서울지방경찰청)

지원 내용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지원
* 단기간(1~5일)의 숙박비용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담, 신변보호 종합 제공
* 여성경찰관 24시간 상주, 피해조사
* 24시간 긴급보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가구에 지원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학대 받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쉼터, 일시보호, 상담, 의료･법률지원

학대(신체, 정서, 성, 유기, 방임) 받은 만 18세
아동보호전문기관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 쉼터보호, 심리치료, 의료･법률지원

비 고
16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700-2973)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
긴급생계비, 학자금 지원
생계비 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청

범죄
피해자
지원

간병비

피해자가 입원치료 받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생계 등의 사유로 간병이 어려운 경우
지원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예산 활용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의료보조기구, 원거리 치료 시설 이용시 교통 * 지원내용은 지역별로
부대비용 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예산 활용

직업
훈련비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입은 후 구직하는 경우
등에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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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
＊ 의료기관에서 시･군･구 또는 상담소 등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접수
번호
의료기관
종별
①구 분
 성폭력피해 전담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 기타
소재지
전화번호
②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구 분
건수
금액
⑦ 비고
③합 계
건
원
④일 반
건
원
⑤정신건강의학과
건
원
⑥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건
원
인적사항
피해내역
⑪진료내역
연
피해시
진
료
응급키트
번 성명
⑧구분
생년월일 ⑨피해일 연령
⑩피해유형
개시일 건수 금액
사용
명 칭

(1)
의료
기관

(2)
청구
내역

(3)

1

일반 장애인

...

• 성폭력
성추행 기타
세 •강간
가정폭력
폭행 기타

일반 장애인

...

• 성폭력
성추행 기타
세 •강간
가정폭력
폭행 기타

...

건

원 여 부

일반 장애인

...

• 성폭력
성추행 기타
세 •강간
가정폭력
폭행 기타

...

건

원 여 부

치료보호
대상자
(칸이
부족한 경우 2
별지에
기재)
3

...

건

원 여 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⑫첨 부  치료보호대상자 명단 1부.
 진료비 명세서
( )매.
 상담사실 확인서 ( )매.
 신고접수증 사본 ( )매.

( )매.

( )매.
청구일자 :

년

⑬청 구 인 :
⑭ (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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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서식명의 성폭력, 가정폭력 중 해당 항목에 “√
” 표시한다.
2.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한다.
3. “①구분”란의 해당 항목에 “√
” 표시한다.
- ‘성폭력피해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일반의료기관 기타’에 “√
” 표시한다.
4. “(1)의료기관”의 “②작성자”란에는 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5. “(2)청구내역”은 ‘건수’와 ‘금액’ 모두 “③합계=④+⑤+⑥”이 되도록 한다. “⑥성폭력응급키트
사용” 처치료는 2004년 10월 1일 사용분부터 청구하고, “⑦비고”란에 청구내역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6. “(3)치료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에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⑧구분”란에는 해당
항목에 “√
” 표시한다.
7. “(3)치료보호대상자”의 ‘피해내역’에 피해를 입은 날짜(“⑨피해일”)와 피해시 연령을 기재하고
“⑩피해유형”의 해당 항목에 “√
” 표시한다.
-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담소 등 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군 피해자의 경우 법무･헌병, 또는 여성정책계선이 확인한 성폭력 신고 확인증으로도
증빙 가능
- “⑨피해일”란의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년월까지만 기재한다.
8. “⑪진료내역”란의 ‘진료개시일’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은 날을, ‘응급키트 사용’란
에는 응급키트 사용여부에 “√
” 표시한다.
- 치료보호대상자 개인별 ‘건수’와 ‘금액’은 그 합계가 ‘(2)청구내역’의 “③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9.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⑥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청구내역, ⑩피해유형, ⑪진료내역 ‘응급키트
사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10. “⑫첨부”란에는 해당하는 첨부물 항목에 “√
” 표시하고, 진료비명세서와 확인서 등의 매수를 표시
한다. 통장 사본 등의 별도 첨부물이 있는 경우, 빈칸에 목록과 매수를 기재하고 “√
” 표시한다.
11. “⑬청구인”란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12. 시･군･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⑭에 “√
” 표시하고, 상담소 등 시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⑮에
“√
” 표시하고 빈칸에 기관 명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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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지급 신청서
＊ 피해자 본인(대리인)이 지불한 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접수
번호
성명
치료보호
대상자
(피해자)

①구분

일반 장애인

주소

②전화번호

③피해일

대리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생년월일

. . . ④피해시연령

성명

세 ⑤피해유형

생년월일

• 성폭력
강간 성추행 기타
• 가정폭력 :폭행 기타
⑥피해자와의관계

주소

계좌번호

(

전화번호
)은행

⑦청구총액

예금주
세부내역

연번 의료기관명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1
2

청구내역
원

⑧진료과목

3
4
5

진료일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⑨금액 ⑩비고(치료내용)

20 . . .

원

20 . . .

원

20 . . .

원

20 . . .

원

20 . . .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⑪첨 부 1)  진료비 영수증 ( )매.
2)  상담사실 확인서 1매.
3)  신고접수증 사본 1매.
4) 

( )매.

신청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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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있는 경우) :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장 귀하

제2장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작 성 요 령>
1. 서식명의 성폭력, 가정폭력 중 해당 항목에 “√
” 표시한다.
2.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한다.
3. “① 구분”란의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② 전화번호”는 실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4. ③, ④에는 피해를 입은 날짜와 연령을 기재하고, “⑤ 피해유형”의 해당항목에 “√
”표시한다.
5.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기입하고, “⑥피해자와의 관계”란에 ‘부’, ‘모’, ‘담당경찰관’
등으로 기재한다.
6. “⑦ 청구총액”은 “⑨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7. “⑧ 진료과목”은 해당항목에 “√
”표시하고, “⑩ 비고”란에는 진료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8.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⑤ 피해유형, ⑧ 진료과목은 기재하지 않는다.
9. “⑪첨부”란의 해당하는 첨부물에 “√
”표시하고, 매수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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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경찰관 작성

확

인

치료보호대상자 성

서

명:

생년 월일 :
상기 인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의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고소(진정)인임을 확인
합니다.

고소(진정)일 :
고소(진정)내용 피 해 일 :

년
년

월
월

일
일

피 해 유 형 : 강간 성추행 기타
(※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유형’ 작성 불필요)

피해내용: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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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신청
※ 신청 번호 :

-

(상담/기록 검토 배당 :

당사자는 기재하지 말 것)

센터등록번호
기관명

상담자

주소
신청인

사건 당사자
(신청인과 다른 경우)

사건의 종류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기관명

상담자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민사 (본안･집행)･가사 사건의 대리 / 형사 고소 대리 /
형사 변호 / 기타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인적사항
(경제적 상황)
구조 필요성에
관한의견

(여성인권과의 관련성 및 피해자의 경제 상황)

추천 변호사
※ 첨부서류 : 1.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상담소･시설) / 진단서 / 고소장 사본･접수증 중 1

20
위 신청인

.

.

.


51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서식 5]

상담사실 확인서

내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일 시
상담자

상담내용

피해 상황
및
상담 내용

(피해상황, 가해자 정보, 및 내담자의 주호소문제 등을 기술)

비 고

용도

상기 ○○○는(은) 본 센터에서 위와 같이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확인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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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가. 목적
○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파악한다.
○ 성폭력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한다.
○ 경과 관찰, 치료적 성교육, 심리평가 및 약물치료, 입원 치료 등을 결정한다.
○ 부모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나. 일반 절차
○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정은 법적 증거 및 객관적 자료로 확보한다.
○ 통합진료와 별개로 치료 및 약물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진을 계획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의 결과에 따라 심리평가, 약물치료, 입원치료, 심리
치료(치료적 성교육, 단기 및 장기 치료), 경과 관찰 등의 처방을 내린다.
사례별 진행 절차
 심리평가 결정
○ 치료 및 법적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 가능성 및 후유증 평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평가를 결정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심리평가 일정을 예약한다.
 약물치료
○ 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수탁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하여 약물을 처방한다.
○ 간호사는 약물 처방 절차를 지원한다.
○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일정을 조절하고, 간호사는 피해자(보호자)와 상의하여 다음
예약일을 정한다.
○ 피해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위하여 근거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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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
○ 성폭력 피해자가 급성스트레스 증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증상을 보이거나 자살이나 공격적 행동
등 위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 수탁병원 및 연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도록 한다.
○ 간호사는 입원 절차를 지원하고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호전 상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입원 중인 경우라도 법적 지원을 위하여 심리평가는 평가가 가능한 센터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한다.
 심리치료(치료적 성교육, 단기 또는 장기 심리치료)
○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에 의한 단기 또는 장기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료 중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나 또래간의 가벼운 성적 놀이 등이 보고되었으나 심리적 후유증이 경미하며
법적 진행 가능성이 없고, 적절한 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 실시한다.
○ 재발방지 및 치료적 성교육을 실시한다.
 경과 관찰 및 서비스 종결
○ 피해자의 상태 및 필요한 대처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없거나 가벼운 성적 자극의 노출 및 성적 놀이 등이 보고되나 후유증상이
없는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2

신체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가. 신체 외상 진료
○ 의사, 간호사는 면담 및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외상 가능성을 파악하여 외상
진료를 진행한다.
○ 외상의 정도에 따라 수탁병원 진료과(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항문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연락하여 피해자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센터 전담간호사가
동행한다.
○ 간호사는 접수 등의 진료 과정을 지원한다.

54

제2장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 외상 진료를 통해 필요한 증거채취를 실시한다.
-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 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한다.
- 피해자 사전 동의 후 사진 촬영 등 증거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 간호사는 외상 진료 시 동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진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확한 정보수집과 진료에 도움을 준다.
○ 간호사는 피해자와 보호자의 외상 진료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실시한다.

나. 산부인과 진료
○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필요시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아동에게는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 담당의사와 함께 시진(외음부의 열상, 발적, 처녀막의 손상, 출혈유무 등)을
한다.
○ 질 분비물을 채취하여 정충 유무, 성병 여부, 감염유무 검사를 실시한다.
○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에 대해 설명해
준다.
○ 기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있으면 안내하고 약물 처방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잘 복용하도록 한다.
○ 임신예방과 관리 : 생리를 시작했거나 신체발육의 정도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임신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임신검사 및 처치 : 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임신예방을 위해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고, 약물 복용법과 약리작용을 설명해준다.
- 임신인 경우 : 보호자를 포함하여 적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한다.
○ 검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외상에 따른 추후 진료를 실시하며 성병잠복기간
6~9개월 동안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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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례회의
○ 접수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외상 진료 등의 1차 평가 과정의 결과들을 공유하여 향후
지원 방향을 점검한다.
○ 내담자의 특성 및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례 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3

심리 평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또는 센터 사례회의 결과 심리적 후유증 및 피해
가능성과 관련한 종합적 심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 실시한다.
- 법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초기 사례회의를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앞서 실시될 수 있다.
- 심리평가는 임상심리전문가(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을 포함) 및 임상
심리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임상심리사에 의해 실시된다.
○ 심리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 피해자의 현재 심리상태 및 적응 수준
-

피해자의 현재 심리상태와 성폭력 사건과의 관련성
피해 이전의 피해자의 성격 특성 및 적응 수준
정신의학적 진단 및 치료적 제언
주 양육자의 사건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반응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처행동

○ 심리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시행한다.
-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평가자가 면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보호자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평가 후 보호자를 따로 만나
면담한다.
- 특히, 피해자가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보호자와의 분리에 저항한다면,
보호자의 동석을 허용하되, 보호자가 부적절하게 검사 도중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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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평가는 일반적인 종합심리평가의 실시 지침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평가 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된 피해자라는 점을 충분히 배려
해야만 하고 정서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평가 도중에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탐색은 할 수 있으나 유도질문은 삼간다.
- 평가 도중에 피해자의 재경험, 해리, 공포 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심각하게 드러낸다면, 평가를 중지하고 응급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평가를 이어서 할 수 있다.
○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는 일반적인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작성과 동일하다.
- 가급적 피해자의 현 적응 수준과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기 이전의 적응 수준을
구분해서 기술해야 한다.
- 증상의 심각도 또한 기술해야 한다.
* 증상의 심각도는 DSM-5(또는 DSM-Ⅳ) 진단기준 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심각도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고려하되 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약물치료와 입원치료의
필요성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가 현재 혹은 과거에 보인 문제들이
피해와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것도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보호자의 검사 결과와 각종 척도의 채점 결과표는 별첨 형식으로 작성하며,
수사･법률적인 용도로 보고서를 제출할 시에는 보호자의 결과 및 채점표,
원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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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사례회의 및 통합진료･상담

가. 종합사례 회의
○ 접수 면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 심리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팀이 함께 종합사례 회의를 실시한다.
- 종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이전까지의 서비스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치료
지원, 법적 지원, 사회적 지원 등 전반적인 개입 계획을 세운다.
-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법적 지원 상황, 정신건강의학과 및 산부인과
진료결과, 심리평가 결과를 각 팀이 논의한다.
- 진료 및 평가 결과들을 종합하여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례 평가를 실시한다.
○ 정기적으로 사례회의 시간을 정하여 그간의 내용들을 논의한다.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하에 주기를 정할 수 있다).
○ 응급사례인 경우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개입 방안을 논의한다.
○ 종합사례회의 결과는 통합진료상담, 심리치료 및 이후 법적 지원에 반영한다.

나. 통합 진료 및 상담
○ 심리평가, 종합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임상심리
전문가(임상심리사)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을 피해자의 부모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보호자에게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약물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논의를 거쳐 센터 수탁병원으로 연계
한다. 단,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역 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 성폭력 피해 사례가 아니거나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경미한 경우 부모교육 후
종결하며 차후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부모의 대처방안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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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치료

가. 목적
○ 성폭력 피해 관련 후유증을 감소시킨다.
○ 성폭력 피해 후 처리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
○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교정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향상시킨다.
○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 심리치료자
○ 정신병리 및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등이 실시한다.
○ 심리치료를 맡은 사람은 정기적인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를 통하여 심리 치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다. 일반적 절차
○ 통합진료 및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를 계획･실시한다.
○ 센터 내 치료는 순서대로 대기하며,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개시할 수 있다.
○ 치료자는 심리치료 시작 시 피해자 및 부모와 심리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과정을 설명한다.
- 성폭력 피해 후유증과 관련한 증상들을 확인하고, 호전 가능한 종결 준거를
설정한다.
- 성폭력 피해 이전의 피해자의 적응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을 논의하고, 부모가 피해자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안내하고 조언한다.
- 계획된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 치료 초기에 부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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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치료 목표 및 종결 준거에 따라 치료를 종결한다.
- 종결 계획을 전체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 치료의 종결은 피해자 및 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종결 시 필요한 사후 평가 및 심리치료 만족도 설문지를 실시한다.
- 추후 치료 회기를 계획한다.
- 심리치료종결보고서(기록지)를 작성한다.
○ 심리 치료 종결 후 피해자와 부모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및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할 수 있다.
심리치료 종결의 준거
◦ 치료 초기 부모설문지와 부모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주된 호소문제와 치료에서 기대하는 바 등에
대해 부모와 논의하여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증상 호전을 중심으로 치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 학령기 아동의 경우, 치료 초기 아동과도 주된 호소문제를 확인하며 구체적인 치료 목표를 함께
설정하며,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종결을 계획한다.
◦ 치료 종결 기준은 초기 면담시 보고된 성폭력 피해 관련 후유증이 호전되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부모, 치료자가 동의했을 경우로 한다.
◦ 이전의 적응 문제와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치료 초기, 치료 목표 및
종결준거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 부모 교육
- 피해자 및 부모의 심리적 후유증이 경미한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부모로서 필요한 양육행동 및 자제해야 할 행동, 치료적
성교육과 재발예방교육의 방법･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통합진료를 할 경우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센터에서 추가적인 교육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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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상담
- 심리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을 병행한다.
-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및 성폭력 피해와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과정에 대해 교육한다.
-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부모의 대처 방안을 상담한다.
○ 부모 및 가족 심리치료
- 성폭력 피해로 인해 부모 및 형제자매가 심리적 후유증을 크게 겪고 있는
경우 개별 심리 치료를 실시하며, 이는 통합진료 시 1차적으로 결정한다.
- 피해자의 심리치료 진행 중 필요시 부모 및 가족의 개별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마. 치료 지원 범위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이외의 부모자녀관계나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경우 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 후 자비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전부터 있어왔고, 만성적인
경우 자비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다.
○ 이 경우 치료 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지는 않으나 추천해줄 수는 있다.
○ 치료를 받게 되는 기관이나 병원에서 공식적(공문 및 요청서류)으로 진료기록
및 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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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거리 치료 기관 연계

가. 목적
○ 보호자 동반이 어렵거나 거리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

나. 근거리 치료를 원하는 경우
○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센터의 사례 개입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가까운 센터
치료를 권유한다.
○ 부모가 동행은 가능하나 거리상의 이유로 센터의 치료 중단을 보호자가 요청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아동 전문 치료 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연계 가능한 기관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또는 가급적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기관이 드문 지역의 경우 여건을 감안한다.
- 치료 연계 병원은 센터에서 지정하지 않으나, 센터에서 아동 주거지의 근거리에
위치한 기관을 소개할 수는 있다.
- 새로운 병원으로 연계 시 센터 담당자는 기관장과 통화하여 센터 소개, 연계
아동의 심리 상태, 연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계 절차 및 방식에 대해
합의한다.
- 치료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교부되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지원한다.
-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르되,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연계된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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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행서비스의 제공(별도 예산지원 센터만 해당)

