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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 후보자 교육･양성과 후

견신청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 기반한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후견제도운영 전반을 국가

사업으로 위치 지운 후, 후견인 보수지원, 후견제도 이용홍보, 후견인 지원 등의 방법으

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논문은 공공후견서비스를 여타의 사회서

비스, 특히 신탁서비스와 권익옹호서비스와 적절히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공

공후견서비스는 긴급한 사무의 처리, 발생한 위험의 제거, 장기적인 지역 안심 생활 보장

을 위한 신탁의 개설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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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그 시

행일을 전후하여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금치산 또는 한

정치산이 선고되면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던 종전

의 행위무능력제도1)와 달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본인이 후견인을 선임

할 수도 있고(민법 제959조의14조의 임의후견),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도 있기 때문에(민법 제936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동조를 준용하는 한정

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의 선임), 이론상 누구라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2) 가정

법원은 친족 중에서 적당한 후견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

지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법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후보를 확보하기 위

해 전문후견인 후보자 Pool을 구성하였다. 근자에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역

할을 할 후견법인 후보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3)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료, 요양, 일상생활의 영위에서 차별･방임･학대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 또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장애

인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구상한 후 2013년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

업’을 시작하였다.4) 시범사업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내

용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기관’을 통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 공공후견 

중앙지원단을 통한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후보자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으

로 선임된 이후 그의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법률 제10429호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이전의 종전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선고(민법 

제9조), 금치산선고(민법 제12조)를 받으면 민법 제929조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성년의 

경우 민법 제934조, 제935조에 따라 배우자나 친족이 당연히 후견인이 되었다.
2) 전국 가정법원은 2013년 약 100여 명의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후견인 후보자의 

기간이 만료하여 2015년 9월 4일 다시 제2기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였다.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였다.
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공고 2015-7호(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 공고)로 전문 

후견법인후보자를 공모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5). 이 공모 결과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의 공익

법인), 사단법인 선(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회복지재단 성민이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인환(2015) 참조.

4) 이 사업의 내용은 보건복지부(2014)에 수록되어 있고, 부모심리상담지원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보건복지

부, 2015). 그리고 공공후견사업, 부모심리상담사업과 더불어 가족휴식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수록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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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9조

(성년후견제이용지원)로 법률상 근거를 갖추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근거한 성년후견법인 지원사업이 정착

되면 시민이 수행하던 공공후견서비스가 가지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5)

후견서비스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서비스이다.6) 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피후견인이 해야 할 법적인 의사표시(사법 및 공법상의 법

률행위, 준법률행위)7)를 대신 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후견서비스는 법률서비스라

고 할 수 있다.8) 공공후견서비스 역시 법률서비스라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하

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사회복지법(특히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 해임, 변경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후견수요자의 발굴, 후견서비스 내용의 관리와 감독, 후견서비

5) 시민의 비전문성, 자원봉사 동기의 약화 가능성 등이 시민이 수행하는 공공후견서비스의 취약점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후견법인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복천 외(2015) 제4장 성년후견법인 사업 부분 참조.
6) 이 글에서는 ‘후견인으로서의 사무 수행’을 후견서비스로 표현하기로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과의 관계에

서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후견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생활, 사회과학, 그 하위 학문분야인 

법학에서 점차 익숙해지는 표현이다. 후견서비스는 주로 영국 또는 미국의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이 자기 

업무를 guardianship service라고 하는 것에서 차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

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기 때문에(동법 제3조 제1호)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후견인의 피후견인의 법률사무 관련 각종 지원을 후견서비스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사회서비스

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 2015; 2016).
7) 다만, 본인만이 해야 하는 의사표시(일신전속적 의사표시)는 제외된다.
8)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후견인의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것(경우에 따라서는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은 변호사법 제3조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인 ‘일반법률사무’에 해당된다. 후견인이 

수행하는 이런 법률사무의 수행을 이 글에서는 법률서비스로 표현하기로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계약

에 기초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라고 하며(가령 영국. 미국의 The Legal 
Services Act 2007, WTO의 GATS상의 legal service 등), 이는 일반 서비스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가령 미국의 The Services Contract Act, DCFR 제4권 Part C의 services 
contract 등 참조).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의 수취 등 대가를 받으면서 일반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의 고유한 직무는 

