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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 7.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는 가족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결정되던 후견인 

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피후견인의 의사, 피후견인이 처한 사정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후견

인을 선임할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였다. 후견 제도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친족이 후견인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1)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해체 경향에 비추어 보면 전체 후견사건 수

와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의 비중이 모두 대폭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성

년보호의 필요성은 저소득층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는데, 이들이 실효성 있는 후견서비스를 받

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2) 즉,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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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제도 시행 후 2015년까지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통계를 보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건

이 전체 4419건 중 3,733건, 즉 84.5%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제철웅 외,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 2016, 6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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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 지원 및 감독 등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곧 후견인 제

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기존의 성년후견 제도를 개선하고 성년보호사법수임인(l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이라는 전문 후견인 직을 창설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

다.3) 아직 우리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전문후견인 제도에 대한 검토는 새로

운 입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개정에 따른 프랑스의 

성년보호 제도를 개관하고, 성년보호사법수임인이 그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다(Ⅱ). 다음으로 대상자의 양성과 성년보호사법수임인에 대한 자격 

부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한 후(Ⅲ),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체계를 분

석한다(Ⅳ).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위 제도가 우리 법에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본다(Ⅴ). 성년보

호사법수임인 제도는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제도이고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프랑스의 직

업적 후견인 제도의 틀, 후견인과 국가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Ⅱ. 프랑스의 성년보호 제도와 성년보호사법수임인

1. 프랑스 성년보호 제도 개관

⑴ 민법상의 법적 보호조치4)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장애가 있게 되어 스스로 자

신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이하 ‘의사능력의 장애’)에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5)된 성인

은 민법전(제1권 제11편 제2장)에서 정한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민법전 제425조 제1

항). 법적 보호조치는 성년의 신상과 재산 모두에 대하여 가능하다(같은 조 제2항). 민법전에 

2) 저소득층의 수급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제철웅 외, 앞의 글, 특히 

681면 참조; 그밖에 우리 후견인 제도의 현황에 관한 주요 문헌으로 최윤영 외, “성년후견인 양성교

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2014, 1449면 이하, 제철웅 외,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후견제도 운영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6, 173면 이하 등 참조.

3) Loi n°2007-308, 5 mars 2007, portant réforme de la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2009. 1. 1. 시행).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곽민희, “프랑스법상 성년자보호제도와 자율지원의 원칙”, 중앙대학교 법학

논문집 제36집 제1호, 2012, 117면 이하 등 참조.

5) 법적 보호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확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의

사의 명단은 검사가 관리한다(민법전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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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법적 보호조치에는 후견, 보좌, 사법보우와 같은 전통적 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장래보호위

임계약 및 가족대리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 포함된다.

1) 후견, 보좌, 사법보우

후견(la tutelle)은 의사능력의 장애로 “민사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보좌(la curatelle)는 의사능력의 장애로 “민사상 중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좌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민법전 제440조). 

양자는 보호 내지 개입의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후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

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민법전 제473조 제1항)6). 반면에 보좌의 경우 보좌

인은 원칙적으로 피보좌인을 대리할 수 없는 대신(민법전 제469조),7) 피보좌인은 재산처분 등

에 보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률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민법전 제467조, 제

505조 등).8)

사법보우(la sauvegarde de justice)는 성인에 대한 임시적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후견 및 

보좌와 구별되는 제도이다. 법원은 의사능력의 장애로 “임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사법보우를 개시할 수 있다(민

법전 제433조 제1항). 사법보우는 또한 보좌 또는 후견재판 중에 당사자를 임시로 보호할 필요

가 있을 때 행해질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능력의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여 공중위생법전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개시

된다(민법전 제434조).9) 사법보우는 피보호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후견이나 보좌와 유사한 조치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대신 피보호인 또는 그 상속인은 

보우기간 내의 행위에 대하여 정신장애무효의 소, 단순한 불공정을 이유로 한 무효의 소 또는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민법전 제435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별수임인(le 

mandataire spécial)을 선임하여 대상자의 재산이나 신상 관리에 필요한 특정한 행위를 수행

6) 다만, 법원이 피후견인 단독으로 또는 후견인의 보좌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전 제473조 제2항). 일정한 신분상의 행위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거나, 피후견인의 상태가 허락하

는 한 단독결정이 가능하다(민법전 제458조, 제459조).