가. 목적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지적 장애인의 서비스 및 치료 지원
※ 치료를 위한 동행 이외의 문화(영화, 캠프 활동 등), 교육, 수사(센터 진술녹화) 동행, 기타 귀가 동행 등
적극 지원

나. 서비스 지원 대상
○ 보호자의 여건(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으로 서비스(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 기타 센터의 판단으로 19세 미만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신체 장애인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수급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족과
거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 동행서비스 지원을 받는 피해자의 보호자는 필요 시 센터가 보호자의 면담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동행서비스의 방법
○ 자원봉사자 활용
- 자원봉사자 인력을 모집하여 교육 후 피해자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함
이 경우 자원봉사자 관리･교육･슈퍼비전, 동행서비스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유급 시간제 인력 활용
- 상담 등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유급 시간제 상담･동행인력으로
확보하여 지역별 피해자를 전담하여 동행서비스를 제공
※ 유급 시간제 인력에게 교육과 슈퍼비전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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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활용
- 도서, 산간 또는 지역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lease)
하여 동행서비스를 제공함
※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또는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함

○ 찾아가는 치료･상담서비스
-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상담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
※ 이 경우 치료･상담 전문인력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지역의 적정한 치료지원 단가 적용)
※ 종사자에게는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음(출장여비는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라. 자원봉사자의 자격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관련 범죄전력이 없을 것
○ 아래 요건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일 것
-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되어 관련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 아동학, 보육학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
- 보육교사, 상담 등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 자원봉사자 및 유급시간제 인력은 센터에서 별도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함
○ 교육은 자원봉사이론, 성폭력 피해아동･가족의 특성 이해, 개인정보 보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하여야 함(최소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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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등의 동행서비스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은 동행서비스 예산 또는
피해자 부대비용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실비) 외 일비(하루 2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되는 시간･거리 등을 감안하여 최대 7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음
○ 유급시간제 인력은 근무일수, 시간 등을 감안하여 센터에서 별도로 사례비를
정함
○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상해보험 가입, 자동차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자동차 보험 가입 지원은 자원봉사자 등이 본인 또는 가족의 차량으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매월 2회 이상 또는 연간 30회 이상 지원한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자동차 사고
시 피해 아동 등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에 한함)

○ 취약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영화, 연극, 여가활동) 동행 등 제반 동행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해자 부대비용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 동행서비스 상근 전담인력의 채용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채용
※ 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에서 종사자의 자격요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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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적 지원

가. 법률 상담
○ 센터 서비스 지원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 피해 아동･청소년 부모가 고소를 결정하거나 소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은 필요한 경우 경찰
이나 자문변호사, 피해자국선변호사 등에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수사･재판 지원
○ 신고과정 지원
○ 수사지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견
또는 의견이 요구되는 경우, 소견서나 의견서를 제출한다.
- 센터 수탁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적 자료로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재판지원
- 재판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자가 정서적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한다.
- 재판정에서 증인출석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증언한다.
- 재판 과정에서도 역시 필요한 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경우나 부모가 증인
으로 출두하게 될 경우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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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적 지원

가. 사례 지원
○ 사례관리
- 평가, 치료, 법적 지원 서비스 등이 피해자 및 부모(보호자)가 처한 심리･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 목표의 진행 상황을 점검
한다.
사례관리
1. 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특정한 사례들은 가능하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1명의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2. 사례관리를 권장하는 사건들
1) 친족 내 성폭력 사례
: 복잡하고 미묘한 가족 관계에 대한 개입 및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은 사례이다.
2)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
: 피해가 발생한 기관 담당자와 보호자의 갈등이 피해 아동의 평가와 치료를 방해한다.
3)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보호자 사례
: 피해 경험이 있는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여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사례
: 피해자･보호자와의 신뢰 형성이 쉽지 않고, 향후 평가와 치료의 지속이 어렵다.

○ 정보 제공 및 부모(보호자) 교육
- 각 사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은 센터의 서비스 진행
절차 및 법적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보호자)에게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교육한다.
○ 부모(보호자)상담 및 가족상담
-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부모(보호자)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지하고, 문제해결 방식 및 자원 탐색에
대해 상담한다. 필요시 가족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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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보호자) 자조 모임
- 피해자의 가족들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심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모(보호자)모임을 구성, 지원한다.

나. 환경적 개입 및 지역사회 연계
○ 보호시설 연계
- 친족관계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비 가해 부모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로
연계할 수 있다.
○ 학교문제 지원
- 성폭력 피해가 학교 내 교사, 동급생, 선후배에 의해 발생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그 학교에 다니기 원하지 않거나, 지속된 성폭력 피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측이나 교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 연계
-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재피해 및 부적응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

10

종결 및 사후관리

○ 전반적인 치료적 지원 및 법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 센터 서비스 종결 후 담당 사례관리자가 전화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경과를
확인한다.
센터 서비스 종결 후,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적응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다시 센터에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종결 시점에 지원 대상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후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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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사례회의
정기적인 종합사례회의 시간 중 치료 지원, 법적 지원, 사회적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지원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의 내적, 외적 자원들(강점, 취약점 등)을 검토하고 재피해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향후 사례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1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대처

○ 센터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는 발견 즉시 시･도, 시･
군･구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통보한다.
* 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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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2)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

가정폭력 범죄 유형3)
○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모욕,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요, 공갈, 재물손괴
○ 위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죄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 단, 가해자와 피해자(18세 미만)가 가정구성원 관계인 경우에 한함

2

접 수

○ 직접 센터를 방문한 경우
○ 경찰관서에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가정구성원간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다) 중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또는 담당 경찰관이 인계한 경우
2) 적모 : 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일컫는 말.
3) 이 법에 의해 특별절차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아니고,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포함되는 범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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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경우
○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NGO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

3

수사 지원

○ 환경조사서 작성[서식 7]
○ 진술녹화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경찰서에서 이중조사를 받지 않도록 동의 시 진술녹화 실시
* 외상 사진 촬영 및 진단서 발부 등 물적 증거 확보에 노력

- ‘가정보호사건 처리’4)를 희망하는지 질문 후 조서 상에 기록
*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형사절차 처리
* 보호처분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불이행시, 형사입건 (법 제6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 수사절차 안내
- 경찰관의 신청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또는 주거･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긴급임시조치(경찰관) : 격리 또는 접근금지(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포함)
* 임시조치(법원결정) : 격리 또는 접근금지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 가정폭력 특성상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폭력행위 재발 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112신고 등 대처요령 안내
○ 피해자 조사 후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인계,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에 의한
신속처리
○ 아동학대사건의 수사지원 범위
- 가정구성원간 아동학대사건 중 중상해, 상습, 기관고발 사건(상습 의심)

4) 형벌이 부과되는 일반형사절차와 달리, 가해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 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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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구성원간 아동학대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저연령
(13세 미만)･의사소통 지장(장애 또는 장애의심 등) 사유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학대사건
* 이 경우 센터 피해자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위한 시설과 장소만 제공함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 수사절차 안내
- 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또는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
* 임시조치의 종류 : ① 퇴거 등 격리, ② 주거･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권 행사의 제한･정지, ⑤ 상담위탁, ⑥ 의료기관 위탁, ⑦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등 지원제도를 설명
* 아동보호사건 :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성행･개선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종결 가능
* 피해아동보호명령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에 청구

○ 피해자 조사 후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인계,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의한
신속처리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유의사항
○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고 있음을 감안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대한
세심하게 지원
○ 피해아동 등의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피해아동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유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피해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연계하여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2014.9월)을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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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 여청계 가정폭력 상담관에게
부본 1부를 교부･통보한다.
* 가정폭력 상담관은 사건 접수 시 및 사건 발생 1~3개월 후 피해자 안내 서비스 실시

○ 가정폭력범죄는 재발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한다.
○ 피해자 조사 전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피해자 심리상태를 고려, 피해자 조사는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한다.
○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과거 폭행사실이나 자녀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 피해자에게 가정보호사건 처리 희망 여부를 묻는다.
○ 피해자에게 사법경찰이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임시조치를 신청한다.
* 임시조치 신청시는 임시조치신청부에 기재하고,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
→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시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 수사기록 등본 관할 검찰청 송부

○ 보호처분 등 심리자료를 위해 가정환경, 원인 및 결과, 재발가능성 등을 기록한다.
○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귀가조치 시, 가정폭력 재발시 강력 처벌을 경고하고 시차를 두고 귀가시킨다.
○ 상담소의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소견서를 받거나 상담원을 상대로 조사한다.
○ 경찰서로 인계 시,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한 후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 피해여성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NGO와 연계토록 한다.
○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의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73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5

상담 지원

가. 상담 및 상담기록지 작성
○ 피해자의 심리상태 파악
- 필요시 심리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피해자 안정실에서 충분한 안정을 취한
후 차분한 상태에서 상담 실시
○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세로 상담
○ 피해자의 생활･태도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나 가해자 입장을 동조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엄금
○ 필요시 NGO 연계, 1366센터(☏1366),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쉼터 등
안내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통역을 통해 확인하며 다누리콜
센터(☏1577-1366),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등으로 연계
○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
- 사건처리과정 및 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 처리절차 등 설명
상담 시 유의사항
○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
신중한 결정 유도
○ 내담자에게 신고와 이혼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징역･벌금･구류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
○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라도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차후 고소에 대비하여 관련 목격자를 확인하고 물적 증거를 보관하도록 안내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상담기록지 작성 (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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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 지원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이 24시간
대기,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
* 치료비 청구 및 절차 : 2020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안내 참조

○ 센터 진료 후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센터 소재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자치단체장은 치료비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7

구상권의 행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구상권의 행사는 별개로서, 시･군･구에서는 구상권
행사 이유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되 다음의 경우 구상권 행사 불가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시,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 이송
○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
○ 참고 : 가정폭력 무료진료 또는 의료비 감면 혜택 대상 기관(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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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지원 및 NGO 연계

○ 법률구조기관을 통하여 무료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지원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하고
있음(무료법률구조지원 참조)

○ 배상신청 절차 지원
- 피해자가 부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비･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신청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법원에 신청) 지원
*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배상명령 결정

○ 피해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동의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 등에 인도
* ‘응급조치 보고서’에 기재 [서식 8]

○ 치료 및 상담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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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연계 절차

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장출입
조사

응급조치
(법 제5조)

긴급임시 조치
(법 제8조 및
제29조)

임시조치
(법 제8조 및
제29조)

가정보호사건
또는 일반형사
사건 송치
(법 제7조)

∙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상태 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신고 접수시 지체없이 현장출동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소속 상담원의 현장동행 요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14.1.31시행)
∙ 현장조사 거부･기피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14.1.31시행)

∙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 즉시 조치
1호 : 폭력행위 제지 수사, 2호 :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동의시)
3호 : 치료기관 인도,
4호 :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작성서류
:
응급조치
보고서
*

∙ 가정폭력 재범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결정
1호 : 퇴거 등 격리
2호 : 주거･직장 100m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작성서류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검사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청구
1호 : 퇴거 등 격리,
2호 : 주거. 직장 100m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 의료기관 등 위탁
5호 : 유치장, 구치소 등 유치(1~3호 위반 시 신청가능)
* 작성서류 : 임시조치신청서(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첨부)

∙ 가정보호사건,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할 : 가정법원
- 징역･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
∙ 일반형사사건 송치(형법)
- 일반형사사건과 동일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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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폭력 관련 적용 법규 등
○ 응급조치(112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법 제5조)
1.
2.
3.
4.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 필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응급조치보고서 작성

○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법 제8조의2)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
1.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1~3호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 위반 확인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작성, 관할 법원에 통보(팩스 가능)

○ 임시조치(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법 제29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 제1호 :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제2호 :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제3호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제4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
- 제5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1호∼제3호 위반시 신청 가능)
→ 제1호~제3호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 위반 확인시 위반자 통보서 작성,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통보(팩스가능)

→ 임시조치 기간
- 제1~3호 :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월)
- 제4~5호 :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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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특례 (법 제6조)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

○ 가정보호사건 처리(송치 시 가정보호사건 의견 표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에게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관할 : 가정법원)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능
※ 보호처분 결정(동법 제40조) : 접근행위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등 상담위탁

○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절차상 특례
○ 공소시효의 정지(법 제17조)
① 가정폭력의 공소시효는 당해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제37조 1항 1호5)･2호6)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27조제2항7)･
제37조제2항8) 및 제46조9)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부터 진행함

5)
6)
7)
8)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 표시한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때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아 검사
또는 법원에게 송치･이송한 때
9)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처분을 취소하여 관할 검사나 법원에게 송치･
이송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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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특례
② 전항에 의한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 미침
○ 구속영장 효력의 상실(법 제13조)
검사･법원이 가정폭력 구속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때에는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은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부터 상실
○ 비밀엄수 등의 의무10)(법 제18조)
① 가정폭력 수사 및 가정보호사건 심리 등 담당공무원 및 상담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②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자･신고인 등의 주소, 연령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금지
③ 피해자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아동의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
시설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취학･전학･입소 등의 사실을 누구(친권자 포함)에
게든지 누설 금지
○ 심리의 비공개(법 제32조)
판사가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 비공개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판사
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권 부여
○ 피해자의 진술권 등(법 제33조, 제46조)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 가해자의 보호처분 불이행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보호처분 취소방법 마련
○ 배상신청(법 제56조)
보호처분시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지급･배상을
함께 명령

10) 동조 1항위반 상담원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항위반
편집인 등은 500만원 이하 벌금(법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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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법 제55조의2)
○ 개념 :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피해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내용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우편,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단위 연장가능(2년 이내)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적으로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법 제55조의2)
○ 개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
으로 신변안전조치 가능(법 개정으로 신설, ’15.7.1. 시행)
○ 내용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
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시행령 상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
교섭권 행사 시 동행 △피해자 주거 보호(주거지 순찰, CCTV 설치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

<신변안전조치 절차>
청구서 작성

è 접수 ‧ 검토 è

청구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법원

검사에게
요청

è 접수 ‧ 검토 è
검사

관할 경찰서장에게
è
요청

해당 조치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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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폭력 신고 후 처리 과정
피해자
상담

상담소, 보호시설

(고 소)

신고
신고의무

경
찰

응급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치료기관 인도
4. 임시조치신청가능통보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 검찰청 송치(환경조사서 작성, 가정보호사건처리 의견제시)

검

∙ 임시조치의 청구

찰

∙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
∙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법

임시조치

∙ 1호：퇴거 등 격리
2호：주거･직장 접근 금지
∙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의료기관 등의 위탁
∙ 5호 : 유치장, 구치소 유치 *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

이

형사기소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 송치 결정

원
송

검 찰 청

∙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소재불명으로 1년 이상 동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송

∙ 불처분결정시(성질상 부적절판단)

치

∙ 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불이행 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조사(조사관, 전문가 협조)

심리개시

∙ 동행영장, 임시유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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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사실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사실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여타 형사법규 위반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음
☞ 가정폭력은 주부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 세습화 등을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
라는 인식 전환 필요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질적으로 다름. 가정폭력시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8.6%)하거나
재물손괴(4.4%)를 수반하고, 감금(0.3%)하는 등 강력범 형태를 띠는 사례도 적지 않음
☞ 현장출동시 가해자･피해자 격리 등 응급조치 및 수사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적극 활용 필요
‣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여성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사건처리하는 것은
경찰력 낭비다.
☞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피해자 처벌의사 번복시에도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적극 설명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유도
‣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킨다.
☞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큼
☞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부부싸움은 결혼초기 서로 적응하기 위한 ‘사랑싸움’이다.
☞ 결혼기간은 10~15년(28.8%), 5~10년(23.6%), 15~20년(16.4%)으로 고른 분포
‣ 부부가 살다보면 안 싸우고 살 수 없다.
☞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5년 이상 누적돼 오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사건 처리 시
과거의 폭력행사 여부 확인 필요
‣ 가정폭력 현장조치 시 경찰관들에게 권한이 없다.
☞ 가정폭력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도입되어 피해자를
대면할 수 있음
☞ 가정폭력사건도 여타 폭력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등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하되, 가특법 상의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 특별규정 준수 요망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권을 경찰관이 직접 조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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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폭력 사례지원 시 유의사항
○ 상담지원 시
- 피해자의 생활 및 태도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나 가해자 입장을 동조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절대 엄금
○ 수사지원 시
-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노력
※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분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
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 필요

- 가정폭력범죄는 재발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
○ 법률지원시
- 신고와 이혼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징역･벌금･구류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음을 설명
- 피해자가 사건처리는 하지 않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만을 원할 경우, 조사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희망하도록 설명
○ 모든 지원과정에 해당하는 유의점
-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 사용 금지
-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언행 금지
ex) “남자가 화가 나면 한대 때릴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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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환경조사서 서식】

○ ○ 경

찰

서

수신 : 경찰서장
제목 : 환경조사서
피의자 ○○○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
환경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항

목

동

기

범
죄

피
의
자

피
해
자

가
족
관
계
등

상습성 유무
행 위 양 태
(흉기사용 등)
성 명(한자)
성
격
평 소 행 동
(피해자에 대한)
경 력･직 업
교 육 정 도
음 주 량
정신 장애여부
가정폭력범죄
경력
성 명(한자)
피 해 정 도
성
격
경
력
학
력
처벌의사 유무
정신적 장애여부
동거가족(수)
생계 부양자
생 활 수 준
주거지 생업여부
주거지의 구조
기
타