법원, 검찰, 등기소 등에 제출할 서류작성이나 관련 신청을 대리하는 것, 그리고 이에 부수한 상담이나 

자문에 한정된다(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 아닌 법무사 또는 제3자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설령 보수를 받더라

도 그것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법률사무 처리의 일종인 후견서비스의 제공을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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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비용지원 등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용 및 수급자 발

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및 그 특별법인 발달장애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이다.9) 따라서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최초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 법적 관점과 가치가 반영되는 계기가 된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

직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의 일종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검토하면서 그 성격

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II), 공공후견사업이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어떻게 자리매

김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유기적 관련성을 갖출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III),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면서(IV), 이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Ⅱ.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격 규정

1.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특징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의 제공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자기에게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된 사회보장급여를 자기

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등에서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포함)에게 사회보장급

여(가령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이나 공공부조 등)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질의 급여가 제공되거나(시설에서의 학대와 방임), 급여의 횡령(수급비의 탈취) 등

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가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10)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에 

9) 수급권자의 발굴, 급여 내용의 확정, 급여 실시, 재평가 등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2014; 2015; 2016) 사업안내서의 후견서비스 제공절차 안내가 바로 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0)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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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해 두었다는 점(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 외, 2016) 등은 주목할 만 하다. 특정후견은 후견서비스 이용자가 될 당해 발

달장애인 개인의 후견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별 맞춤형 후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지원에 중점을 둔 것 역시 수급

권자인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권리옹호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래에서는 선진외국의 경우 후견서비스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는

지를 검토한다.

2.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일본의 경우

2000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에서는 후견서비스 제공이 꾸준

히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아래 표와 같다.

<표 1> 일본의 후견제도이용 상황의 연도별 추이

년도
누적 총 

이용건수
신청건수

후견 신청

(누적 이용자)

보좌 신청

(누적이용자)

보조 신청

(누적이용자)

임의후견

감독인신청

(누적이용자)

2010 140,309 30,079
24,905

(117,020)

3,375

(15,589)

1,197

(6,226)

602

(1,475)

2011 153,314 31,402
25,905

(126,765)

3,708

(17,917)

1,144

(6,930)

645

(1,702)

2012 166,289 34,689
28,472

(136,484)

4,268

(20,429)

1,264

(7,508)

685

(1,868)

2013 176,564 34,548
28,040

(143,661)

4,510

(22,841)

1,282

(8,013)

716

(1,999)

2014 184,670 34,373
27,515

(149,021)

4,806

(25,189)

1,314

(8,341)

738

(2,119)

출처: 最高裁判所(2010-2014) 자료 재정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특별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을 하도록 하고, 후견인 보수에 대한 지원은 후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기간의 제한이 없는 지속적 법정후견(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는 예외적임을 

천명하는 셈이다(보건복지부, 2014; 2015; 2016: 사업안내서 후견심판청구 지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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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에서 선임된 후견인의 대부분은 오로지 민법에만 근거하여 선임된 자들

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 직후부터 소수이기는 하지만 후견서비스를 동시

에 사회서비스로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을 

신청하였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2>가 이에 관한 것이다.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선임건수의 추이

년도
지자체 

신청건수

사회

복지사

법인

시민후견인
기타법인

사회복지

협의회

2000    23 통계 없음   14

2001   115 통계 없음   47

2002   258   142   62

2003   437   313   71

2004   509   405   98

2005   666   580  179

2006 1,033   902  377

2007 1,564 1,257  417

2008 1,876 1,639  487

2009 2,471 2,078  682

2010 3,108 2,553  961

2011 3,680 2,740  782 340  92

2012 4,543 3,121  884 402 118

2013 5,046 3,332  959 560 167

2014 5,592 3,380 1,139 697 213

출처: 最高裁判所(2010-2014) 자료 재정리

일본 민법에는 후견(일본 민법 제7조), 보좌(일본 민법 제11조), 보조(일본 민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권한이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일본은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동시에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하였다. 즉,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후견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관계

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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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복지 관계법상의 성년후견지원사업 규정

관련 법조문 조문의 내용

노인복지법 제32조 

(심판의 청구)

시정촌장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그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법 제17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

항, 제17조 제1항, 제876조의 4 제1항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11)

위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내용을 같은 시기 지적장해자(知的障害者)복지법 제28조 

(심판의 청구)와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精神障害者)복지에 관한 법률 제51조의11