7) 다만, 보좌의 일종인 강화된 보좌(la curatelle renforcée)에 대하여는 피보좌인의 수입과 지출 관리

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다(민법전 제472조).

8) 후견과 보좌는 모두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며, 직권으로 또는 후견 등 개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민법전 제441조, 제

442조).

9)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의료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 수용된 사람

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 동의 

없이 사법보우가 개시된다(공중위생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L.3211-6조). 검사에 대한 

신고로 사법보우가 개시된 경우에는 검사의 선언 또는 신고말소로 사법보우 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

(민법전 제4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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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할 수 있다(민법전 제437조 제2항, 제438조). 사법보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정한 요건 하에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민법전 제439조 제1항).

프랑스 민법상 후견과 보좌는 각각 우리 민법의 성년후견(민법 제9조) 및 한정후견(민법 제

12조)과 유사하다. 다만 양국의 제도는 보호조치의 기간이나 보호 내지 개입의 범위 등에서 차

이가 있다. 2011년 개정으로 우리 민법에 도입된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

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후견의 기간 또는 대상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행해지는데(제14조의2), 이 또한 프랑스법상 보좌와 유사하다. 최장 2년간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피보호인을 보호할 제3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사법보우와 유사한 제도는 우리 민법

상 존재하지 않는다.

2) 장래보호위임계약과 가족대리

우리 민법상 후견계약(민법 제959조의14)과 유사한 제도로 장래보호위임계약(le mandat 

de protection future)이 있다. 장래보호위임계약은 장래에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

게 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 또는 자녀를 대리할 자를 정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말한

다. 이 계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권을 행사하는 미성년의 자녀 혹은 자신이 부양하는 

성년의 자녀를 위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민법전 제477조).

2015년 민법개정으로 가족대리(l’habilitation familiale)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10) 누구든지 의사능력의 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11) 후견법원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계속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배우자나 동거

계약(PACS)상의 동거인, 사실혼관계의 상대방12)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당사자의 이름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민법전 제494-1조 제1항). 가족

대리는 가족대리 개시 및 대리인(la personne habilitée) 선임에 대해 다른 가족 등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민법전 제494-4조 제2항). 가족대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피보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판상 보호조치의 일종이지만, 장래보호위임계약과도 유사성

이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평가되고 있다.13)

10) Ordonnance n°2015-1288 du 15 octobre 2015 portant simplification et modernisation 

du droit de la famille.

11) 후견이 필요한 정도로서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Valéry Montourcy, Les majeurs 
protégés : les nouveautés : Habilitation familiale, Actualité juridique famille, 2016, p. 

193).

12) 사실혼관계(le concubinage)는 동성 또는 이성의 두 사람이 쌍을 이루어 생활하는 사실상의 결합

관계로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는 공동생활을 특징으로 한다(민법전 제515-8조).

13) Pierre Murat(dir.), Droit de la famille 7e éd., Dalloz, 2015, p. 1386; 가족대리가 성년보호

를 가족에게만 미룬 것이며 후견에 비하여 가족대리인의 권한범위가 더 넓고 법원의 감독도 제한적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5

⑵ 사회적 지원조치와 재판상 지원조치

사회복지가족법전14)(이하 ‘사회법전’)과 민법전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이 사회복지지원 대상

자의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그 지원금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각각 사

회적 지원조치 및 재판상 지원조치라고 한다.

1) 사회적 지원조치

사회적 지원조치(la mesure d’accompagnement social personnalisé, MASP)는 사회복

지지원 대상자인 성인이 “재정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이나 사회보장을 위협받는 경

우 대상자의 사회복지지원금 관리를 돕고 개인에게 맞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행정적 조치이다(사회법전 L.272-1조).15) 사회적 지원조치는 데빠르뜨망16)이 사회복

지 지원금17)의 관리를 돕거나 대상자 대신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주거비, 임차인 부담

비용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복지지원

금 관리상 자립과 그에 따른 사회 편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법전 L.272-1조 제1

항, L.272-2조 제2항). 사회적 지원조치는 데빠르뜨망과 대상자 사이에 지원금 관리가 필요한 

지원 항목을 특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권한을 데빠르뜨망에게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며,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사회법전 L.272-2조 제3항). 데빠르뜨망은 사회적 지원

조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꼬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꼬뮨 또는 꼬뮨연합체의 사회복지센터, 

비영리 단체나 조직, 기타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의무를 지는 조직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법전 L.271-3조). 사회적 지원조치에 따른 지원금 관리비용은 데빠르뜨망의 조례(le 

règlement)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상자가 부담하며, 그 상한은 데끄레로 정한다(사

회법전 L.271-4조).18)

이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으로 Valéry Montourcy, préc., p. 192. 