내
용
비고
피의자가 3년전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가정불화가 생긴
이후 피해자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자 폭력 행사
1년전 부터 3일에 1번정도 술을 먹고 행패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구타함
○ ○ ○ (○ ○ ○)
이기적이고 난폭함

생년월일

○○. ○. ○

4개월간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는 등 생활능력이 없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 피해자를 폭행함
………
○○ 졸업
결혼기간
7년
평 소
소주 1병
범행당시
소주 2병
이혼경력이 있어 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음
’98.7월 가정폭력 보호사건(접근금지 1개월) 1회
○ ○ ○ (○ ○ ○)
생년월일 ○○. ○. ○
허리부분 타박상 진단 1주
내성적이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함
가정주부
○○ 졸업
이혼의사 유무
무
유
임시조치 신청유무 유
없 음
처, 아들 2명(17세, 15세), 딸 1명(11세)
피의자
전세보증금 7,000만원, 월소득 80만원으로 하류생활
주거지에서 수퍼마켓 경영
방 2개, 거실 1개 등 2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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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 응급조치보고서 서식 】

○ ○ 경 찰 서
제

호

년

수 신

경찰서장

참 조

과장

월

일

제 목 응급조치 보고서
① 성
명
행
② 주민등록번호
위
자

③ 직

업

④ 주

거

⑤ 피해자와의 관계
⑥ 가

정

⑦ 죄

상

황
명

⑧ 범 죄 사 실 요 지
⑨ 피

해

자

⑩ 신

고

자

위 사람에 대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 동의함)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폭력행위의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 ○ 경찰서

과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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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성매매 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 범죄 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

접 수

가. 접수 유형
○ 경찰관서를 경유하여 접수하는 경우
○ 상담소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
○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나. 신고 접수 시 행동 요령
【 피해자가 확인되는 범죄 】
○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 피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업주가 함께 있는지, 감금상태인지 등)
* 전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이용

- 신고의 객관성 확인을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무리하게 확인하는 자세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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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출 출동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담접수와 동일요령으로 처리한다.
- 피해자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의로 종결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경찰관을 출동시켜 상황을 파악
【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범죄 】
○ 범죄의 발생지와 내용을 상세히 청취한다.
- 업소 내부구조와 장부･콘돔 등 증거물 위치를 정확히 청취하는 것이 중요
○ 신고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상세한 신고가 되도록 유의한다.
- 대부분 피해여성이나 종업원 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선불금 무효규정,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제도 등 적극 안내

다. 상담 전화인 경우
○ 법률지식은 물론 성매매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가능한 모든 상담 건을 NGO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범죄피해 외에도 선불금 문제･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NGO 지원 단체･경찰병원 등을 통한 법률･의료지원 실시
○ 상담전화라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접수와 동일 요령으로 처리한다.

3

수사 지원

○ 증거물 및 피해자진술조서를 사건 발생 관할경찰서에 인계
- 성매매 조건의 선불금 무효,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 서면고지
- 비밀통로, 감시카메라, 영업행태 등 업소단속에 필요한 정보 최대한 확보
○ 신고자 신원 및 신고내용 보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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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가. 기본 조사 지침
○ 성매매 피해여성 조사는 가급적 여자경찰관이 실시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분 면제 및 피해자보호 규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내용 조사 철저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재활지원
○ 업주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성매매 방지 분위기 정착

나. 조사 전 고려 사항
○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피해자와 직접 연락
○ 피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수사회의 개최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성
○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함
○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함 (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
○ 피해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성매매로 인하여 자신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자기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해 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

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 인권보호
○ 성매매 피해여성 조사 시 서면고지 사항 고지
- 여자경찰관 지정
- 진술녹화실 이용 조사
* 피해자 안정과 조사 횟수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가 진술녹화를 원할 경우 진술녹화 적극 실시

- 상담소 등의 지원(상담･경찰관서 동행･조사 시 동석 등) 가능
* 조사과정에서 상담원 동석 및 피해여성 상담, 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성매매 관련기관과 적극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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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조건의 선불금 무효
- 신뢰관계자 동석
○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 객관적 입장 유지하고 합의 종용 등 업주유착 의혹 우려가 있는 행동 엄금
- 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성경험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질문 금지
○ 피해 내용에 대한 포괄적 수사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분 면제 적극 활용
- 성매매 행위에 대한 장소･자금･토지･건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행
- 성매매특별법상 범죄행위 외 폭행･협박･납치･감금･공갈･부녀매매･사기･
횡령･강요･강간 등 업주의 인권유린행위 입증에도 노력

5

상담 지원

○ 애로사항 청취 및 피해내용 확인
○ 업주로부터 위계･위력･감금･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채무 또한 무효임을 설명
*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필요성 고지
- 업주를 신고･수사하게 되면 경찰에 의해 증거를 수집, 업주를 처벌하게 되어
차후 업주의 협박이나 폭로 위협을 보복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선불금 민사
소송에서도 쉽게 승소할 수 있음
*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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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각종 질환 발생 위험과 업주의 성매매강요 등 인권
침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상담 후 쉼터 생활과 의료･수사･법률지원 및 자활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연계
○ 상담기록지 작성(성폭력 부분 참조)
○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업주의 불법행위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피해사실 최대한
발굴

6

법률 지원

○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통해 선불금 등 민･형사소송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심리･재판 등을 위한 법원 동행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의료 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및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료비의 지원범위)
1.
2.
3.
4.

성병감염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 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 외상관련 장애,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
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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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 성매매 피해자 의료비용은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연계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8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지원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을 통한 취･창업 및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 정서적･사회적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9

기타 복지제도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그 밖의 자세한 복지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연계
○ 신용회복 지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상환유예, 분할
상환, 이자면제 등) 안내
○ 성매매피해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안내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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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매매 피해 상담소 현황

지역명

상담소 명칭

전화번호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 집

02-474-0746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02-814-3660

이룸

02-953-6280

에이레네 상담소

02-3394-7936

여성인권센터 보다

02-982-0923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살림

051-247-8297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051-816-1366

대구여성회관 상담소 민들레

053-430-6020

힘내

053-422-8297

인천광역시

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낙상담소

032-501-8297

광주광역시

언니네

062-431-8297

대전광역시

느티나무

042-256-8297

울산광역시

울산 성매매피해 상담소

052-249-8297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031-747-0117

두레방

031-841-2609

어깨동무

031-222-0122

여성인권센터 쉬고

031-948-8030

춘천 길잡이의 집

033-243-8297

충청북도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043-257-8297

충청남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041-575-1366

전라북도

전북현장상담센터

063-282-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061-662-8297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061-276-8297

경북 성매매피해상담센터 새날

054-231-1402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055-246-8298

여성인권상담소

055-273-2241

김해 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055-314-8297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064-702-829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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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

제3장 센터 운영

Ⅰ
1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2

명칭 및 로고

○ 센터의 명칭은 ‘해바라기센터’(서비스 권역 병기)로 한다.
○ 센터의 로고는 다음과 같으며, 로고 상단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명시하고
로고 하단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운영기관)’을 병기한다.

○ 센터는 피해자가 찾기 쉽게 병원 내 출입구 등에 위 로고를 활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97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3

운영방법

가. 관련기관
○ 여성가족부, 특별 및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병원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 사전 협의

나.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야간근무 필요직군 : 경찰(여경), 상담원 등

다. 설치 기준
○ 시설기준 : 의료기관 내 설치 원칙
○ 설치면적 : 약 100제곱미터 이상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 구비),
피해자 대기실 등

라. 보조사업자 결정
○ 운영 자격(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선정 절차
- 시･도지사는 모집공고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 병원 및 의료원에 위탁
* 모집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방경찰청과 공개모집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도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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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공고
- 지자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소 7일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사업자 자격, 사업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사항
- 신청 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시 1개소에 대해
서만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 사업운영기관 현황(의료진 및 사업 실적 현황, 대표자의 경력사항 등 포함)
- 사업계획서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시･도지사가 위촉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
-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간 의결로 결정
- 위원은 아동･여성 폭력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함
- 운영 위탁을 신청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경찰청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④ 심사 방법
- 시･도지사는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공간 등 제반 여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사전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응모자가 사업 설명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
-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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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사업의 취소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사업기관의 공익상 또는 기타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3) 사업기관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업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v 보조사업 취소(운영종료) 절차
◦ 운영종료 요청 : 사업기관 → 시·도지사
- (제출서류) 운영종료 사유서 등
◦ 운영종료 관련 제반사항 검토 및 이용자 조치계획 협의, 이전계획 수립 : 시·도지사
- (검토사항) 사례이관, 인사노무, 회계, 자산, 개인정보처리, 보안 등
◦ 운영종료 승인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 (제출서류) 이전계획서(일정 등), 운영종료 사유서, 이용자 조치계획서(사례이관 협의결과 등),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등
v 유의사항
◦ 이전 및 운영종료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 센터가 운영종료될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시·도 내 타 센터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법·규정 등 준수

4

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 상담 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 유관기관과의 연계

○ 의료 지원

-

응급치료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지원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증거물 채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

○ 수사･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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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업무 분담

○ 센터는 센터장, 부소장, 의료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을 두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직도 및 팀명 변경, 그 외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수사지원팀은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조직도(표준안)

센터장 : 수탁병원장

운영위원회

부소장

수사지원팀

의료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지원팀

∙ 응급처치 및 치료
∙ 법의학적 면담, 증거확보
∙ 산부인과 ‧ 정신과 진료
및 치료
∙ 기타 외상치료

∙ 사례접수, 면담조사
∙ 지속상담(개별, 가족)
∙ 재판 모니터링
∙ 무료법률지원
∙ 사회적 지원
∙ 집단 프로그램 등

∙ 예산 ‧ 회계관리
∙ 제반 행정업무
∙ 전산프로그램 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 간호사 등

∙ 상담원

∙ 행정원

∙ 피해조서 작성
∙ 진술녹화 지원
∙ 법률지원
∙ 증거수집, 고소지원

∙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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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센터장
(수탁병원장)

부소장

의료지원팀

업무 내용
∙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 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 센터 종사자(이하 센터 배치 경찰관 제외) 인사에 관한 사항
∙ 중요사안 발생 시 센터 운영위원회 소집 및 보고
∙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센터
∙ 센터
∙ 병원
∙ 기타

직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물품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기타 센터 운영관련 센터장 보좌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비상근전문의

∙ 센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소견서 발급, 증거채취
∙ 센터 의료지원에 대한 자문, 법정 증언 등

상담･법률지원팀

∙ 피해자･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지원 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지원팀

∙ 회계 및 물품관리, 기타 문서관리 등 일반서무
∙ 연도 말 정산 및 예･결산관리, 운영 실적 관리 등

○ 수사지원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수사팀장

경찰관

∙ 수사업무 총괄
∙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성폭력응급
키트에 의한 증거수집 입회･감식의뢰
∙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 신속한 전파로 범인 검거에 기여
∙ 피해자 상담 및 자문변호사 연계 각종 법률지원
∙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등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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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가. 기능
○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당해 연도 사업 실적과 익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운영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에 대해 협의

나. 구성
○ 센터는 의료전문가 및 검･경찰 관계자, 여성폭력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 특히 위촉위원에는 지역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중에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은 여성폭력 등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 가운데 센터장
또는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센터장이 한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 운영위원회 역할(연 1회 이상 개최)
○ 센터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 지역 내 유관기관 협조 강화
○ 피해자 의료 / 법률 / 수사지원 내실화
○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및 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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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가. 기능
○ 센터 사업내용, 조직 및 업무 분담, 인사운영, 예산 집행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

나. 구성
○ 해바라기센터를 담당하는 지자체･지방경찰청 담당자와 병원･센터(부소장)
관계자로 구성한다.
○ 협의체 팀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한다.
○ 협의체 구성원은 소속 기관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필요 시
팀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팀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다. 역할
○ 피해자 통합 지원 및 구성원 간 협업 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정･개선
○ 센터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여성가족부 - 경찰청 실무
협의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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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사업 목적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외상 치료, 심리 평가 및 치료, 사건 면담,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2

명칭 및 로고

○ 센터의 명칭은 ‘○○시･도 해바라기센터(아동)’으로 한다.
○ 센터의 로고는 다음과 같으며, 로고 상단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명시하고
로고 하단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운영기관)’을 병기한다.

○ 센터는 피해자가 찾기 쉽게 출입구 등에 위 로고를 활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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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방법

가. 관련기관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나. 운영시간
○ 09:00~18:00
* 종사자별 탄력근무를 통해 피해자의 수요가 집중되는 요일이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센터 운영시간 외의 시간은 재택당직근무제를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 및 치료지원 연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설치 기준
○ 시설기준 : 운영기관 병원 내 또는 병원 외 설치 가능
○ 설치면적 : 약 330제곱미터 내외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 평가실,
심리치료실 등

라. 보조사업자 결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마. 보조사업 결정의 취소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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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내용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등 수행
사 업

내

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외상치료
* 피해정도 진단 및 증거채취 포함

-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적 우선 치료 서비스 및 운영기관의
○ 피해자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진료 대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의료, 상담, 치료
인근 (소아)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과의 연계 치료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제공
-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신건강
의학과적 치료
- 사례접수 및 면담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자 조사(수사)지원
∙ (필요시)수사관련 진술내용 등 영상물 녹화
∙ 증거물 확보 등을 위한 법의학 연계시스템구축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업무 진행
- 기타 법적절차 전반에 관한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 (소아)정신건강의학과의사, 산부인과 등 의료전문가, 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전문가, 성폭력상담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 피해사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정보 수집 및 분석

- 상담, 보호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 피해자 보호를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자원공유를 위한 지역
위한 연계망 구축
사회 자원의 DB구축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례연구
- 센터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 기타 기능

* 현재적, 잠재적 아동 및 부모 대상 홍보

- 외부 인사를 포함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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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업무 분담

○ 해바라기센터(아동)는 센터장, 소장, 부소장,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상담･
법률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며 시･도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및 그 외 필요한
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아동) 조직도(표준안)
센터장 : 수탁병원장

소장
운영위원회
부소장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지원팀

∙ 응급처치 및 치료
∙ 정신과 진료･치료
∙ 부모교육 및 상담

∙ 심리평가(사건면담)
∙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 부모 및 가족치료
∙ 보고서 및 의견서작성

∙ 사례접수, 면담조사
∙ 지속상담(개별, 가족)
∙ 집단프로그램
∙ 법적절차지원
∙ 사회적지원 등

∙ 예산･회계관리
∙ 제반 행정업무
∙ 전산프로그램 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간호사

∙ 임상심리전문가
∙ 임상심리사
∙ 심리치료사

∙ 상담원
∙ 동행상담원

∙ 행정원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근 부소장을 두어야 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변호사는 상근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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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센터장

소장

업무 내용
∙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 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운영 전반 총괄
∙ 병원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 센터 사업 수행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자문

∙ 직원의 복무관리
∙ 예산 및 물품관리
부소장
∙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소장이 비상근일
∙ 기타 센터 운영관련 소장 보좌
경우)
∙ 소장 부재 시 소장 역할 대행
∙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전문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의료지원팀

∙ 성폭력 외상치료 등 의료적 지원
∙ 전문적 치료 및 상담
∙ 법의학적 면담, 증거 확보
∙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심리지원팀

∙ 심리평가(사건면담)
∙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치료
∙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판 시 전문가 의견제시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 실천 : 지속상담, 사례회의
상담･법률지원팀
∙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등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행정지원팀

∙ 회계 및 물품관리, 기타 문서관리 등 일반서무
∙ 연도 말 정산 및 예･결산관리, 운영 실적 관리 등

※ 동행상담원의 경우 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소속 팀을 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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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피해를 예방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
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2

명칭 및 로고

○ 센터의 명칭은 ‘해바라기센터’(서비스 권역 병기)로 한다.
○ 센터의 로고는 다음과 같으며, 로고 상단에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명시하고
로고 하단에는 ‘○○시･도, ○○지방경찰청, ○○병원(운영기관)’을 병기한다.