의2 (심판의 청구)에 각각 규정하였다. 일본이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려

고 한 것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개정 민법상의 후견, 보좌, 보조 제도를 이용하여 복

지수급권을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2)

위와 같이 고령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를 위해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지만, 성년후견이용지원사업은 고령자부터 시작하였다.13) 

일본 후생노동성은 민법 개정 직후인 2001년부터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임의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2005년 ‘장해자(障害者)자립지원법’을 제정하면

서 장해자지원사업상의 임의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장해자지원사업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은 2012년 장해자자립지원법 개정을 통해 장해

자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을 하도록 한 때부터였다(社

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2015b: 132 이하). 그 근거가 바로 개정 장해자자립지

11) 동법 제5조의4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65세 이상의 자 (65세 미만의 자로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람을 실제로 양호하는 자(이하 “양호자”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의4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 조치는 그 65세 이상자가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의 시정촌이,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이 속한 시정촌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생활 보호법 

(1950년 법률 제1044호)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소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는 그 65세 이상의 사람이 입소 전에 거주지가 있었던 때에는 그 거주지의 시정촌이 65세 이상의 사람이 

입소 전에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입소 전에 있어서 

그 65세 이상의 사람이 속한 시정촌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필요하면, 65세 미만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12) 일본 고령자 성년후견이용지원사업의 배경은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2015a: 121 이하) 참조.
13) 일본의 지역지원사업 중 포괄지원사업의 일부로 수행된다. 이 부분은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2015a: 169 이하) 참조. 후견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후견인에게 월 18,000엔(피후견

인이 시설에 있는 경우), 또는 월 28,000엔(기타의 경우)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한 것은 

제철웅, 김원태(2016, 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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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 제77조(시정촌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후견 관련 규정이다.14)

동시에 일본은 사회서비스로서 후견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2012년 사회복지행정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민후견촉진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노인복지법 제32조의2(후견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 지적장

해자복지법 28조의2 (후견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

에 관한 법률 제51조의11의3 (후견 등을 행할 자의 추천 등) 등이 그것이다.

3. 법률서비스인 후견서비스 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예: 독일

독일에서 법정후견을 이용하는 건수는 2003년 약 111만 건에 다다랐는데,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어 2013년 현재 총 누적 건수는 약 130만 건에 머무르고 있다

(Bundesamt für Justiz, 2002-2014). 독일에서의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

사로 지정해 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그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특별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중 적당한 사람, 그 다음으로 친족 아닌 시민후견

인, 직업적 후견인,15) 성년후견관청직원후견인, 후견법인,16) 성년후견관청 등의 

순서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이상 독일 민법 제1897조, 제1900조).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체 후견인 중 가족이 차지하는 비

중이 약 53.6%로 가장 높고, 직업적 후견인이 약 34.2%, 후견법인이 약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부터 2013년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족후견

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든 반면에 직업후견은 20.1%에서 34.2%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후견 관련 규정은 제77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시정촌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생략)...1의2. 장해자복지

서비스의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자로 성년후견제도

의 이용에 요하는 경비에 관하여 보조를 받지 않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직업적 후견인은 독립 직업후견인과 후견사단법인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후자는 후견법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인의 직원 자격으로 후견인으로 선임된다. 후견인 보수는 후견사단법인에 지급된다(독일 

민법 제1908조의i에서 제183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동법은 다시 후견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16) 후견법인의 인가에 관한 사항 역시 민법에 규정하는데(독일 민법 제1908의f조), 후견법인은 주(Länder)

의 인가를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1명 또는 다수의 자연인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피후견인을 

충분히 후견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후견사단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다. 이 경우 

실제 후견업무는 후견법인의 직원에게 위임되고, 그 사실을 후견법원에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독일 

민법 제1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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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형별 후견인의 현황

구분 가족후견인 시민후견인 직업후견인 후견법인 성년후견관청후견

2000년 62.32% 7.49% 21.07% 7.26% 1.86%

2005년 62.49% 5.81% 25.19% 5.88% 0.63%

2010년 58.19% 5.53% 29.71% 6.18% 0.38%

2014년 51.42% 5.56% 36.33% 6.47% 0.22%

출처: Bundesamt für Justiz(2000-2014).