14)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15)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을 제정한 다음 관계되는 법령을 엮어 법전으로 만든다. 법령의 

개정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전에서 ‘L’로 표시된 조문은 법률(la loi)을 의미하고, ‘D’ 또

는 ‘R’로 표시된 조문은 행정입법(le règlement)을 의미한다. 데끄레(le décret)는 대통령이나 국무

총리가 발하는 명령으로, 법전에 편입된 경우 꽁세유데따(Conseil d’État)의 심의를 거친 것은 ‘R’, 
거치지 않은 것은 ‘D’로 표시된다. 

16)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꼬뮨(Commune, 35,971개), 중간급의 자치단체인 데빠

르뜨망(Département, 101개),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 18개)으로 구성된다(자치단체의 수

는 Diréction généra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s, 2016, 

p. 18). 데빠르뜨망과 레지옹의 의결기관은 의회이고 집행기관은 의장이다. 

17) 사회법전 D.271-2조에 열거된 주거 ․ 고령 ․ 장애 ․ 실업 등에 관한 사회복지 지원금을 대상으로 한다.

18) 2015. 12. 31.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지원조치는 8,972건이다(http://www.data.drees.sante. 

gouv.fr/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IF_ActivePath=P,371,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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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지원조치

사회적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금 관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상자의 

건강이나 사회보장이 침해된 경우, 후견법원은 그 재정관리에 있어서 대상자의 자립을 회복하

기 위한 ‘재판상 지원조치’(la mesure d’accompagnement judiciaire, MAJ)를 명할 수 있다

(민법전 제495조 제1항). 재판상 지원조치는 대상자의 계약체결 거부나 지원금 관리상의 문제

로 사회적 지원조치가 실패한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19) 법원은 사회복

지 지원항목 중 대상을 특정하여 그 지원금을 관리할 성년보호사법수임인20)을 지정하며, 성년

보호사법수임인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수령하여 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한다. 성년보호사법수임인은 사회복지 지원금에 대한 대상자의 자립적인 관리를 회

복하기 위한 교육활동도 수행한다(민법전 제495-7조). 재판상 지원조치는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495-2조).21) 법원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지원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총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민법전 제495-8조). 대상자가 4년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 다시 사회적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22) 

2. 성년보호사법수임인의 역할과 지위

⑴ 사법수임인의 역할

1) 성년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재판상 보호 임무 수행

성년보호사법수임인(l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MJPM, 이

하 ‘사법수임인’)은 후견법원이 사법보우 영역에서의 특별수임, 보좌, 후견, 재판상 지원조

치로서 부여한 성년보호조치를 수행한다(사회법전 L.471-1조). 민법전은 개별조문에서 

후견인 등 성년보호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법수임인을 들고 있으며, 사법수임

인의 자격과 보수 등은 사회법전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19) 후견 등 법적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다(민법전 제495-1조).

20) 법적 보호조치와 달리 재판상 지원조치에 따른 지원임무는 성년보호사법수임인만이 맡을 수 있다

(민법전 제495-6조).

21) 사회적 지원조치가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데빠르뜨망 의회 의장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사회법전 L.272-1조).