○ 센터는 피해자가 찾기 쉽게 병원 내 출입구 등에 위 로고를 활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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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방법

가. 관련기관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나. 운영시간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다. 설치 기준
○ 시설 기준 : 운영기관 병원 내 설치 원칙(병원과 차량 5분 거리 내에 심리치료
공간은 별도 설치 가능)
○ 설치면적 : 약 330제곱미터 내외(병원 내 상담실, 안정실, 진료실, 진술녹화실 등
약 100제곱미터는 필수 설치)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장비 구비),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 평가실, 심리치료실 등

라. 보조사업자 결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마. 보조사업 결정의 취소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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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내용

사 업

상담 및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내

용

○ 24시간 사례접수,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assessment)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실천 : 사례회의, 지속상담
○ 후유증 및 현재 심리상태 평가
○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개별상담, 가족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자원동원을 통한 사회적 지원
○ 가족캠프, 부모모임, 피해자 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
○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
○
○
○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신체사정, 법의학적 면담
외과 및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수집
○ 조사 지원 : 진술조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수사･법률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 재판 모니터링 및 신뢰자 동석
○ 전문가 그룹 운영 : 의료인((소아)정신건강의학과의사, 산부인과,
피해자
응급의학과 등), 법률가, 종교인, 사회복지학자, 심리학자 등
보호･지원을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자원동원
위한 자원 구축 ○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연계지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NGO와의 연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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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예산 및 회계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제반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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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및 업무 분담

○ 센터는 센터장(병원장), 소장, 부소장, 상담법률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을 두며, 시･도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및 그 외 필요한 팀과 팀장을
둘 수 있다. 수사지원팀은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센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지방경찰청･병원･센터 관계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조직도(표준안)
센터장 : 수탁병원장

소장
운영위원회
부소장
수사지원팀

의료지원팀

심리지원팀

상담･법률지원팀

행정지원팀

∙ 응급처치 및 치료
∙ 법의학적 면담, 증거
확보
∙ 산부인과 ‧ 정신과 진료
및 치료
∙ 기타 외상치료

∙ 피해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부모 및 가족치료
∙ 수사 ‧ 재판시 의견제시

∙ 사례접수, 면담조사
∙ 지속상담(개별, 가족)
∙ 재판 모니터링
∙ 무료법률지원
∙ 사회적 지원
∙ 집단 프로그램 등

∙ 예산 ‧ 회계관리
∙ 제반 행정업무
∙ 전산프로그램 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 간호사 등

∙ 임상심리전문가
∙ 임상심리사
∙ 심리치료사

∙ 상담원
∙ 동행상담원

∙ 행정원

∙ 피해조서 작성
∙ 진술녹화 지원
∙ 법률지원
∙ 증거수집, 고소지원

∙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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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종사자별･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센터장

소장

업무 내용
∙ 센터
∙ 센터
∙ 센터
∙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직원 임면(이하, 센터 배치 경찰관 제외), 채용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운영 전반 총괄
∙ 병원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 센터 사업 수행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지도 및 자문

∙ 직원의 복무관리
∙ 예산 및 물품관리
부소장
∙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소장이 비상근일
∙ 기타 센터 운영관련 소장 보좌
경우)
∙ 소장 부재 시 소장 역할 대행
∙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전문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의료지원팀

∙ 법의학적 면담, 증거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심리지원팀

∙ 심리평가(사건면담)
∙ 피해자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치료
∙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판시 전문가 의견 제시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 실천 : 지속상담, 사례회의
상담･법률지원팀
∙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등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행정지원팀

∙ 회계 및 물품관리, 기타 문서관리 등 일반서무
∙ 연도 말 정산 및 예･결산관리, 운영 실적 관리 등

※ 동행 상담원의 경우 상담･법률지원팀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팀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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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원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팀장

경찰관

∙ 수사업무 총괄
∙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
성폭력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수집 입회･감식의뢰
∙ 가해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 신속한 전파로 범인 검거에 기여
∙ 피해자 상담 및 자문변호사 연계 각종 법률지원
∙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등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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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운영 공통사항

사업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 3년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시･도지사 및 해바라기센터는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해바라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 미시행 기간 중 센터 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방문 및 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해에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

이용자 만족도 조사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전반적인 치료적 지원, 수사지원, 법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한다.
○ 만족도 평가는 센터 이용 종결 시 또는 적절한 시점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권유하여 실시하며,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익년도 1월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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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부의 비치 및 관리

○ 각종 장부는 다음을 참조하여 비치･관리한다.
장부명 및 보관･비치기간
부 책 (장부) 명

보관･비치기간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센터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영구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가대장
- 승진, 승급에 관한 서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 재해보상 관련 서류, 취업규칙(10인 이상 센터)
예산 및 물품 관련 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재해보상 관련
서류는 청구권
소멸시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5년

종사자 채용 관련 서류

5년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류

3년

센터 운영일지 및 운영관련 자료철
- 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사업관련 제반서류 포함

3년

피해사실 관련 서류
- 사례관리파일, 증거자료 등
- 종이문서와 모든 파일 보관

비고

준영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식 준용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관

※ 피해사실관련 서류는 공소시효 민료시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판이 종료될 경우 선택적 폐기 가능

○ 관련 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한다.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 관리한다.
○ 모든 문서는 생산 시 생산일자, 폐기 시 폐기일자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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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호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서에 의한다([서식 11]).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 폭력피해자 보호 사업 등 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전산화 프로그램 사례 입력 및 조회는 센터외의 장소
에서 열람할 수 없으며, 종사자의 불찰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참조).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센터근무기간 중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작성･수집된 문서와 관련 기록은 모두 센터에 귀속한다.
○ 센터 내 모든 종사자(소장, 경찰 등 포함)는 입사 및 퇴사 시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3]).
○ 종사자는 퇴직 시 센터의 장에게 관련 자료 목록을 작성, 기록과 자료를 위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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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 및 평가 등 피해자 지원 자료의 관리

○ 진료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자,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
(필요시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진료 기록이 포함된 차트, 진료 기록, 치료 기록, 심리평가 원자료, 녹화테이프
등은 외부인 및 내방객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며, 별도의 공간에
보존한다(3. 장부의 비치 및 관리 참조).
○ 심리평가 보고서의 원본은 반드시 1부여야 하며, 개인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
해서 보관한다.
○ 심리평가 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 : 각 센터별 내부 지침에 따른다.
○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심리평가의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시,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리평가 시에 성폭력 사건에 대해 탐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요청 할 시
필요한 부분의 녹화테이프(CD)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수사･재판과정에서 상담내용 등을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식적 요청에
한해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자료보관실을 두어
물리적 접근통제가 되도록 잠금장치(열쇠, 도어락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실 내에는 접근하는 삭제관리자 및 담당자를 두어 해당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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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의 가입 등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수탁재산(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필수, 병원건물 전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필요시 이용자
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임의)에
가입한다.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필수).
○ 부소장 및 회계 담당 직원의 경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바라기센터의 종사자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역고소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비, 센터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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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Ⅰ
1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종사자의 수

○ 종사자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일정 인원 이상을 상근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 센터는 상근 종사자 6인 이상, 여경 3~5인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상근 : 부소장(1), 상담원(3~5), 간호사(1~4), 행정원(1), 임상심리사(1)
※ 해바라기센터(아동, 통합형)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임상심리사를 배치할 수 있음
※ 센터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군별 종사자 수 조정 가능

2

종사자의 자격요건

종사자

자 격 요 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법의)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부소장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수사팀장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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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상담원

자 격 요 건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
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존에 채용 중인 상담원이 자격요건에 미비한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임상
심리사

간호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의간호사 우대

행정원

비상근
전문의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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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예산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예산, 회계 등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예산회계 유경험자 우대

○ 수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등 전문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상근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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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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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종사자의 수

○ 상근 종사자 8인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센터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직군별
종사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상근 : 소장 또는 부소장(1),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2),
간호사(1), 상담원(2), 행정원(1)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부소장을
별도로 두어야 함

2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자 격 요 건

소장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법의)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부소장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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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 격 요 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임상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심리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전문가/
취득한 자
임상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심리사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

심리
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상담원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우대
※ 기존에 채용 중인 상담원이 자격요건에 미비한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동행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담원 급여의 90% 인정하되, 상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상담원 보수 인정 가능
※ 기존 직원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존대로 인정하되, 6개월 내에 동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함

비상근
전문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행정원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공통사항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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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심리치료사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병원 및 심리치료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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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의 수

○ 센터는 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경찰관으로 구성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대도시) 15명 내외 : 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4명, 행정원 1명
○ (중소도시) 12명 내외 : 상담원 4~5명, 간호사 2~3명,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3명, 행정원 1명
※ 센터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군별 종사자 수 조정 가능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1)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

2

종사자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소장
부 소 장
임 상 심 리
전 문 가 / ○ 해바라기센터(아동형)과 같음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동행상담원
간 호 사
상 담 원
비 상 근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같음
전 문 의
행 정 원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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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바라기센터(거점)

○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는 상근 소장 또는 상근 부소장을 둠
○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에 지원되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 외 상근 인력을 4명 이상 둠
- 상근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1명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고, 간호사, 행정원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음
-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거점형 해바라기센터의
소장 또는 부소장 역할을 수행함
○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음
종사자

자 격 요 건

소장 또는

○ 의료법에 의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부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병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 (아동)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상담원, 간호사, 행정원 등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준용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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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대학 병원급의 통상 연봉액을 적용하되, 아래 상한선을 준수
-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선의 1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전 문 의
직 군 명

연봉 상한표

전 문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세부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80백만원

100백만원

55백만원

65백만원

○ 기타 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센터 사업안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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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해바라기센터 공통사항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가. 임면권자 등
○ 소장을 포함한 상근인력은 인사위원회의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임면하며, 상근인력을 임명 또는 면직시키는 경우 센터장은 소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센터장은 소장, 부소장을 임명 또는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사자 임명 또는 면직 즉시 시･도지사에게 관련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는 시･도관계자, 수탁병원 관계자, 지방경찰청 관계자(단, 센터 배치 경찰관 제외), 학계,
관련전문가 등 포함 4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징계는 센터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나. 채용조건 등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시･도지사에게 채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 보고하도록 한다.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장, 장기실업자, 저소득층(차차상위 포함) 등

○ 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시･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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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사자 채용 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등)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포함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류
○ 관련 분야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
○ 기타 센터장이 요구하는 서류

2

종사자 복무

가. 운영시간 및 복무
○ 해바라기센터(아동)는 주간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자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시간 연장 가능)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통합형)는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교대근무 : 경찰, 상담원 등
※ 근무형태 조정 시 종사자 간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임상심리사(치료사)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토~일요일에도 심리평가 및 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중 대체휴일 지정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해바라기센터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 단,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센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격유지관련
교육은 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교육 출장처리).
○ 센터 상근 종사자는 타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겸직 활동 불가
- 개인 연가활용 등을 통한 대학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출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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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가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월 2회를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자문회의(사례지원을 위한 토론), 교육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 기타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행위는 겸직으로 본다.
※ 외부강의는 내부 품의 등 사전 결재를 받고 별도 대장에 수령액을 포함하여 정리

- 근무시간 중에 학교,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일정 비율을 잡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다(별도
통장 개설).
※ 센터의 수입은 종사자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상근 인력에 대한 유연 근무제도 시행
- 센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대학원 진학 등 자기
개발･센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1일 근무시간 단축, 주당 근무일 단축 등 다양한 근무형태 운영 가능. 단,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해야 하며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시(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나. 종사자 교육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직원(보수)교육 등의 모든 교육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육 출장 처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해바라기센터의 모든 종사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교육 전문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의 경우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보수)교육이므로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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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심리사(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등은 주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슈퍼비전 비용은 상한은 없으나 적정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서 집행토록 한다).
- 슈퍼비전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
해야 한다(자격증 취득을 위한 슈퍼비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연차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경조 휴가 등
○ 종사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등을 적용한다.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본인
자녀
출 산
배우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 양
본인
출 산
본인 출산 전후로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임신기간 12주~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유･사산
임신기간 16주~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본인)
임신기간 22주~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불임치료 시술 불임치료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시 당일
(유급)임신한 종사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휴가 가능
여성보건휴가
(무급)여성종사자는 월 1회 생리로 인한 휴가 가능
결 혼

일 수
5
1
10
5
3
3
1
20
90
5
10
30
60
90
1

※ 휴가일수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안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삽입함
※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사산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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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
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기타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마. 센터 종사자 평가
○ 센터의 장은 종사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연 1회).
○ 근무성적 평가는 근무실적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포함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근무성적 평가자는 상근 부소장을 포함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바. 임신한 여성종사자 등의 보호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종사자는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함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 근로를 못함(교대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로 우선 배치 등 근무시간 조정, 인력 수급 등 적의 조치)
○ 센터장은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가 유산의 경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휴가일수가 30일 초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임신 중인 종사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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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여성종사자에게 태아 검진 시간 허용(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관련)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종사자의 고용 상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사. 종사자 소진방지
○ 센터의 장은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센터의 장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체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
소진방지 및 정신건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치료
- 개인 상담･심리치료 지원, 집단 상담･치료 지원
- 힐링(정신건강･쉼)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연간 1인당 30만원(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비는 별도 지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종사자 소진
방지를 위해 관광, 영화관람 등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 사용할 수 있음

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 센터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센터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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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개월 전까지 센터장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종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센터장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장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10일 이내 센터의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
보상 가능)

자.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방공무원법을 보충 적용할 수 있다.

차.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
○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건비 지급 상한 연령은 아래와 같다.
- 소장 65세, 그 외 종사자 60세
* 위 상한 기준은 종사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예산 지급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종사자 해고 등의 제한

○ 다음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의무(법 제23조제1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 우선 재고용 관련(법 제24조, 법 제25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법 제27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법 제28조) 등 노동위원회 관련사항(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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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
- 종사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등, 감봉 기타 징벌 금지
-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단,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 종사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 사유 : 사업의 양도, 인도, 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한함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하여야 함
○ 해고의 예고
- 종사자 해고 시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
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센터 업무 추진에 지장을 준 경우,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센터
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 해고의 예고 적용 예외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자
○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시 종사자는 지방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부당 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되는 행위의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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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경영상의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종사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문의(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4

안전 관리

가. 시설안전 관리
○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4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센터의 안전은 부소장이 총괄 관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병원
내에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센터의 시설을
포함하여 병원시설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소화시설, 장비는 소방법령 제 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종사자가 수시로 확인･점검함
○ 화재대피 훈련 등 방재훈련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 센터장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 외부 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유사 시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시 빠른 대
응이 가능토록 조치

나. 종사자 인권보호
○ 센터장은 내담자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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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조금의 관리

Ⅰ
1

예산의 편성
예산 편성

○ 센터의 장은 예산 회계 업무를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단, 처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와 협의
○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진술녹화장비 내구 연한이 5년인 것을 고려, 장비 개선 예산 적절히 편성

○ 연간 예산서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
※ 경미한 예산계획 변경은 센터 자체 내에서 내부 품의를 거치고, 보조비목간의 변경 또는 보조세목 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 다만, 100만원 이하의 예산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관련 내용을 보고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 관리 등에 대해 본 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사항은 시도와 협의

2

인건비의 편성

○ 센터의 장은 종사자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 호봉기준(참고사항)을 고려하고,
경력･예산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연간 예산계획 수립 시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 센터의 장은 예산 수립 시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센터장은 무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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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예산 이외의 수탁법인(병원) 전입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 소장의 인건비는 아래와 같음
직 군 명

상근 소장

비상근 소장

월간 급여액(원)

3,350,000

1,210,000

※ 퇴직금,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부족할 경우, 월간 급여액에서 부족 근무시간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치료를 위해 센터에는 비상근의료진을 배치할 수 있으며,
비상근의료진은 각종 진료행위, 피해자 소견서, 사례회의 등 자문, 수사･재판과정의
증언, 야간긴급 Call에 따른 응급처치 등을 수행함
- 비상근 의료진은 별도 종사자로 관리함
- 센터 운영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1인 주 8시간 진료 기준
1인 월 13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진료 시간에
비례한다(ex. 1인 주 16시간 진료시 1인 한도액 월 260만원).
-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며, 시･도에서는 진료지원 건수, 방문
횟수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야간, 종사자 휴가･교육 등으로 수탁병원의 간호 인력이 센터의 간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일 5만원 이내)을 지급할 수 있음

3

시설 증･개축비 지원

○ 지원규모 및 단가
- 증･개축 면적에 따라 개소당 330㎡까지 지원
- 지원단가 : 2,303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단가는 시설입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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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과목 및 내역

가. 예산항목별 세부내역
항 목

내 역

인 건 비

∙ 상근직 보수, 제수당(시간외, 휴일수당), 직원 4대 보험료(국민･건강･
산재･고용보험), 퇴직적립금, 기타 복리후생 관련경비 포함

관리운영비

∙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제세 공과금 : 공공요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 운영수당 : 운영위원회 등 회의 참석비
∙ 업무추진비 :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여비 : 국내(근무지 내･외) 출장여비

사 업 비

홍보 및 교육사업비 등

시 설 비

시설 신･증축비,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수리비 등

잡 지 출

보상금, 소송경비 등

예 비 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

나. 세입예산 과목구조
과
관

목
항

01 과년도수입 11

과년도수입 111 과년도수입
211

02

잡수입

21

내

목

이자수입

역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예금이자 수입

잡수입

기타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311 운영보조금
운영비
경상보조금
수입
운영비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312 기타지원금
부터 받은 별도로 지원받은 경비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321 자본보조금
수입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전년도
411
전년도 불용액
이월금
이월금
4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212 기타잡수입

03

보조금
수입

31

32

04

이월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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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출예산 과목구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일부 발췌
보조비목

인건비
(110)

보조세목

내 역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인건비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
(05)
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210)
(01)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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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일반수용비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01)
운영비
(210)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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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공공요금
및 제세
(02)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일･숙직비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06)

임차료
(07)

운영비
(210)

1.
2.
3.
4.
5.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08)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차량비 등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10)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복리후생비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12)
일반용역비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14)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1.
기타운영비 2.
(1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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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과(팀) 운영비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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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비목

보조세목

내 역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240) 기관업무비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02)
경비
월정직책급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무수행
(01)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경비
(250) 특정업무경비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02)
지급하는 경비
연구
연구개발비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개발비
(01)
대한 반대급부
(260)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430)
(01)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등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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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예산의 집행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 운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감독 한다.
○ 센터의 운영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보통
예금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병원의 법인 명의 또는 센터 명의로 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예시) 병원 법인 명의 통장 개설 : 법인○○○(***해바라기센터)
별도 센터 명의 통장 개설 : ○○○해바라기센터