후견서비스에 대한 보수와 비용상환은 모두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한

다. 그 근거와 범위는 민법(독일 민법 제1836조, 제1908의 i 조)과 후견인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에서 정하고 

있다.17) 그중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

후견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후견인들에게 보수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업후견

인의 경우 먼저 표준 서비스제공시간을 정한 후, 법으로 정한 시간별 요율을 곱하여 

보수를 결정한다. 가령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자력 없는 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첫 3개월까지는 월 4.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는데, 최고서비스 단가

는 44유로이기 때문에 매달 198유로를 받게 된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매달 

3.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154유로를 받게 된다. 13개월부터는 

매달 2시간이 소유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88유로를 받게 된다.18) 직업후견

인이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연간 399유로를 국고로 후견인에게 지급한다.19) 

여기서 자력이 없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으로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

을 전부 지급할 수 없거나 일부밖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청구권을 재판

17) 독일 민법 제1836조에서 후견인 보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후, 직업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보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상세한 것은 Damrau & Zimmermann(2011: § 1836) 참조.
18) 상세한 것은 Dodegge & Roth(2005:Teil F, II, 5)를 참조.
19) 비직업활동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인은 비용상환을 받는데, 이를 일괄하여 연간 399유로로 

받거나, 각 비용지출마다 상환받을 수도 있다. 그 근거 역시 독일 민법 제1835의a조와 법률지원보수 

및 비용상환법(Justizvergüt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 제22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괄비용상환은 법률지원보수 및 비용상환법 제22조에서 정한 보수의 19배를 상환받을 수 있다

고 한다. 동법 제22조는 현재 시간당 21유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399유로(21유로X19배)를 

받을 수 있다. 피후견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한다. 국가에 비용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가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후견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Jürgen 
et al., 2011: Rn. 26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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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행사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망라하는 것이다.20) 이 각각의 경우 

무자력으로 간주하여 국고에서 후견인의 보수나 상환청구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국

가가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청구권을 법률규정으로 취득하여 피후견인에게 구

상할 수 있게 한다(독일 민법 제1836조의e).

자력 없는 피후견인을 위한 국고지출이 막대하기 때문에 독일은 법정후견을 대체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임의후견과 유사한 ‘장래대리권(Vorsorgevollmacht)’제도

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1) 장래대리권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만이 아

니라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연방공증위원회의 ‘장래대리

권 중앙등록소’에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장래대리권 신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42만 건의 장래대리권이 신규 등록되었으며, 

총 누적 건수는 약 280여만 건에 이른다(Zentrales Vorsorgeregister, 2016).

위에서 언급한 후견서비스는 모두 일반법인 민법에 근거하여 법률서비스로 제공되

고, 사회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사회보장법에 근

거하여 제공되는 후견서비스는 없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독일의 후견서비스 제공은 

사회법전 제10권(사회행정절차 및 사회정보보호법)의 절차적 규율을 받지 않고, 또

한 후견서비스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사회법도 없다(Röh & Ansen, 2014: 21).

반면, 사회보장기관에서 후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후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성년후견관청),22) 그 

부서에서 후견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후견인 후보자의 모집, 후견인 선임, 감독 등

의 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Deinert & Walther, 2006: S. 33 ff). 

성년후견관청의 후견사단법인지원사업이란 시민후견인과 친족후견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문, 시민후견인의 모집과 양성, 장래 대리권의 활용에 대한 홍보와 자문 

20) 개괄적인 것은 Jürgen et al.(2011: Rn. 303 ff) 참조. 자력 없음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가령 2013년에만 하더라도 후견서비스 제공자(법정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상환액 중 

국고지출분만 하더라도 매년 1조 원(약 6억 9천만 유로)에 육박한다(Bundesamt für Justiz 참조). 
130만 명의 피후견인 중 압도적 다수가 국고지원을 받는 셈이다.

21) 법정후견인에게 지출되는 국가재정부담 감축이 부각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Bamberg & Roth(2002: 
§ 1896 Rn. 19), Jürgens(2010: § 6 Rn. 9) 참조. 한편 Vorsorgevollmacht를 국내에서 예방적 대리권으로

도 번역하는데, 장래 의사무능력이 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대리권 및 의료동의권 등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장래대리권이라 번역한다. 의료동의권 등 일신전속적 (준)법률행위는 임의대리권에 포섭될 수 없지만, 
제2차, 제3차 성년후견법 개정, 2013년 의사의 강제치료에 대한 후견법상의 동의법률의 제정을 통해 민법 

제1901조의a, 제1904, 민법 제1906조에 각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섭될 수 있게 되었다.
22) 이 관청의 활동을 규율하기 성년후견관청법(Betreuungsbehördegesetz)을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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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후견 관련 업무지원을 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다. Zimmerman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920만 유로가 시민 후견인 교육 등의 인프라 확대사업에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

어졌으며, 사업을 수행한 후견법인 1개소당 1년에 10,600유로(약 1,480만 원)를 

지원받는다고 한다(Zimmermann, 2005: Betreuungsverein).