22) 2012년 현재 재판상 지원조치는 4,061건이 이용 중이다. 구법상 유사한 제도인 ‘사회지원금에 대

한 성년후견’(la tutelle aux prestations sociales adults, TPSA)은 2011년까지 종료되거나 재판

상 지원조치로 전환되었는데, 2009년 양 제도를 합한 이용건수가 20,421건에 달하였던 것을 보면 

이용건수가 격감한 셈이다. 이는 법원에서 구제도를 재판상 지원조치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지 않

고, 사회적 지원조치에서 재판상 지원조치로 전환된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Direction 

général de la cohésion sociale, Mesures d’accompagnement social et budgétaire(MASP 

et MAJ), 30 septembre 2015, p. 5(http://social-sante.gouv.fr/IMG/pdf/mesures_d_ 

accompagnement_social_et_budgetai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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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수임인 유형별 활동 현황

사법수임인은 개인, 시설 직원, 그리고 사법수임단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

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사법수임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요양 기타 일정한 사회복지 급부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그 직원 중 1인 또

는 수인을 사법수임인으로 지정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법수임인으로서 성년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관의 설립도 가능하다(사회법전 L.312-1조 I항 14호). 즉, 

개인이 아닌 단체도 사법수임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도 개혁 이전에 가족 이외의 후견인 등이 담당한 성년보호사건이 전체의 20% 정도였던 것

에 비하여,23) 2012년에는 사법수임인이 담당한 성년보호사건이 전체의 52%(41만여 건)24)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활동 유형별로 사법수임인의 수와 성별, 성년보호 사건별 담당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25)

<표 1> 사법수임인 유형별 사건수 및 담당비율26)

사건수(비율)
유형별 비율(%)

후견 보좌 사법보우 재판상 지원 외

개인 53,256(12.5) 42.9 49.8 3.9 3.5

시설 직원 32,644 (7.6) 69.2 26.9 2.6 1.2

사법수임단체 341,245(79.9) 37.2 56.3 1.4 5.1

23) Jean-Christophe Lapouble, Une nouvelle profession réglementée : l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Droit administratif, 2009, n° 10, p. 20.

24) DGCS, Les personnes protégées prises en charge par des MJPM, 23 janvier 2015, p. 

1(http://social-sante.gouv.fr/IMG/pdf/pers_protegees_prises_en_charge_par_des_MJPM.

pdf).

25) <표 1>, <표 2>는 아래 각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DGCS, Les mandataires 

individuels, 23 janvier 2015(http://social-sante.gouv.fr/IMG/pdf/mandataires_individuels. pdf); 

DGCS, Les préposés d’établissement, 23 janvier 2015 (http://social-sante.gouv.fr/IMG/pdf/ 

les_preposes_d_etablissement.pdf); DGCS, Les services mandataires, 23 janvier 2015 

(http://social-sante.gouv.fr/IMG/pdf/les_services_mandataires.pdf).

26) 시설 직원의 유형별 비율은 2012년, 나머지는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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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법수임인의 수, 성별(2012년)27)

개인 시설 직원 사법수임단체

총인원(단체수) 198528) 60529) 34930)

데빠르뜨망별 평균 19.7 6.0 3.5

남녀비율
남 31% 12.5% 14.4%

여 69% 87.5% 85.6%

⑵ 사법수임인의 지위

1) 후순위의 후견인 후보자

민법전은 후견법원에 피보호성년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후견인 등을 선임할 재량을 부여

하고 있지만, 이 재량은 가족우선주의(la préférence familiale)의 제한을 받는다.31) 전문후견

인인 사법수임인은 가족 등 피후견인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 후견인 등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지명된다. 우선 성인이 후견 또는 보좌절차가 개시될 것에 대비하여 미

리 후견인 등이 될 자를 정한 경우 법원은 그에 따른다.32) 피보호인의 사전의 의사표시가 없었

다면 법원은 피보호인의 배우자, 동거계약상의 동거인이나 사실혼관계의 상대방 중에서 후견인 

등을 선임한다. 위에 따른 임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부모 중 일방, 인척(un allié), 또는 

피보호성인과 동거하거나 그와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후견인 등으로 선임

한다(민법전 제449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un proche)이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경우에33) 

법원은 마지막으로 사회법전에 정한 명부에 등록된 사법수임인을 후견인 등으로 선임한다(민법

전 제450조 제1문).34) 민법전은 성년보호가 “가족과 공동체의 임무”임을 선언하고 있는데(민

법전 제415조 제4항), 구체적으로는 가족에게 그 부담을 먼저 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개인 및 사법수임단체의 수는 2013년 기준.

28) 이 중 실제로 보수지원을 받은 사법수임인은 1584명이다.

29) 직원을 사법수임인으로 두는 시설의 90.5%는 직원 지정이 의무인 공공시설이다.