○ 예산 배정 지연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운영기관장(센터장)이 그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 가능하다.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 지출결의서 내부결재를 득해야 하고,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한다.
○ 예산 집행 시 신용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3만원 이상
지출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 물품구매(50만원 이상), 공사(100만원 이상), 기타(3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
견적서(1개 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품의 후 지출해야 한다.
○ 예산 지출시 건당 100만원 이내는 부소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 재산조성비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기존 사용물건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의 경우는 교체를 삼가고
수리를 통해 사용한다.
※ 내용연수 도달 이전 물품을 불용처리 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취득

○ 센터의 관리비(전기료, 수도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는 적정 실비 수준으로 편성
한다(병원에 납부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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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집행 기준

가. 국내여비지급표(공무원 여비기준)
여비규정
구분

철도요금

선박운영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실비
근무지외

실비
실비
(일반실) (2등급)

실비

실비

(상한 서울
70,000원,
20,000원
2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근무지내

※ 센터 예산에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철도요금･항공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함
※ 본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출장에 소요된 연료비는 철도요금 및 버스요금을 적용하나, 비용초과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후 초과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원가능
※ 출장 여비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 교육훈련 여비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준용(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조)

나. 원고료 지급기준
○ 적용범위
①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강사료와 병급 가능)
②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 용 매 체

산 정 기 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기 준 단 가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①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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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 매수
150% 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작성 지급기준
- 중요한 대외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비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보고서 중요도에
따라 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다.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예산범위 내 적정 지급)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상 한 액

지 급 대 상

1.
2.
특 강
3.
초과
200,000원 4.
(매시간)
5.
최초
1시간

300,000원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국책연구기관장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1. 대학(원)의 교수급
250,000원 2. 중앙관서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일반 1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초과
100,000원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매시간)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최초
200,000원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1시간
일반 2
3. 대기업체 부장급 이하
초과
50,000원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매시간)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보조
1시간
50,000원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강사
최초
1시간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 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유명강사 등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득하고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내부행사
- 연구용역 사업 및 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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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전문가 사례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상 한 액

특정과제
연구

1건

2,000,000원
이내

연구용역

1회

지 급 대 상
1. 특정과제 1개월 이상 연구자
※ 보고서 용량은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300,000원 1. 연구용역보고서 감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1. 입찰 등 용역사업 사업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 4개 업체 이상 심사 시 50% 추가지급 가능

심사위원

1일, 건

300,000원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이내
※ 합숙심사 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3.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1.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지출요청시 자문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토론회,
1회(1일)
세미나

1일
위원회,
간담회

2시간
이상

300,000원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패널 멤버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100,000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50,000원

(1일1회)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진 제외) 사례비는 용역 수행기관(용역비)에서 지급

2시간

100,000원

초과시

50,000원

시험위원

1. 합격자 선정을 위한 서류시험 위원
※ 면접시험 및 외국인의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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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지급기준
대 상

전
문
상담위원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1.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 등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전문가

1건

35,000원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단, 상담위원의 자격을 고려하여 센터 내 예산에 따라 최대
70,000원까지 지급 가능

바.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①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
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지방의 경우 초빙강사의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실비수준의 왕복교통비 지급 가능)
○ 지급기준
①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적용
② 민간단체의 임･직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3호(4･5급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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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연 등 출연료 지급기준
출연료 지급기준
구

분

공연시간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 회
전문 1,000,000원 이내

1시간 이내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까지)

비전문 500,000원 이내

초과 1인당
(10인 까지)

50,000원
(10인 이상
단체에 적용)

전문 A급 500,000원
레크리에이션 진행
(보조강사 1인 포함)

각종 특기시범
(10인까지)

2시간 이내

비 고

50,000원
전문 B~C급 400,000원

초과시

200,000원

-

1시간 이내

300,000원

50,000원

공연
장비
포함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하며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강의시간 산출과 동일)

아. 종사자 교육비 지급기준
○ 유료 교육은 피해자 지원 등 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
지원가능
○ 종사자 1인당 연간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40만원 이하로 집행 가능
○ 센터에서 시행하는 상담원/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등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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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의 제출

○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 해당 지자체로 제출(표 참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장에게 시･도에 제출한 자료를 해당
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센터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해바라기센터의 장이 제출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해진 기일 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표 참조)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시기

센터장

시･도지사

당해 연도
1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서면

예산교부신청서
시･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센터장

시･도지사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시설 및 종사자
변동사항 등

시･도지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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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서면

시･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피해자 지원실적

보고방법

익년도
2월 14일까지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서면 또는
해바라기센터
매 익월 10일까지
한국여성인권
정보시스템
※ 1~3분기 실적은 당해 연도
진흥원장
10월 31일까지, 1~4분기
실적은 익년도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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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지도･점검

○ 시･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동으로 소관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경찰청의 지도점검 분야는 수사분야에 한하며, 아동형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가.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나.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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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참고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

호봉 책정 기준

○ 호봉별 연간급여 총액 기준표의 적용으로 인해 수당을 포함한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9년의 기본금액과 수당의 총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2019년의
기본금액과 수당의 총액 대비 인상폭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5% 초과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
※ 2019년 기본금액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을 의미
※ 수당은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근속수당을 의미(연가보상비는 기준에서 제외하며, 센터 자율 지급 원칙)

○ 호봉은 센터 근무연수와 경력을 인정한다.
○ 해당 직군 관련 업무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 원칙적으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한다.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경력자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해바라기센터 근무경력(군복무 경력포함) : 100%
- 여성아동청소년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 관련시설(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병원, 간호사 및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경우 병원 수련, 심리치료기관 등) 근무
경력 : 80%
- 그 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분야 경력, 공무원경력 : 50%
- 석사 1년, 박사 수료 2년(석사를 포함하여 총 3년)의 호봉을 추가 산정* 2018년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미적용
※ 행정직원은 위의 예에 따르되 민간기업 등의 행정경력은 80% 인정(2021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호봉 정기 승호일 기준 : 매월 1일
○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의 호봉 지급액은 본인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퇴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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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호봉기준표는 사업연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다.
○ 호봉기준표는 기본급과 센터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을 포함한 단순한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선
혹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도지사 및 센터의 장은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신규 채용자는 기존 근무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별로 권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수당 권고금액을 참고하여 센터
내부지침 또는 근로계약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시급 통상임금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 이상 근로자 중 근무 상황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통보만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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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당 권고 금액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상근종사자)

명절휴가비

지급일 현재 기준
재직 1년 이상 종사자
※ 2021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상근소장, 부소장
직책수당

※ 파견자 제외

기타 팀장
근속수당

회계수당

월 봉급액의 100%
(연 2회, 50%)

월 100천원
월 50천원

2년 이상 근무한
상근 종사자

( 2년 이상) 월 50천원
( 5년 이상) 월 70천원
(10년 이상) 월 100천원

회계업무 수행자

월 50천원
(2년 이상) 월 70천원
(5년 이상) 월 100천원

1월 이상 결원 상근소장,
부소장의 업무 대행시
업무대행수당

지 급 액

월 200천원

※ 업무 대행자 지정 시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타
(1인이 대행)월 50천원
1월 이상 결원 종사자의
(2인이 대행)월 30천원
업무 대행시
연가보상비

추가근무수당 등

전 종사자

12월 31일 현재 월봉액×1/30×
연가보상 일수(10일 이내)

전 종사자

근로 관계 법령에 따름
(각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해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수당 권고 금액은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음
** 업무시간 외 비상호출 사항은 추가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센터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수탁병원의 지침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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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단위 : 원)

호봉

부소장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간호사, 상담원,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1

33,077,000

31,738,000

26,950,000

23,225,000

2

33,721,000

32,553,000

27,625,000

23,852,000

3

34,361,000

33,352,000

28,300,000

24,480,000

4

35,005,000

34,160,000

28,965,000

25,107,000

5

35,658,000

34,683,000

29,419,000

25,517,000

6

36,319,000

35,227,000

29,872,000

25,942,000

7

36,963,000

35,760,000

30,315,000

26,366,000

8

37,606,000

36,203,000

30,738,000

26,706,000

9

38,270,000

36,626,000

31,192,000

27,050,000

10

38,914,000

37,059,000

31,615,000

27,384,000

11

39,548,000

37,473,000

32,039,000

27,698,000

12

40,187,000

37,906,000

32,482,000

28,004,000

13

40,837,000

38,348,000

32,905,000

28,318,000

14

41,496,000

38,772,000

33,348,000

28,651,000

15

42,139,000

39,213,000

33,774,000

28,975,000

16

42,798,000

39,656,000

34,207,000

29,308,000

17

43,427,000

40,090,000

34,640,000

29,642,000

18

44,086,000

40,531,000

35,073,000

29,995,000

19

44,724,000

40,960,000

35,506,000

30,319,000

20

45,363,000

41,389,000

35,959,000

30,643,000

*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야간 근무직군은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호봉별 연간 총액 기준표의 5% 범위 내에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음
* 근무형태에 따른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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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보조금 신청(1)

○○○○년 ○/4분기 사업비 신청서

○○센터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운영기간
사업장소
총예산

천원

소요자금
교부신청액
신청내역

천원(2/4분기)

자부담액
병 원 명
(기관명)
운영기관
현
황

대 표 자
(기관장)

주

소

전

화

FAX

E- ma
il

담 당 자

직 책

연락처

상기와 같이 ○/4분기 센터 위탁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
센터장 (인)

시 ･ 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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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2)

○○○○년 ○/4분기 센터 운영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산 출 근 거

산 출 액

계

인건비

○○○

∙ 상담원
∙ 간호사
∙ 행정원

관리
운영비

○○○

∙ 운영위원 수당
∙ 회의비(간담회 등)
∙ ○○

사업운영비

○○○

∙ 홍보비
∙ ○○비
∙ ○○비

0000천원×00회=
0000천원×00회=
0000천원×00회=

○○○
○○○
○○○

시설비

○○○

∙ ○○비
∙ ○○비

0000천원×00회=
0000천원×00회=

○○○
○○○

잡지출

○○○

예비비

○○○

□ 기타 센터운영 관련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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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천원×1명×3월=
000천원×1명×3월=
000천원×0명×3월=

○○○
○○○
○○○

000천원×00명×0회=
00천원×10인×0회=
00천원× 0명×0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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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3)

○○○○년 ○/4분기 사업비 정산 보고

Ⅰ. 사업개요(간략히)
□ 목적 :
□ 사업기간 : 20. 1. 1 ~ 12. 31
□ 주요사업내용 :

Ⅱ. 위탁사업 정산 및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총
인

총 예산

기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계
건

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

설

비

잡

지

출

예

비

비

※ 기교부액 및 집행액은 분기별 누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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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일자별 내역
지출일자

지출비목

지출액(원)

지출결의서번호

※ 1) 지출일자는 통장 출금일자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2) 지출결의서번호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행위(결재)의 일련번호임

3. 통장 입･출금 내역(사본첨부 - 원본대조필 날인)(별첨)

상기와 같이 ○/4분기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센터장 (인)

시 ･ 도지사 귀하

붙임 : 1. 예비비 사용조서
2. 과목 전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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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예비비사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단위 : 원)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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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과목전용조서

과목전용조서
관

170

항

목

전 용
예산액(1)
년월일

전용액
(2)

현액
(1)+(2)

(단위 : 원)

전용사유

내 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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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기

관

명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보조 사업 목적
보조 사업 종류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천원)

구
사

분
업

총소요액

국고보조
신 청 액

지 방 비
부
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비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ㅇㅇㅇ시･도지사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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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소

재

지

사

업

명

기

관

장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장소･사업량･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한 내용 기재

년

월

일

ㅇㅇㅇ시･도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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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3)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
시･도명：
(단위：명, 천원)
1)

연번 사업명

시설명
(시설장)

2)

유형

소재지

정원
(현원)

사업량3)
2
(m , 품목, 내역)

사
계

국고

업

비

지방비 자부담4)

주) 1. 사업명은 “신축(대체･이전신축), 리모델링(기존시설, 동사무소 등), 매입(기존시설, 일반시설), 기자재구입
(신축, 이전･대체, 리모델링, 매입), 증축, 개축, 개보수로 구분 작성
2.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등으로 구분
3. 사업량：신축 및 증개축은 “연면적”, 기자재구입 및 장비비 “○○개 품목”, 개보수는 내역(간단히) 기재
4. 자부담：시설 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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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4)

통합지원센터 증･개축 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법인명 및 대표자
(사회복지법인 경우)

유형1)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개원일

정원/현원

기능보강 국비 지원 실적2)
(최근 지원받은 년도 및 내용)
※ 증･개축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특별한 사정：자연재해 및 구조안전진단 결과 C급 이하)
주 : 1.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등으로 구분
2. 국비 지원 실적：지자체 자체예산이 아닌 국고지원을 받은 최근(5년 내) 년도 및 내용

2. 시설물 현황
(단위∶m2 )
시설 용도별
계
거실(휴게실포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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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

신축

증축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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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계획
(단위∶m2 )
층별 면적 및 구조(시설용도별)
구분

비고
당

1층

초

변

경

예) 1층(100㎡) - 거실(2), 사무실(1)

2층

예) 3층 증축

2층(100㎡) - 거실(3), 주방(1)

100㎡

3층

3층(100㎡), -거실(3)

※ 신축의 경우 층별로 당초 계획사항만 기재
※ 증･개축의 경우 층별 당초 및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축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도를 면밀히 검토

4.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건 축 부 지 면적
착

공

공

사

환

경

예

정
기
조

일

공
m2

사

위

치

연

건

축

면

적

준

공

예

정

일

m2

간
건1)

교 통 편 의

조 건2)

주 : 1. 환경조건：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산업단지내, 다문화가정지역 등 특정 환경을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2. 교통편의조건：진입로 확보 여부 및 접근성 등 기재

5.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점,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세히 작성)
※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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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부담계획
사업내용 및 규모

기 타
계

건

축

총

규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모

･
･
m2)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 대

설 비

공 사

4. 설 계

및

감 리

5. 부

구

지

입

비

6. 시 설 개･보 수 비
7. 기

타

7.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금제외)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8.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부 채 액

9.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및 건축 전문가 확인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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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5)

설계검토 의견서
1.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2. 공사개요
공사명(공사종별)
공 사 위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적

m2

연면적

건축허가가능여부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
내역

m2
적합･
부적합

층 수 별 규 모

3.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위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작성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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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6)

통합지원센터 개･보수 계획서
○○ 시･도
(단위：천원)
유형1)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개･보수
내 역

면적
또는
수량

단가
(원)

예
계

국고

산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원
실적2)

주 : 1.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등으로 기재
2. 국비지원실적：최근 3년 이내 지원 연도
※ 당해년도는 포함하지 않음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7)

통합지원센터 장비구입 계획서
○○ 시･도
(단위：천원)
유형1)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장비명

수량×
단가

주 : 1. 유형：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등으로 기재
2. 국비지원실적：최근 3년 이내 지원 연도
※ 당해년도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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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원
실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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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8)

통합지원센터 기자재구입 계획서
○○ 시･도
(단위：천원)

연번

시설명
(시설장)

사업
내용1)

소재지

기존기자재 기자재 신규
매입2)
구입(2)

예산
계

국고

지방비

완공일
국비지원
(예정일) 및
연도3)
자부담
공정률

주 : 1. 사업내용：공사의 구체적 내용
2. 품목 및 수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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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9)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도지사

.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종류：(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 보조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3. 당초 ･ 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4. 변경사유
* 사업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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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국고보조금교부연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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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연도별 실적 보고 서식

○○○ 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 주요 사업내용
○
○
○
Ⅱ. 위탁사업 정산 및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구

분

(단위 : 천원)
총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센터 운영비
기타 보조금

○ 센터운영비 과목별 집행 실적
구

분

합
인

총 예산

(단위 : 천원)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건

비

관 리 운 영 비
사 업 운 영 비
시

설

비

잡

지

출

예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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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조정 내역
세부사업명

비 목

(단위 : 천원)

예산액
당 초

조정액

변 경

변경사유

승인사항

※ 승인사항 : 운영지침에 의거 여성가족부(시･도) 승인 또는 자체 조정(자체조정시 내부 품의를 거칠 것) 등으로
기재

3. 지출일자별 내역
지출일자

지출비목

지출액(원)

지출결의서번호

1) 지출일자는 통장 출금일자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2) 지출결의서번호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행위(결재)의 일련번호임

4. 통장 입･출금 내역(사본첨부 - 원본대조필 날인)

Ⅲ. 사업 운영 결과
1. 사업추진 현황
세부사업명

추진계획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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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분석･평가

가. 잘된 점(우수사례)
○
○
○

나. 미흡한 점
○
○
○

3. 사업추진 상 애로점 및 건의사항
○
○
○

4. 기타 사항

가. 연구실적(실적 있는 경우만 기재)

나. 언론보도사항
언론보도일시

매 체 명

주 요 내 용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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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성가족부 지원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니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나이, 내담자의 상담, 의료,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연락처
법률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업무 지원에 사용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국적, 센터
내담자의 상담, 의료,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인지경로, 거주지 법률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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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장애여부, 상담내용

수집목적

보유기간

내담자의 상담, 의료,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법률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법률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내담자의 의료지원,
수사법률 지원

내담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및 의료
지원,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기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고,
수사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데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 (병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고, 수사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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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센터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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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정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동의 필수)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국적, 주소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업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선택정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선택사항)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직업, 가족사항,
영상기록물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
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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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장애여부, 상담내용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 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내역(외국인에 한함)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내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내담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입력 및 사후관리

수사･법률지원을 위한
법적기간(30년) 이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까지

※ 위 동의 안내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할 경우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상담
등 연계 지원 등 일부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료법 제22조,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처리사유

주민등록번호

의료지원, 수사지원 등

수집근거
의료법 제22조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

※ 위의 주민등록번호는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고, 수사･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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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지원

제공하는 항목

제공 받는자의
보유기간

동의여부

성명, 연락처 등

3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경찰서

수사 지원

성명, 연락처 등

관련 법령에 동의함
□
정한 기간 동의하지 않음 □

○○법원

재판 업무 지원

성명, 연락처 등

관련 법령에 동의함
□
정한 기간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해바라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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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1] 아동･청소년용

센터이용 동의서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심리치료
및 기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참여하겠습니다.
2. 센터 이용 시 처음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도착한 이후 초기면담부터 전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서 중 영상기록물 관련
내용과 중복됨)
3. 센터 이용 후 해당 피해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성폭력 등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 전체를 자부담합니다.
4.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족도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반응과 대처가 이후 피해아동/청소년의 치료와 회복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5. 센터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2년 동안 추후 경과나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6. 센터 이용 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다른 기관 등에서의 중복지원 여부를 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아동청소년> 생 년 월 일：
성

명：

인

<보호자> 생 년 월 일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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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2] 성인용

센터이용 동의서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참여하겠습니다.
2. 센터 이용 시 초기면담부터 치료과정을 녹화함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3자제공
동의서 중 영상기록물 관련 내용과 중복됨)
3. 센터 이용 후 성폭력 등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
전체를 자부담합니다.
4. 센터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후 경과나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5. 센터 이용 또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다른 기관 등에서의 중복지원 여부를 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생 년 월 일：
성

명：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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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

.