4. 후견서비스의 사회화

독일에서는 후견서비스를 개인 간의 법률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사무로

서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견업무 전반을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주담당부서를 법무성으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서도 성년후견관청을 

통해 후견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후견제도의 운영 전반에 걸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인 피후견인의 

권익옹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일본은 후견서비스를 모든 피후견

인의 권익옹호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국가적 사무라기보다는 일정 

집단의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타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민사적 관계로 환원시키고 있다. 형식에서는 차이

가 있지만, 실질의 면에서는 독일과 일본 모두 후견서비스 제공에 국가가 재정지원

을 통해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후견을 가족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

식하고 개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위 두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 및 성인

의 돌봄과 보호(care and support)에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

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모든 후견서비스 제공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

고, 법무부가 주된 책임을 지되(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

도록 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보충적으로 관여하게 할 것인지, 복지부가 일부 집단에 

대해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인지는 그 국가의 재정여건과 인권

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치료･요양･일상생활의 영위라는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의사결정의 지원과 대행을 위한 법률서비스로서의 후견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

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발달장애인에게 국한된 공공후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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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관점에서 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역할

1.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

발달장애인도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과 사회보장급여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러

나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의사결정에서의 장애 때문

에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발달장애인이 안고 있는 고유한 장애 

때문에 그동안 사회는 발달장애인에게 장벽(barrier)을 쳐서 그들을 장애인 거주시

설에서 살게 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해 왔다. 

발달장애인에게 최대한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

졌던 셈이다.23) 발달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사회(barrier free society)란 바로 의

사결정능력상의 장애가 있지만, 자신의 재산과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를 의미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관점에

서 볼 때, 장벽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리고 필수적 요소로서 ①발

달장애인의 재산(자기의 고유재산 또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을 치료･요양･일상생활 영위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②발달장애인

의 치료･요양･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 ③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 등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24)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보장

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라도 위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23)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격리되기 쉬운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민은 2015년 현재 약 

31,200여 명인데, 그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12,300여 명이며, 중증장애인은 11,300여 명이다.
24) 위 세 요소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의 요소로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독 제12조에 대해 가장 먼저 일반 평석(General 
Comment)의 초안을 발행하고, 2014년 다시 최종본을 발행한 것도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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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의 필수요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필수요소는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마련할 수도 있고, 사회보

장으로서도 마련할 수도 있으며, 법률지원25)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 자산이 많은 

발달장애인은 부모(미성년일 때)나 후견인(성년일 때)의 지원으로 위 세 가지 요소

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 계약이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상호견제와 지원 하에 위 

세 가지 요소가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상

당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아니면 위 세 가지 요소를 자력으로 갖추기는 어려울 것

이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국가･사회의 지원으로 

위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의 수단이나 성격 규정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5>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을 위한 필수 지원요소

지원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지원 항목 지원의 내용

지원의 

성격

전달체계 

필수요소

의사결정

에서의 

장애

자기 고유재산 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급여로 형성된 

재산의 관리

치료･요양･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재

원의 예측과 배분의 설계

사회

서비스

의사결정지원 및 대

행자/민간사업상의 

발달장애인신탁

여러 금융위험을 고려하여 합법적이

고 합목적적으로 재산을 관리

법률적 

지원
규정 없음

재화와 서비스의 

조달･이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지원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 또는 미

리 설계된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대행

사회

서비스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자

이해상충적 상황에서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

법률적 

지원
규정 없음

침해된 권리의 구제

침해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피해회복 후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

사회

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침해상황을 

직권조사, 필요한 법적 구제수단의 실

행을 지원하는 것

법률적 

지원
규정 없음

25)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구조”를 동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

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지원은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에 상당한 것으로 법률구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서비스를 의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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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법 제2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이다.26) 한편 법률적 

지원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 간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법률적 판단

