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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돕는‘스마일공익신탁’열네 번째 나눔 실시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

□ 법무부는 2022. 8. 5.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표 지원 사례
연번

피해 사실

1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후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내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2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 중에 있으면서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암투병 중인
모친까지 돌봐 온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원

3

작은 가게를 화마에 잃고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화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
으로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27명의 범죄피해자들
에게 6억 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 이번에도 가족 간 살인으로 가정이 해체된 피해자, 방화로 인해
전재산을 잃어 추가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
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탁이란
◉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
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국민기부금 약 7억 3,700만 원, 천사공익신탁(법무부 내 설치) 기부금
약 1억 7,500만 원을 지원받음
▪【붙임】스마일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Q&A)

스마일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Q&A)

붙임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KEB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

신탁 계좌 개설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 범죄
(

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로 운영이 됩니다.

○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소액이라도

스마일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