.

. 로 입사(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센터에 재직하면서 지득한 피해자 개인정보(피해사실 및 지원사항 등 포함)와
관련된 제반 비밀사항 일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법규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약자 소속

직 위

재직중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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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1] 통역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통역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본인은 외국인 내담자를 위한 통역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외국인 내담자의 말을 통역하면서 취득한 내담자
개인정보(피해사실 및 지원사항 등 포함)와 관련된 제반 비밀사항 일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외국인 내담자의 말을 센터에 충실하게 통역하겠으며, 내담자의
요청사항 등과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센터에 전달하지 않겠
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법규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통역 연계기관
이름

(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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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1]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양식

이용 만족 평가 설문지
작성자

본인( ), 보호자( )

받은 서비스(중복체크)

센터 방문 횟수

(

)회

상담( ), 의료( ), 수사( ), 법률( ), 심리치료( )

다음 설문지는 본 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원받은 서비스에 해당되는 문항에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불만족
만족

1. 전체 서비스

센터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센터의 위치나 교통편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직원들은 친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1

2

3

4

5

귀하에게 필요한 안내나 정보를 잘 제공받았습니까?

1

2

3

4

5

지원 받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2. 상담 서비스

해당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없음 불만족
만족

상담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셨습니까?

1

2

3

4

5

3. 의료 서비스

해당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없음 불만족
만족

진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진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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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법률 지원서비스

해당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없음 불만족
만족

센터 경찰의 수사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진술녹화, 수사와 관련된 면담 등)

1

2

3

4

5

법률 지원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법률 정보제공 및 상담, 재판과정 지원 등)

1

2

3

4

5

5. 심리 평가 및 치료지원

해당 매우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없음 불만족
만족

심리지원서비스(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사건과 관련한 후유증이 완화되었습니까?

1

2

3

4

5

6. 다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본 센터의 이용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센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소감이나 의견(좋았던 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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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2] 동행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양식

동행서비스 이용 만족도 평가 설문지
작성자

본인( ), 보호자( )

서비스 이용 횟수

(

)회

동행서비스 유형(중복체크)

치료( ), 문화( ), 수사･법률( ), 의료( ), 기타( )

동행서비스 방법(중복체크)

차량( ), 버스･지하철( ), 택시( ), 기타( )

다음 설문지는 본 센터의 동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 원하시는 시간대에 동행서비스를 받았습니까?

1

2

3

4

5

2. 동행선생님은 친절하였습니까?

1

2

3

4

5

3. 시간에 맞게 동행선생님은 오셨습니까?

1

2

3

4

5

4. 치료나 후유증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2

3

4

5

보통

만족

매우
만족

3

4

5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5. 동행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보통
매우
그렇다
이다
그렇다

6.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었다.
불편했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였나요?

7. 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소감이나 의견(좋았던 점, 개선사항,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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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근로계약서 표준안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이하 ‘센터’라 함)와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포괄
임금제도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센터명
사용자
(센터)

근로자
(직원)

대표전화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개인정보 활용동의 :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활용에 동의함.
※ 본인동의확인
(인)

제1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 ‘직원’의 근무장소는 ○○해바라기센터로 하며, 담당업무는 ○○○로 한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이 ‘센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계속 근로 2년 이하의 ‘직원’은 제1항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단, ‘센터’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은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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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무형태】
① 365일 24시간 가동되어야 할 사업특성상 ‘직원’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근무  야간근무  교대근무  기타(매월의 근무표에 따름)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 고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교대근무자

[주]
[야]

[주]
[야]

※ 야간, 교대근무자의 1일
8시간 초과근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기타

③ 휴게시간은 제2항과 같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사정상 휴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직원’의 재량에 따라 같은 시간을 휴게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업특성 또는 ‘직원’의 사정으로 고정적인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근무단위기간의 7일전까지 ‘근로일별 근무표’를
확정하여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제5조【휴일】
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 등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 중 휴무하는 1일을
주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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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법정휴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경조휴가 등 기타 약정휴가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임금】
① 임금의 결정은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를 참조할 수 있다.
②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포괄임금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항 목

통상
임금

금 액

기 본 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계수당
기타수당

비 고

정액급식비

원, 교통보조비

연장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0.5

휴일근로수당

월평균

시간 × 통상시급 × 1.5

원

합 계

각종 세액, 사회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임.

통상시급

월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③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해 설과 추석 각각
(

)를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월 ( )일(산정기간 : 매월초일부터 말일)에 ‘직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8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는 ‘센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설정한 제도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 중간정산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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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습기간】
①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개월)까지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

) 로 한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적성 부적합, 근무태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 초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 ‘센터’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률,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 센터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성립을 위한 상호간의 확인사항】
① ‘센터’는 본 계약서상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등의
근로조건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충실히
설명하였음.

(확인 날인)

② ‘직원’은 ‘센터’로부터 본 계약서상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수습기간 등의 근로조건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 등을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확인 서명)

‘센터’와 ‘직원’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며,
‘센터’는 본 계약서 사본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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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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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
법 인

대표자

설립일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
합계

연간예산
(단위 : 천원)

전화번호

)

(FAX)

운영체부담
천원

정부지원

천원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위탁신청취지
사업계획서

별

첨

해바라기센터운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신청자(대표)

(시･도지사)

일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1부
2. 사업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4. 기타서류
(서약서, 기관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연구자료, 주요일간지보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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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현황
1. 운영기관명(법인)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5. 구성원수 :

현 주 소

주요경력

명(인적조직표 첨부)

6. 설립 및 주요연혁(간략히)
설 립 일 자
예) 1972. 4. 8

내

○○○부 ○○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법인 설립

7.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적 제출기관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업무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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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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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6년 예산 및 결산자료
9. 대표자 및 시설장 인적사항 등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나. 센터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다. 전문인력 보유현황(예시 :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상담, 의료, 법률 등 전문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 첨부서류 : 이력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연구논문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인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및 주요일간지 보도사항(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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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의 목적 :

3. 운영계획

*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ㅇ 조직 및 인력 편성･운영계획
ㅇ 센터 시설 설치 계획(설치위치 포함)
ㅇ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구체적)
- 피해자의 정신과･산부인과 등 우선 치료 서비스 및 운영기관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진료 대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인근 병원과의 연계 서비스 체계 확립
-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
ㅇ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원 연계망 구축 계획(구체적)
ㅇ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교육계획
ㅇ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계획
ㅇ 기타 추가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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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총 계

5. 사업비 내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

총계

6. 기 타(특기사항) : 상근인력 확보방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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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사업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1.
사업수행
능력
(30)

평 가 내 용

배점

○ 응모기관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A

B

C

D

E

10

10

8

6

4

2

○ 응모기관(연계병원 등 포함)의 전문
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10

10

8

6

4

2

○ 사업자(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10

10

8

6

4

2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10

10

8

6

4

2

5

5

4

3

2

1

○ 센터설치 장소의 지리적 위치의
적정성

5

5

4

3

2

1

○ 의료지원 연계 구축 적정성

10

10

8

6

4

2

○ 피해자 법률지원,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홍보･교육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전문가 그룹 및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10

10

8

6

4

2

100

100 80 60 40 20

2.
○ 센터장(소장)의 전문성･사업수행
조직(인력)
능력
및
시설계획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25)

4.
사업
운영계획
(35)

5.
○ 지자체 연계 및 위탁기관 출연
기타(10)
합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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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아동 포함, 이하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센터운영과 관련되는 제반업무를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및 행정과 관련된 각 센터의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
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해바라기센터의 자료를 관리･
열람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총괄시스템 관리자’라 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기관관리자’라 함은 총괄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용자’라 함은 총괄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직원을 말한다.
5. ‘센터 총괄관리자’ 및 ‘센터 시스템 담당자’라 함은 총괄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해바라기센터의 시스템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6. ‘센터 사용자’는 센터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사용 및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센터
내 모든 종사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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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 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 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10.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
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스템 접속은 총괄시스템 관리자, 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에 의해 권한을 승인 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속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②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의 공개 또는 외부기관에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총괄시스템 관리자의 임무) ①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
1.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에 대한 권한관리
나. 시스템 관련 질의응답 및 기타 요청사항 수행
다. 시스템 내 게시물 관리 등
2. 시스템 사용 교육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교육
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3.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가. 전산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나. S/W, H/W의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시스템보안 관리체계 구축･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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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의 기능 중 범위를 정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업체 위탁 시 자료유출 방지, 인원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관리자의 임무) 기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여성가족부
가. 시스템 운영 예산 및 기본 방향 수립
나. 전국 센터 통계 등 행정사항 관리
2. 지방자치단체
가. 관내 해바라기센터 통계관리
제7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용자의 임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내 게시물 관리
2. 전국 해바라기센터 통계 등 행정사항 관리
제8조(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및 센터 사용자의 임무) ① 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및 센터 사용자는 각 센터 내에서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총괄관리자
가. 센터 내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
2. 센터 시스템 담당자
가. 해바라기센터 사용자의 계정 부여
나. 행정사항(인사 자료, 문자발송 시스템 등) 관리
다.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현황 변경사항 관리
라. 해바라기센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3. 센터 사용자
가. 피해자 지원 관련 의료･상담･치료･연계 등의 업무에 따른 정보 입력
나.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정보 입력 및 관리
② 사용자는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사항 발견 즉시 수정
입력하여야 하며, 고의로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거나 이중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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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조1항제3호나목의 행정사항 중 인사･회계･급여･물품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접속방식)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

하여 접속한다.
제10조(사용자 관리)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사용자 승인

기준에 의해승인권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센터 총괄관리자의 입･퇴사, 휴직 등으로 인하여 아이디 및 권한 부여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센터 시스템 담당자 및 센터 사용자의 입･퇴사, 휴직 등으로 인하여
아이디 및 권한 부여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변경하고, 센터 총괄 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3. 시스템에 유해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5. 로그인 정보를 도용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6. 사용자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을 경우
7. 센터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필요 이상의 많은 사용자를 신청한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
적인 개인정보유출 시도를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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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센터 총괄관리자 및 센터 시스템 담당자 포함)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정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범위는 피해자 지원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총괄시스템 관리자 및 기관관리자는 민원사항 처리 및 지도점검 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⑦ 각급 기관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별표 2>의 개인정보 접근 기준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안의식 제고) ① 총괄시스템 관리자 및 각 센터 총괄 관리자는 개인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책임자 및 사용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사용자 별로 발급하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④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사용자(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포함)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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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보안) ① 센터 총괄관리자 및 센터 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관련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
2. 관련 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한 대책으로 시건장치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②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각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제14조(시스템 운영) ① 시스템은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65일

항시 운영되어야 한 다. 다만,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스템의 가동을 정지 할 수 있다.
1. 국가 통신망 마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바이러스, 해킹 등 심각한 사이버위협이 발생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스템 개선･보수･증설 또는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가동을 정지하는 경우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운영 중단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중단 사유, 기간을 명시하여 시스템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업무
연락 기능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운영중단의 사안이 시급한 경우 이외에는 3일 전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시스템이 중지될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 외에 사례 정보 입력 등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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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개선에 관한 조치) ① 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및 사용자는

시스템의 사용 중 입력항목, 입력방식 등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총괄시스템 관리자에게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시스템 관리자는 요구사항의 목적, 변경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프로그램을 개선 할 수 있다.
제16조(파견 경찰관의 정보열람) ①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수사팀에서 지원한 사건에

한해 진행 상황과 피해자 지원 사항의 점검을 위해 시스템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②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등을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 할 수 없다. 또한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은 기관 관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 관련 자료(통계 등)를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할 수 없다.
③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정보 또는 상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하거나, 기관 관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 관련 자료(통계 등)를 외부 또는 수사기관에 유출한 경우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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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승인 기준
승인권자

승인대상자
기관관리자(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용자

총괄시스템 관리자
센터 총괄관리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센터 시스템 담당자

센터 사용자

[별표 2]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정보 접근 기준

열람권한

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피해자정보

○

×

×

×

통계자료

○

○

○

○

※ 각 센터에서는 타 센터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관내 해바라기센터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음

[별표 3]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록항목
자료명

세 부

항 목

피해자 : 성명, 성별, 국적,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상담 및 지원
피해자정보

내용
(상담)의뢰인 : 성명, 성별, 나이, 피해자와의관계, 연락처

종사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나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학력,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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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장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센터장이 한다.
③ 간사는 센터 부소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성폭력 등에

풍부한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 가운데 센터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인(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의원 등) 또는 정당인(당직자, 선거운동
종사자 등) 단, 병원관계자나 자문을 위한 전문가는 예외로 한다.
2.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관여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기타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시도지사 및 위원장이 판단하는 자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 가운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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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 만료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역할)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 내 유관기관 협조강화 방안
2.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방안
3. 사업실적 및 계획,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센터 활성화 관련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센터명칭, 직원임면관리, 지원대상 및 위탁사업내용,
예산변경 등 센터 운영 관련 중요사항은 의결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개인 신상
및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문제에 관여하는 행위
2. 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등 개입하는 행위
3. 센터 종사자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4. 센터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9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운영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일정통지 등 운영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되,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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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의 작성･보관)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최･개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지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직･성명
5. 안건의 발의･제출･회부･환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안건 심의･의결사항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참석수당 지급 불가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수탁병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년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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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자료

Ⅲ-1

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사업개요

○ 목적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원 대상 :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 배우자
및 보호자
※ 단,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은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의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2

의료지원의 범위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 포함)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호에 의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성폭력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신
장애인으로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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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호(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가능

○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수사기관･재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수사･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하고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v 응급키트 처치료 지급 관련
 응급키트 처치료는 응급키트를 시행한 전문의 등 의사 개인에게 병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활한 증거채취 및 응급 진료 협조를 위해
가급적 의사에게 직접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함
주 : 1.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2.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지급
3.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수사기관･재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가능)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수사･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하고 개인 보험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불가

3

의료지원 원칙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하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100만원(1회 당) 이상 고액의 검사 또는 고액의 비급여 항목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회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500만원(누적금액) 이상 의료비 지급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검토,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급 적정성 검토 의견을
첨부(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비급여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기당 20만원 이내로 함(회당 20만원
초과 시 자부담)
※ 비급여 심리치료 지원은 6개월, 최대 400만원을 원칙으로 함. 단, 6개월(400만원) 초과 시 해바라기센터
또는 상담소 등에서 주치의 소견, 내부회의 등을 거쳐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 가능
※ 초기 심리평가(MMPI, 스트레스 검사 등) 비용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400만원 한도에 포함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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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다만,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병실이
없거나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상담원(간호사 등 의료지원 담당자 포함) 의견서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급병실 사용 가능
※ 긴급 시 사유서를 사후에 첨부 가능
* 상급병실 사용 필요 :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또는 심각한 외상 피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사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피해자 등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폭력
피해자 등이 긴급하게 구입하여 사용한 약값 등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원(의료
기관의 투약 및 조제료는 의료비에 포함)
○ 성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영양제, 배변주머니 등 피해자 본인이 우선적
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
○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한방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분만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외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지원의 성격을 지니므로 고가의
한방 첩약이나 탕약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함(단,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 강화)
○ 저소득 의료급여(1, 2종)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
※ 특히 성폭력피해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로 집행한 후
본인부담금 등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지원
▶ 피해자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
이나, 의료기관 부설 클리닉 혹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아동심리치료학,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기관도 집행 가능