이 선행되어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때의 법률서비스는 사회서비스

로 제공하기가 어렵고, 순수한 법률적 지원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재산관리 중 일부를 법률적 지원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단순한 

금융서비스가 아니라 합법적 재산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별도의 지원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구분은 현재 사회복지법상의 근거가 없지만, 민간부분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27)의 실무관행과 유사하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특히 사례관리)에 사회복지사만이 아니

라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법적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 위 법률적 지원의 맹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로서의 공공후견서비스의 자리매김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는 위 <표 5>의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의 역할을 하

고 있다. 민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후견서비스는 직업활동의 일환이거나 부양의무의 

이행 또는 민간차원의 자원봉사(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일 수 있다. 그

중 직업활동은 각 직업활동을 규율하는 법(변호사법, 법무사법, 회계사법 등등)에 의

해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후견서비스는 순수하

게 민법에 의해서만 규율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자원

봉사로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일환이 될 것이

다. 만약 사회복지법인에 고용된 사회복지사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보수를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한이 따를 것이다.28) 반면 공

26)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28)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이자 수익사업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후견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변상이 아니라 보수를 받게 될 때 이는 수익사업이 될 것이고, 그 수입의 처리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제한이 있다. 한편 후견서비스가 복지법인의 업무의 일환이 아닌 경우(당해 복지법

인이 후견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의 하나로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에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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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후견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성년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는 고령,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기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해 의사결정지원 또는 의사결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어려움 없이 치

료･요양･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함

으로써 사회보장법상의 사회서비스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이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또 안

정적으로 치료･요양･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보유한 자신의 고유재

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취득한 재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며, 

권리침해를 발견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한 후 다시 안

정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 역시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중 신탁서비스는 현재 민간 차원의 시범복지사업

으로 제공하고 있고,29) 권익옹호서비스는 개별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다(발달장애인

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위 세 유형의 서비스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을 공공후견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권익옹호서비스나 신탁서비

스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공공후견서비스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권익옹

호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지만, 신탁서비스를 대체할 수는 있다. 다만, 단점은 후견서

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30) 그러나 권익

옹호서비스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신탁서비스와 공공후견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 

권익옹호서비스는 학대나 방임 또는 권리침해 상황에 직면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이지, 발달장애인을 대신한 의사결정이나 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

스도 아니며,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신탁서비스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권익옹호서비스와 공공후견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 요컨대 위 세 가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독자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위 세 

장애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후견서비스 제공이 당해 복지법인의 사무 중의 하나라면 후견인인 직원이 

받는 보수가 복지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29)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이 그것이다. 그 내용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

이지 참조.
30) 독일은 주 20)을 참조. 일본의 경우도 제3자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만 하더라도 적게 잡더라도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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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에서는 위 <표 5>에서 보듯이 별도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공공후견서비스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문제 된다. 이때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후견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31) 특히 후견 개시 자체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약하

는 성년후견 유형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요청에도 부합할 것이다.32) 둘째, 사회서비스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막대

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후견인의 권한을 필요한 범위와 기간 내

에 한정하는 것, 후견인에 대한 감독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비용의 효율화, 후견 

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효율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후견

인의 인권보호와 후견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효율화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

다. 후견인의 권한을 필요한 범위와 기간 내로 한정하게 되면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피후견인의 개인적 이유나 필요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실무관행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실무관행은 다시 피

후견인의 인권존중에 필수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이상의 요소를 감안한다면, 공공

후견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신탁개설을 위한 목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예방형)

이거나,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긴급하게 발생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다시 ‘지

역 안심 생활’ 시스템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시하는 것(위험제거 및 긴급

사무처리형)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요소를 중시하게 되면 공공후

견서비스는 특정후견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발달장애인 신탁의 활용과 병행하

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방향성

1. 공공후견서비스와 다른 사회서비스간의 연계

발달장애인법상의 공공후견서비스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계획과 연

31)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인권침해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제철웅(2014: 222 이하) 참조.
32)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must abolish)이 제12조를 준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United Nations CRPD/C/GC/1, 2014: n.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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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서비스로서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있으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치

료･요양･일상생활 영위에서 요구되는 수요(needs)를 조사한 후 이 수요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때 그 수요충족을 위한 집행체계

의 구축에서 후견서비스, 신탁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후견서

비스 또는 신탁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견법인 또는 신탁법인에 서

비스 연계를 의뢰하면 될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이 학대나 방임에 처하게 되면 이를 인지한 사람의 신고가 있을 