※ 피해자가 종전부터 이용해온 기관이거나 피해자가 사는 지역 인근에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 없는 경우 박사학위 수료자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기관도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
※ 의료비 청구시 해당기관 운영자의 박사학위 혹은 전문의 자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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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지원기간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함
 단, 피해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의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
지원 기관과 당해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협의(유선 또는 문서)를 통해 계속
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의료지원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의료비 지원 체계

가. 의료비 예산배정(선금급,

개산급)

○ 배정대상
 시･도, 시･군･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이하 ‘피해자 지원기관’)
○ 배정방법
 시･도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된
시･군･구는 지원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되, 예산의 일부를 자체 보유하여 직접
집행 및 시설별 배정 예산의 부족에 대비(예산 배정 규모, 자체보유 규모 등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판단)
∙ 다만, 시･도는 예산 수요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설치된 시･
군･구의 모든 사업수행기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당해 관할구역 내 거점
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예산 배정하거나 직접 집행이 가능함
※ 2~5개 시･군･구를 합하여 거점 기관(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지방비 부담액 중 당해 시･군･구비의 경우 당해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토록 조치

∙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가 속한 의료법인이 아닌 센터로 직접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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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에 예산 배정 시, 운영비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전년도 의료비 예산
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전년도 실적이 없는 상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 대상에서 제외 원칙)
※ 시･도는 관할구역내의 치료보호 실적이 특히 높은 상담소를 비롯하여 해바라기센터 및 피해자 진료에
적극적인 대형 ‘전담의료기관’ 등의 예산소요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배정 또는 보유

○ 배정시기 : 매 분기 초에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지원기관의 의료비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부족에
의한 지원 불능, 집행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변경(조정)배정 조치

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요구(의뢰)
○ 지원시설의 장은 내담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의료기관에 피해자 치료를 의뢰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치료를 요구
v ‘성폭력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이란?
∙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로도 증빙 가능
v 상담소 등의 ‘피해 상담 사실 확인(확인서 발행)’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생략
①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거나,
②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의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이 있는 경우
③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우(해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상담소 등 혹은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서만 제출)

다. 의료비의 청구
① 의료기관(심리치료 기관 포함)에서 청구하는 경우 : [서식 16]
 성폭력피해자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서식 20]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 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청구
※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명세서,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②~③ 동일)
※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불요(②~③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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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서식 17]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본인
부담액) 보전 청구
③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의 청구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 사용 후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
※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해바라기센터를 경유
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에게 지급

응급키트 처치료 지급 관련
 응급키트 처치료는 응급키트를 시행한 전문의 등 의사 개인에게 병원 내부 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활한 증거채취 및 응급 진료 협조를
위해 가급적 의사에게 직접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함

 일반적인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하지만 피해자 본인은 청구 불가

라. 의료비의 지급
○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
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치료보호 활성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에 유의하고,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피해자 등이 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자체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자체는 중복지급 여부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이나 관련 분야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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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지원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집행 내역 사업별 분리 정산･관리)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지급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급은 불가능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담소 등은 필요 시, 해당
예산이 배정된 상담소 등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 지급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치료보호 조치(예산의 수시배정 조치 없이도 지원기관을 통하여 의료비의
과부족분 해소)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의료비 예산을 배정(선급)받아 이를 집행한 지원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집행
내역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하고,
시･군･구에서는 이를 자체 집행 내역과 함께 관리

6

의료비 과다청구 해소

○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심리
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와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유도
○ 의료비 중복 지원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사전 고지
 피해자 및 가족이 성폭력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체를 환수할 수 있음
* ▲피해자가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형·민사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 단순 재판결과의 무죄가 아닌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중복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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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환수 절차 : 의료비를 지급한 피해자 지원 기관(상담소, 해바라기센터)의 의료비 통장으로 수령인이
지급받은 의료비를 반납하도록 함. 의료비 지급 기관은 반납 받은 의료비를 여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은 지자체에 반납함

○ 피해자가 지원받은 의료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
환급금으로 환급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고 환급금을
반납
※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은 의료비가 과다지급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7

간병비 지원

가.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병 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지원

나.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 예시) 피해자가 1인 가구,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인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다. 지원 내용：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
라. 지원 기간：최대 1개월
※ 당해 지자체(시･군･구)가 심의를 통해 피해정도, 가정환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마. 지원금액：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기준 단가 참고)
※ 불가피하게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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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 원

분

1일 기준 단가(예 시)
종

일

시 간 제

일 반 단 가

8만원

5만 7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 수 단 가*

8만 5천원

6만 3천원(주･야간 12시간 기준)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①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인 경우
② 응급실,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③ 그 외 특수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 지양
※ 간병비 예시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함

바. 지급 절차
○ 간병비 지원 안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장, 시･군･구에서 성폭력 내담자에게 간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안내
○ 간병비 청구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간병비를 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관할 시･군･구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간병비 보전 청구 가능
 제출서류
∙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서식 19]
∙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입원 확인서 각 1부
∙ 1인 가구･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 관련 증명서류
∙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확인서 예시)
○ 간병비 지원
 지급청구를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집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간병비는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또는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원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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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간병비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단,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 친인척은 제외함

 지급, 환수 규정
지 급

환 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
▸ 시･군･구청장은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
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최근 6개월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6개
월이 지나도 지급 가능)

○ 간병비 지원은 간병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직접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 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 불가피하게 간병비를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하여 우선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여부 결정

8

비밀준수 의무

○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준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준수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상담소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특히,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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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사항

○ 정산 및 운영실적 보고
 제출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자료 : 관내 의료비·간병비 지원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등
- 제출시기 : 상반기 실적은 7월 20일, 상·하반기 총실적은 차년도 1월 30일
- 제출처
· 정산실적 :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운영실적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특히 경찰서, 의료기관 등)
 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경찰,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관련 절차
숙지 및 안내에 유의
 의료비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5% 이내에서 시･도별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가능
 의료비 혹은 간병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배정 총액 내에서 조정 가능
 의료비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5% 이내에서 시･도별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가능
 의료비 혹은 간병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배정 총액 내에서 조정 가능

230

제7장 업무 참고자료

[서식 16]

성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
＊ 의료기관에서 시·군·구 또는 상담소 등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접수
번호
명 칭
①구 분

(1)

소재지
②작성자
계좌번호

의료기관

(
구 분
③합 계
④일 반

(2)
청구내역

(3)
치료보호
대상자

성 명
)은행

성명

1

(칸이 부족한
2
경우 별지에
기재)
3

건
건

전화번호
생년월일
예금주
금액
원
원

건
건

원
원

(서명 또는 날인)
건수

⑤정신건강의학과
⑥성폭력응급키트 사용
인적사항
연
번

의료기관종별
� 일반 의료기관 기타

� 성폭력피해 전담의료기관

⑧구분


⑦비고

피해내역
생년월일

⑨
피해시
피해일 연령

⑪진료내역

⑩피해유형

진료
개시일

건수 금액

응급
키트
사용

□일반 □장애인

. . .

세

• 성폭력
□강간 □성추행 □기타

. . .

건

원

여�
�
부

□일반 □장애인

. . .

세

• 성폭력
□강간 □성추행 □기타

. . .

건

원

여�
�
부

□일반 □장애인

. . .

세

• 성폭력
□강간 □성추행 □기타

. . .

건

원

여�
�
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⑫첨 부 □ 치료보호대상자 명단 1부.
□ 진료비 명세서
(
□ 피해사실 확인서 (

)매.
)매.

□ 신고접수증 사본 (

)매.

�

(

)매.

�

(

)매.

청구일자 :

년

⑬청 구 인 :
⑭�(
⑮�(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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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구분”란의 해당 항목에 “√
” 표시한다.
 ‘성폭력피해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일반의료기관 기타’에 “√
”표시한다.
3. “(1)의료기관”의 “②작성자”란에는 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2)청구내역”은 ‘건수’와 ‘금액’ 모두 “③합계 = ④ + ⑤ + ⑥”이 되도록 한다. “⑦비고”란에 청구
내역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5. “(3)치료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에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⑧구분”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한다.
6. “(3)치료보호대상자”의 ‘피해내역’에 피해를 입은 날짜(“⑨피해일”)와 피해시 연령을 기재하고
“⑩피해유형”의 해당 항목에 “√
”표시한다.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담소 등 시설의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⑨피해일”란의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년월까지만 기재한다.
7. “⑪진료내역”란의 ‘진료개시일’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은 날을, ‘응급키트 사용’란
에는 응급키트 사용여부에 “√
”표시한다.
 치료보호대상자 개인별 ‘건수’와 ‘금액’은 그 합계가 ‘(2)청구내역’의 “③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8. “⑫첨부”란에는 해당하는 첨부물 항목에 “√
”표시하고, 진료비명세서와 확인서 등의 매수를 표시
한다. 통장 사본 등의 별도 첨부물이 있는 경우, 빈칸에 목록과 매수를 기재하고 “√
”표시한다.
9. “⑬청구인”란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10. 시·군·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⑭에 “√
”표시하고, 상담소 등 시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⑮에
“√
”표시하고 빈칸에 기관 명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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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급 신청서
* 피해자 본인(대리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접수번호
성 명
치료보호
대상자
(피해자)

①구분

□ 일반

□ 장애인

주 소

②전화번호

③피해일

대리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좌번호



생년월일

.

.

.

④피해시연령

성 명

세

⑤피해유형


생년월일

• 성폭력
□강간 □성추행 □기타
⑥피해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은행

예금주
세 부 내 역

⑦청구총액
연번

청구내역
원

의료기관명

⑧진료과목

진료일

⑨금액

1

□ 산부인과 □정신과 □기타

20 . . .

원

2

□ 산부인과 □정신과 □기타

20 . . .

원

3

□ 산부인과 □정신과 □기타

20 . . .

원

4

□ 산부인과 □정신과 □기타

20 . . .

원

5

□ 산부인과 □정신과 □기타

20 . . .

원

⑩비고(치료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치료보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 의료비 지원에 있어 피해자 또는 가족이 폭력 피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체를
자부담(반납)하며, 타 기관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⑪첨 부 1)
2)
3)
4)

□ 진료비 영수증
( )매.
□ 피해사실 확인서
1매.
□ 신고접수증 사본
1매.
□
( )매.
신청일자 :
년
신 청 인 :
대 리 인(있는 경우) :

�(
�(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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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구분”란의 해당 항목에 “√
”표시하고, “②전화번호”는 실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 ③,④에는 피해를 입은 날짜와 연령을 기재하고, “⑤피해유형”의 해당항목에 “√
”표시한다.
4.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기입하고, “⑥피해자와의 관계”란에 ‘부’, ‘모’, ‘담당경찰관’ 등으로
기재한다.
5. “⑦청구총액”은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6. “⑧진료과목”은 해당항목에 “√
”표시하고, “⑩비고”란에는 진료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7. “⑪첨부”란의 해당하는 첨부물에 “√
”표시하고, 매수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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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피해자 치료보호 실적
1. 피해자 유형 및 연령
(단위 : 명)
의료
기관명

의료지원 대상
피해유형
피해시연령
의료지원기간
피해자 본인
유 아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성 인
장애인 피해자
합계
비
가족 합계 강간 추행 기타 합계 (7세 (7~ (13~ (19세~ (65세 합계 1년 2년 2년
소계 장애인
미만 미만 이상
신체 정신
미만) 13세) 19세) 65세) 이상)

합 계

※ 의료지원 대상 소계와 나머지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진료비용 및 간병비용 지원
진
계

의료기관명
건

일
금액

료
반

건

금액

(단위 : 건, 천원)

비

용
정신과

건

금액

응급키트사용
건

금액

간병 비용
건

비고

금액

합계
※ ① 의료비 집행실적과 건수 및 금액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와 일치하여야 함
② 치료비용은 본인부담액만 기재(건강보험부담금 제외)
진단서 발급비는 진료비용에 포함하여 기재
③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건수’는 “1. 피해자 유형 및 연령”란의 합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④ ‘비고’란에는 ‘전담의료기관’ 혹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원스톱, 해바라기 등)’ 등 여부를 기재

3. 성폭력응급키트 사용현황
(단위 : 개)

배 부 기 관
시･도

배부 및 사용현황
배부량

배부기관명 전화번호

총계

전년도
누계

사용량
당해연도
계

총계

전년도
누계

당해년도
계

잔량

비고

합 계
※ ① 전년도 누계 배부량 및 사용량은 전년도 보고와 일치하여야 함
② 증거채취용으로 피해자에게 사용한 경우 이외에 교육용, 연구용, 견본용 등으로 배포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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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병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피해자 특성
지원
기관명

합계

비
장애인 합계
장애인

피해자 가족 현황
한부모
가정

ㅇㅇ
상담소

DD 센터
※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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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정

장애
부모
가정

피해자의 연령
기타

합계

지원금액별 현황

유 아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성 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세 (7~ (13~ (19세~ (65세 합계
이하 이하 이하
미만) 13세) 19세)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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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예시 1]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발행

확

인

서

치료보호대상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수사･재판 상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상기 인은 성폭력 피해자로 상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피해 개요
○ 피 해 일 :

년

○ 피해 유형 : □강간

월

일

□성추행

□기타

○ 피해 내용 :

□ 확 인 자
○ 소

속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 :

(

) 장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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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예시 2] 경찰관 작성

확

인

서

치료보호대상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수사･재판 상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상기인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성폭력) 범죄의 고소
(진정)인임을 확인합니다.

□ 고소(진정)일 :

년

월

일

□ 피해 개요
○ 피 해 일 :

년

○ 피해 유형 : □강간

월

일

□성추행

□기타

○ 피해 내용 :

□ 확 인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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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간병 비 지급 신청 서
간 병 인
지원대상자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간병인 지원 사유

피해발생 시기

년
년

간병인 이용 기간

월

일 ~ 년

월
월

일

(총

시간)

(세부 내역 명시)

총 간병지원비
(자부담분)

원

입원 의료기관

기관명

간병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간병교육 수료여부

금융기관 및 지점명
간병비 지급 계좌

계
예

좌

번
금

호
주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병비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간병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
�(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비(간병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2. 기타 지원대상 증명 서류(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1부
3.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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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정의

○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응급 의료용품을 의료기관 등에 무상 보급
※ 2004. 10. 부터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에 따른 처치료를 의료기관에 지급

2

구성 물품

구분
1단계

구성물품 목록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국문, 영문 2종)
관계인 동의서(국문, 영문 2종)

2단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겉옷(Outer Clothing) 봉투
속옷(Inner Wear) 봉투
이물질(Foreign Material) 봉투

3단계 생리대(Sanitary Pad) 봉투(투명)
종이보
종이팬티
비닐소독장갑

수량
1부
1부
1부
2개
2개
1개
1개
1개
1개
1개

성폭력 피해자의 손톱 채취(NAIL COLLECTION)
종이 보관함
손톱깎이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4단계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손톱수거 표시용 왼쪽･오른쪽 라벨(주황색)
종이보
지퍼백(손톱보관용)
비닐소독장갑

1개
1개
1개
1개
각 1개
2개
2개
1개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STAIN COLLECTION)

5단계

종이 보관함
증류수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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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물품 목록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비닐소독장갑

수량
4개
1개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PUBIC HAIR COMBINGS)
종이 보관함

6단계 빗

1개
1개

종이수건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생식기 증거 채취(GENITALIA SWABS AND SMEARS)
종이 보관함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7단계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1개
5세트
4개

슬라이드글라스

1개

슬라이드글라스보관함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항문직장 내 증거 채취(ANORECTAL SWABS)
종이 보관함

8단계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개
2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구강 내 증거 채취(ORAL SWABS)
종이 보관함

9단계 멸균면봉(E.O GAS 멸균팩)

1개
1세트

면봉보관함(고정테이프 포함)

1개

비닐소독장갑

1개

혈액 채취(BLOOD SAMPLE)

10단계

종이봉투

1개

EDTA Tube

3개

비닐소독장갑

1개

소변 채취(URINE SAMPLE)

11단계

종이 보관함
소변통(알코올 및 음주대사체용 1개, 약독물 검사용 1개)

1개
2개

지퍼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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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물품 목록
부착 테이프

2개

비닐소독장갑

1개

12단계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3장)
경찰보관용 봉투(상자 뚜껑 겉면 상단 부착)
수술용 고무장갑(Latex Surgical Gloves(Gamma 멸균)) (진찰용)
일회용 질경(7단계에서 사용)
증거물(EVIDENCE) 표시 라벨(주황색)

기타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 라벨(주황색)
마스크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용 안내서
기록 받침대
포장 상자
검사필 스티커

3

수량

1부
1부
1개
1개
3개
1개
2개
1부
1개
1개
1개

성폭력 응급키트의 적정한 배분 및 관리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응급키트의 배포 및 사용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사용실적에 비하여 과다 배포되었거나, 치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등 응급키트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 키트는 회수하여 적정하게 재배분
(종합병원 및 산부인과 위주 보급)
 배포 후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채 성폭력상담소 등에 보관된 키트는 회수 조치
하고,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의료기관 등에는 1~2개 기준으로 비치(과다
비치하지 않도록 조치)
○ 응급키트 처치료(개당 75,000원) 지급 및 배포현황 반기별 파악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병원별 응급키트 사용량 및 처치료 지원내역 파악
등 사용실태 점검
 사용실적이 저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최소 보관분(1~2개)을 제외한 잉여 응급
키트를 시･군･구에서 회수, 관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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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서 여성가족부로 응급키트 신청시 기준 강화
 시･도는 분기별 시･군･구 사용실적 점검결과, 잔량이 전체 배포 수량의 10%
미만일 경우 추가 소요량 신청
※ 시･도 잔량이 10% 이상일 때는 시･군･구별 수급조절(시･도)

○ 응급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
 응급키트는 의사의 지시 없이 상담원 등이 자의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됨
※ 다만, 키트를 통한 증거 채취 과정에서 상담원 등 비의료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단계(1, 2, 3, 4, 5, 6, 9,
12단계)만 실시할 수 있음
※ 7, 8단계는 의사만 시행 가능하고, 10, 11단계는 의료인만 시행할 수 있음
단 계

내

1단계

동의서 작성

2단계

진료기록 작성

3단계

겉옷, 속옷, 이물질 수집

4단계

손톱 채취

5단계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6단계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7단계

생식기 증거 채취

8단계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9단계

구강 내 증거 채취

10단계

혈액 채취

11단계

소변 채취

12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용

 응급키트 사용 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물과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검체,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은 키트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사용 후 키트 상자와 기타 증거물 등은 담당경찰관에게 인계
 의료기관 보관용 기록(1, 2, 12단계)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제1항 제9호 규정에 준하여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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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1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관리

사업개요

○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리

2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가. 지정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또는 보건지소,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

나. 지정신청 방법(규칙

제13조)

①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서식 :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시압 운영지침 참조(전자문서 포함)
 신청서 첨부 서류(전자문서 포함)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지정대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검토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수리시 검토사항
∙ 지정대상 기준 적합 여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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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

다. 취소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27조제3항제1~3호의 전담의료기관 취소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v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2.
3.
4.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지정현황(316개소)
(2020년 1월 기준)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서

울

41

강 원

36

부

산

21

충 북

6

대

구

8

충 남

20

인

천

12

전 북

19

광

주

5

전 남

34

대

전

4

경 북

26

울

산

3

경 남

27

세

종

2

제 주

5

경

기

47

전 국

316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므로 상기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해제절차
 지정절차 :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
장관 의료기관(신청, 별지 제8호의2서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정서 교부) → 여성가족부장관
 해제절차 : 의료기관(신청, 서식 27) ↔ 시장･군수･구청장(해제 통보)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의료기관(신청, 서식 27)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해제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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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참고사항

◦ 종합병원(준종합병원 포함)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 해당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에는, 응급실 및 야간당직실이 갖추어져 있는 산부인과
(여성병원), 성폭력피해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도 예외적으로 지정 가능
◦ 서비스 이용수요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개소수를 시･군･구별(시･도별)로 관리

5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가 전담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절차 생략
 성폭력응급키트 처치 시 처치료 지급 : 개당 75,000원
※ 집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료비 지원 지침 부분 참조

○ ｢성폭력 응급키트｣ 보급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이용 홍보,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북･매뉴얼 등의 보급
※ 성폭력피해를 준응급 증상으로 지정(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02. 2. 8)

 응급실 관리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에서 원내 조제･투약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더라도 진료내역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음
※ 성폭력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제외대상 특수상병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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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 또는 취소된 전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또는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27조 3항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된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상담소 등과 의료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전담의료기관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서식 28] 및 성폭력응급키트 관리
대장 [서식 29] 비치
○ 관내 해바라기센터, 지방의료원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지정
하여 관리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범피기금) 의료비의 5% 내에서 관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홍보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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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소재지)
명

의료기관

(전화 :

)

시설종류
(종합병원급 여부)

칭

소재지

진료과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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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전담의료기관 해제 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소재지)
명

의료기관

(전화 :

)

시설종류
(종합병원급 여부)

칭

소 재 지

진료과목

해제사유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신청인

월

일

(직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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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성 폭력 피해 자 진 료대 장
병원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연번

진료일

생년
월일

이름

피해자
특성

피해
유형

진료
과목

키트
사용
여부

키트
처치료

키트
제외
진료비

진료비
합계

※ ‘성폭력 응급키트 관리대장’ 엑셀 파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서식 23]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리대장
병원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수령일

개수

사용일

개수

사용 용도

※ ‘성폭력 응급키트 관리대장’ 엑셀 파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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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목 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및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한 폭력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적 기회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수혜
○ 법률계몽활동으로 가정평화 구현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 폭력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률구조활동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

2

사업 개요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
○ 보조사업자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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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

여 성 가 족 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소요자금 신청 및 재배정
∙ 사업수행 및 정산･실적보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 성 폭 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연계

○ 사업기간：2021년 1월 ~ 12월
○ 사업 지역：전국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본부 및 전국 27개 지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3

사업 대상

○ 구조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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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서식 24]
∙ 진단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조 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 구조 흐름도
상담 및 신청
성범죄
피해자

1. 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신청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

2. 법률구조신청
(연계)

★

무료법률
구조사업
수행기관

3. 구조접수

구조 심사

구조 결정
6. 결정 통보

구조 진행
소송비용
자부담

11. 소송비용 보전
청구 및 지원

지원상황
모니터링

4. 구조여부
심사

위촉, 지정
변호사

5. 구조결정

7. 변호사
선임(면담)

8. 수임료 신청
및 지급

종결

12. 만족도 조사
및 제출

구조 진행
상황 보고

9. 사건진행

구조 진행
결과 보고

10. 구조완료

○ 구조비 지원 기준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2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기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 적용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청구서
[서식 25]를 제출하여 보전 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실비 지원,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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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 부담 후 보전하되, 피해자가 통역비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 선지급 가능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50만원 한도)

③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 정하는
변호사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소송비용은 실비 지원(50만원 한도)

○ 구조 지원 한도액 및 유의사항
 1인당 구조비용액이 총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여부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행(심사료 등 사업비로 지출 가능)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은 법무부의 국선
변호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신청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추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등 반환
※ 단, 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민･가사 소송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가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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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절차
 민사･가사사건 처리절차
법률상담
(법률지원수행기관)

화해성립

화해불성립

승

소

패

소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종

사 건 조 사

화해권유

결

소송구조결정

재판진행

기각결정

사 건 종 결

소송구조여부결정

비 용 상 환

사

건

종

결

사

건

종

결

(상소심구조여부 검토)

 형사사건 처리절차
법 률 상 담
(법률지원수행기관)

법률구조사건접수

사 건 조 사

소송구조결정

변호활동

기각결정

사건종결

사건종결

소송구조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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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내용

○ 법률지원사업
 민사･가사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 법률계몽사업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워크숍
 현지출장 생활법률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무료 대서 등

5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 사업내용 안내와 홍보
○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무료법률
구조를 원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상담소 및 시설 등에서 진단서, 사진
등의 초기 입증자료 확보를 도와주시기 바람
○ 사업수행기관은 상반기 실적보고를 익월 15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정산보고
포함)은 익년도 1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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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서식 26]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지원과 관련, 우수
사례를 관리하며 이를 매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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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내용

입증방법
붙임 1. 증거 사진, 목격자 진술서, 진료기록 등
2. 고소한 경우 고소장
3. 심급이 달라진 경우, 불기소 이유서, 항고이유서, 1심 판결문 등 첨부

상기 ○○○는(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로 상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확인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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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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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비용 청구서(개인용)
※접수
번호

(← 당사자는 기재하지 말 것)

성명

신청인
(피해자와
동일)

전화

□□□-□□□
소재지

팩스
이메일

입금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인적사항
성명

구분

피해내역
생년월일

법률구조
대상자

피해
시기

□ 아동
구분

청구내역

소송비용

피해유형

□ 강간
□ 성추행
세
□ 기타
(
)
금액

□ 일반

변호사 보수

피해
연령

법률구조내역
사건명 / 진행상황
(형사 : 죄명 /
민사 : 사건명)

비고

착수금

원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보관금

원

형사 사건 □
민사 사건 □
가사 사건 □

원
합계

원

□ 무료법률구조 운영기준에 의해 법률구조 비용을 청구합니다.
□ 증빙서류 별도 제출

20

.

.

.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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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구조 만족도조사
성

별

□남 □여

연 령

거 주 지
구조유형
이용경로
지원단체

( )세

구조의뢰일자

20 . . .

시･군･구까지만 기재
□ 민사 □ 가사 □ 형사 □ 단순상담 □ 기타(

)

□ 여성가족부 □ 언론 등 □ 상담소･쉼터 □ 수사기관 □ 이웃
□ 변호사단체 □ 친척
□ 기타(
)
위촉변호사

☞ 해당되는 곳에 ü표시를 하시오.
설문내용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
안됨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구조과정에서 담당변호사로부터 가해자와의 협의를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다
종용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 담당변호사와는 쉽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까?
2. 담당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시간은 가질 수
있었습니까?
3. 담당변호사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담당변호사가 사건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만족

만족

매우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6. 이 무료법률구조제도가 본인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매우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되었습니까?
7. 이용과정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8.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매우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8-1. 6번문에서 만족으로 응답하신 경우
 특히 어떤 점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사항을 기재하세요

8-2. 6번문에서 불만족으로 답하신 경우
 특히 어떤 점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셨습니까?

불만사항을 기재하세요

9. 본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에게 법률구조를
받도록 권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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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있다

있다

보통

없다

매우
불만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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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별 연락처(가정폭력･성폭력 법률구조)
○ 국번없이 132 (각 지역지소로 연결)
○ 수화용 화상전화 070-7947-7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성폭력 법률구조)
주 소

상담전화

팩 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4 풍림빌딩 14층

02-3476-6515
02-3476-6511

02-3476-6512

주 소

상담전화

팩 스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14

02-883-9285

02-883-9281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성폭력 법률구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법률구조)
○ 국번없이 1644-7077 (본부, 지역 안내)

※ 세부 연락처는 법률지원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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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1

돌봄 비용 지원
목 적

○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을 통해 성폭력피해 아동 등의
건강한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

2

사업 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아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 예시) 한부모, 맞벌이, 조손가정, 장애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폭넓게 인정

나.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
보조인 등) 자부담 비용분에 대해 지원
※ 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가족 제외)
※ ’15년 6월부터 활동보조인 이용 가능(복지부)

다. 지원기간：최대 6개월 이내 원칙, 연장 12개월 포함 최대 18개월까지 가능
라. 지원금액：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원칙, 연장 6백만원 포함 최대 9백만원까지 가능
※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지원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시･군･구청장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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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단 가

시간당 기준 단가 (예시)
시간당 평균 8~9천원

※ 상기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 야간･주말 추가요금, 돌봄 제공자의 교통비(시외의
경우 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단가 초과 시 관련 서류에 사유를 반드시 명기
※ 가사 베이비시터도 허용함

3

지원 절차

(최초)서식2 제출
(연장)서식4 제출

돌봄비 지급
(최초)서식2 제출
(연장)서식4 제출

(최초)서식3 제출
(연장)서식5 제출

돌봄비
지급

돌봄비 지급

돌봄비 배정

○ 돌봄 비용 지원 안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시･군･구에서 성폭력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후
돌봄비용 지원제도 안내
○ 비용 청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돌봄 서비스 이용 후 이미 지불한 돌봄 비용을 보전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에 피해자 부담액에 대한
보전 청구
 제출서류
∙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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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사본)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각 시･도별 사업주관기관에 지급 신청 [서식 30-2]
○ 비용 지원
 지급청구를 받은 사업주관기관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선급 받은 예산중에서 이를 사업수행
기관에 지급한 후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내역을 보존 관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돌봄 비용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돌봄 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집행(사업주관기관을 통한 집행도
가능)하고, 지급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최소화하는 등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집행 내역을 보존 관리
 지급, 환수 규정
지 급

지급 중단 및 환수

▸돌봄 비용의 지급은 피해 발생 후부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비용이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기간 중에서 최대 6개월 지원(심의를 통해

환수

연장 가능)

▸환수방법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환수 여부 결정
※ 심의위 구성 및 소집절차는 연장결정방법과 동일

 돌봄비용 환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시･군･구청장은 환수한 돌봄 비용을 당해년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분으로 구분
∙ 징수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지원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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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비용지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지능력
부족,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회사
등에 직접 지원 가능(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추가 확인 및 실태관리 철저요망)
○ 본인부담 후 보전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돌봄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관기관 또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우선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연장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한도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1차 연장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 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신청한
경우)이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군･구청장(피해자가 시･군･구로 직접 연장신청한
경우)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평소 생계곤란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일상생활 복귀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등)를
고려하여 지원 연장 결정
② 2차 연장
 심의위원회가 최대 6개월, 3백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심의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시･군･구 담당자,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를 포함하되, 위원 중 1/3을 아래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됨
1.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의결 가능)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의결은 심의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함

※ [서식 30-3, 4] 참조

○ 사업주관기관 및 지자체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정형편 등에 따라
우선 지원 여부 결정 가능

265

2021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 사업수행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과 함께 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확인

4

행정 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등이 친족 관계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정부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 자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함(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자(아이돌보미 등)에게 유의사항 안내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급적 부모 등 보호자가 돌보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은 보호자 등과 면담, 전화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월 1회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동의
심리 상태 및 정서적 어려움 등을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설명하고, 피해
아동을 돌볼 시의 유의사항, 2차 피해 방지 등을 안내하여야 함
 아동의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의 상태에
대해 알릴 것인지 보호자와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 지원 실적을 보고서식[2021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식 31]에 의하여 상반기 실적은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연간 운영실적은 차년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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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관기관
시도별 사업주관기관
시·도

시·도내 사업수행기관

연락처

서 울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형)

02-3274-1375

부 산

부산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1-244-1375

대 구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형)

053-421-1375

인 천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형)

032-423-1375

광 주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형)

062-232-1375

대 전

대전해바라기센터(통합형)

042-280-8436

울 산

울산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2-265-3117

세 종

세종시 여성가족과

044-300-3714

경 기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형)

031-708-1375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33-652-9840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33-252-1375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33-741-1896

충 북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형)

043-857-1375

충 남

충남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041-567-7117

전 북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형)

063-246-1375

전 남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61-285-1375

경 북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4-278-1375

경 남

경남해바라기센터(통합형)

055-754-1375

제 주

제주해바라기센터(통합형)

064-749-5117

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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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7]

돌봄비용 지원 실적
1. 피해아동 지원
(단위 : 명)

지원
기관명

피해자 특성
비
합계
장애인
장애인

피해 유형
합계

강간

성추행

기타

합계

피해자의 연령
5~9세
5세 미만
미만

10~13세
미만

○○
센터
○○
상담소
※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단위 : 명)

지원
기관명

지원 기간
합계

3개월 미만

지원금액

3~6개월 6개월 이상

합계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
센터
DD
상담소
※ 합계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피해자 자녀 지원
(단위 : 명)

지원한 피해자 자녀의 수
지원
기관명

합계

1명

2명

3명
이상

피해자 자녀의 연령
합계

5세 5~9세 10~13세
3개월 3~6 6개월
합계
합계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개월 이상

○○
센터
DD
상담소
※ 합계(지원한 피해자 자녀의 수 제외)는 모두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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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지원금액
100
만원
이하

2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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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8] 피해자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직접 신청 시

돌봄비용 지급신청서
성 명
지원대상자
(피해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지원사유
피해년도 일자

년

돌봄서비스
이용 기간
총 돌봄 비용
(자부담분)

년

월

총

돌봄서비스
이용 기관

기관명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성 명

일 ~ 년

월
월

일

(총

시간)

원 (피해자 본인부담액

원)

연락처
홈페이지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과의 관계

금융기관 및 지점명
돌봄비용비
지급 계좌

계

좌

예

번
금

호
주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
�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상담소장 귀하
) 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등) 1부
2.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부(상담소 또는 해바라기센터로 제출 시에는 불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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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신청 시

돌봄비용 지급신청서(기관용)
기관명
신청기관

연락처
담당자성명

지원대상자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지원사유
금융기관 및 지점명
신청기관 계좌

계
예

좌

번
금

호
주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

� (

(인)

) 장 귀하

∙ 첨부서류
1. 돌봄비용 지급 신청서(피해자) 1부
2. 돌봄비용 본인부담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산서, 입금증 등) 사본 1부
3.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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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 피해자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직접 신청 시

돌봄비용 지원 연장 심의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원대상자
(피해자)

(연락처 :

)

피해 유형
피해년도
일자

년

월

연장 지원
필요 사유
(자유 기재)
기존 돌봄비용 지원
기간 및 지원액

년
총

향후 필요한 지원
기간 및 지원액 한도

년

월 ~ 년 월 (총
시간)
원 (피해자 본인부담액
월 ~ 년
총

월 (총

원)

시간)
원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연장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

� (
� (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상담소장 귀하

� (

) 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
1. 연장필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 1부.
※ 피해자는 지원연장심의신청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시･군･구 중 1개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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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신청 시

돌봄비용 지원 연장 심의신청서(기관용)
기관명
신청기관

연락처

담당자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원대상자
(피해자)

(연락처 :

)

피해 유형
피해년도 일자

년

월

연장 지원
필요 사유
(자유 기재)
기존 돌봄비용 지원
기간 및 지원액

년
총

향후 필요한 지원
기간 및 지원액 한도

년

월 ~ 년
월 (총
시간)
원 (피해자 본인부담액
월 ~ 년
총

월 (총
원

원)

시간)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돌봄 비용의 연장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

� (

(인)

) 장 귀하

∙ 첨부서류
1. 돌봄비용 연장심의신청서(피해자) 1부
2. 연장필요 증빙서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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