것이다.33) 이때 학대와 방임에 대한 즉자적인 구제절차를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장

기적인 ‘지역 안심 생활의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는 다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는 것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및 여타 서비스 이용경로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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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달장애인법의 구조상 현재 권리구제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사건에서의 권리구제에 한정되어 있다. 
본문은 이와 무관하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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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의 주체

현재 공공후견서비스는 후견법인34)에서 양성되었거나 후견법인의 감독을 받는 

시민공공후견인이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로는 후견법인의 직원 또는 후견법인 자체

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5) 또

한, 후견법인은 후견서비스만이 아니라 신탁서비스 제공을 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공후견서비스와 재산관리서비스로서의 신탁서비스는 일체형으로 제공할 수도 있

지만, 피후견인의 인권보호와 사회경제적 비용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양 서

비스를 기능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양자를 한 개의 기관에서 제공하더라도 아무 문

제가 없고, 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익옹호서비스는 공공후견서비스나 신탁서비스와는 주체의 측면에서도 분리되어

야 할 것이다.

후견･신탁법인이 후견서비스나 신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권익옹호서비스 제공기

관(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지자체가 이들 서비스 제공을 일차적

으로 감독하게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법원이 감독하게 될 것이다. 법원의 감독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해임이나 권한 변경의 형태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

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계획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주된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Ⅴ. 결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직업활

동인 비즈니스로 제공되는 전문가 후견서비스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제공되

는 친족 후견서비스와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후견서비스의 목적

과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

문에 사회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의료･요양･일상생활의 안전

34) 우리나라는 법인설립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후견서비스 제공을 법인 사업의 일환으로 정한 법인은 

모두 후견법인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의 후견법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다.
35)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는 후견법인의 직원이나 후견법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공공후견인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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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위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행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려

면 감독체계의 구축도 필요한데, 여기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또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지원하거나 대행하

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재산관리서비스는 지속적 서비스인

데,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

속적 후견은 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인데 이 유형의 후견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36)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재산관리서비스는 신탁서비스

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개인의 발달장애인이 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

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때의 발달장애인에게는 권익옹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에는 ‘지역 안심 생활’의 보장을 위해 개개인의 발달장애인을 위

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발달장애인법 제19조). 그 계획의 

집행수단의 하나로 공공후견서비스와 신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권익옹호기관의 개입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에도 공공후견서비스와 신탁서비스를 피해구제의 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 기반하여 공공후견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지만, 신탁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를 사회서비스

로 아직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신탁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게 되

고, 양 서비스를 후견･신탁 법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의 지역 안심 

생활 보장을 위한 수단 모두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이 글의 논의에서는 법률적 지원

에 관한 부분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의 논의로 미루고자 한다.

36)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2조의 일반평석에서 의사무능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일체의 제도를 폐지(must abolish)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년후견은 민법 제10조 

제2항, 4항의 영역 이외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한정후견은 동의권이 유보되어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UN CRPD 제12조에 위반된다. 지속적 후견 자체는 UN CRPD 제12조 제4항에 위반된다

(United Nations CRPD/C/GC/1, 2014: n.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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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suing Direction of the Project of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37)Je Cheolung*

Abstract 

This paper defines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and Assistance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so-called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as a social service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Act.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at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guardianship services provided 

for by both professionals and relatives, in that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are focused on the guarantee of the safe living in the communit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is to assist their decision makings in relation to 

medical treatments, care and daily living and occasionally to represent 

them in those decision makings. That being said, those decision makings 

can include the decision making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ir 

property for medical treatment, care and daily living, the nature of which 

is enduring or lasting. In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the 

guardianship which is enduring or lasting is limited to full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which incur huge social expenditure;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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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two types of guardianship is likely to infring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under guardianship. This paper therefore argues that the 

assistance of decision makings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should be replaced by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trusts as 

much as possible. The Article 19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provides that the individual support plan shall be made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urpose of which is to 

guarantee their safe living in the communities.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and trust services can be included in the individual support plan. 

Moreover, The Article 19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provides that the advocacy agencies, The Assistance Center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ll prevent and rescu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dangers. For that purpose,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and trust services can be exploited. That 

being said, whereas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shall be provided 

f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at Act,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e trust 

services. If both services are provided to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very environment for the safe living in the communities 

can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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