30) 사법수임단체에서 성년보호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000여 명(상근직 환산 기준)이다.

31) Gilles Raoul-Cormeil, Atouts et faiblesses du statut professionnel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Droit de la famille, 2012, n° 12, p. 18.

32) 민법전 제458조 제1항(후견인으로 지명될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

거나 그 지명이 피보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33) 당사자가 후견임무를 맡기를 거부하거나, 자신이 피보호인의 위치에 있는 등으로 후견인이 될 자격

이 없거나, 피보호인과 이해상반관계에 있거나 먼 곳에 거주하는 등으로 피보호인의 이익을 위해 

후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Pierre Murat(dir.), préc., p. 1365).

34) 이는 사법보좌에서의 특별수임인이나 후견(보좌)감독인의 선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민법전 제

437조 제2항, 제4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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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으로서의 독점적 지위

1)항의 내용을 달리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후견인 등 성년보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이 될 수 있는 자는 피보호인의 가족 등 피보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법전

에 따라 사법수임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된다. 피보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사법수임인의 자격 없이 후견인 등으로 임명될 수는 없다. 즉, 프랑스에서 성년보호에 대한 사

회의 개입 창구는 아래 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의 교육과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여되

는 전문직업인인 사법수임인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사법수임인은 법원의 위임에 따라 성년보호 

임무를 직업으로 수행하는 자들이지만, 그 직역에의 진입이나 활동방식, 보수 등이 시장의 자

율에 맡겨져 있지 않고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35) 대신 성년보호활동을 직으로 수행할 

자격은 사법수임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자격 없이 사법수임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36) 후견인 등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민법전의 규정내용과 사회법전

에서 인정하는 사법수임인 지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업적인 후견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교

육과 훈련을 통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시민후견인’37)은 프랑스에

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공역무 수행자

사법수임인은 국가로부터 ‘공역무’(le service public)38)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이다. 프랑

스에서 사법수임인 제도는 행정법의 주된 연구주제는 아니며, 따라서 이 쟁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사법수임인

이 수행하는 성년보호 임무가 공역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39) 

‘공역무’란 프랑스 행정법의 중심 개념 중 하나로 행정작용(activité administratif)의 일

종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법의 적용범위, 행정재판권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

다.41) 판례에 따르면 사인의 어떠한 활동이 ⓐ 공익을 위한 것이고, ⓑ 이를 위해 사인에게 공

35) Jean-Christophe Lapouble, préc., p. 22.

36) Annick Batteur, Synthèse et persperctives d’évolution de la profession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Dr. fam., 2012, n° 12, p. 31.; Mathias 

Couturier, L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xerce-t-il une 
profession réglementée ?, Dr. fam., 2012, n° 12, p. 28.

37) 최윤영 외, 앞의 글. 11면. 

38) 공역무(le service public)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행정작용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한 작용을 수

행하는 기관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9) 이하의 논의는 Stéphane Guérard, Les missions du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relèvent-elles d’un service public ?, Dr. fam. 2012, n° 12, p. 24 이하의 논

지를 따른 것이다.

40) Jacqueline Morand-Deviller, Droit administratif, LGDJ, 2015, p.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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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권한이 이전되었으며, ⓒ 그 임무수행에 대하여 공권력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역무’에 해당한다.42) 사법수임인이 수행하는 성년보호 활동은 개인의 자유, 기본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임무로서 수행되는 것이므로(민법전 제415조) 그 공익성을 인

정할 수 있고, 사법수임인이 성년을 대리하고, 보좌하고, 지원하는 권한은, 피보호인으로부터

가 아니라, 후견법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이며(사회법전 L.471-1조), 이 활동은 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엄격한 감독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법수임인의 임무는 ‘공역무’에 

해당한다.43)

성년보호 임무의 특수성은 그것이 통상의 행정작용이 아니라 일반재판권의 공역무, 즉 

‘일반재판역무’(le service public judiciaire)라는 데 있다.44) 행정재판권(la juridiction 

administrative)이 일반재판권(la juridiction judiciaire)과 분리되어 행정부에 속하는 프랑

스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일반재판역무의 작용(le fonctionnement)에 관한 분쟁은 일반

재판권에 관할이 있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반재판역무의 ‘조직’(l’organisation)45)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행정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는 사법수임인의 활동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재판관할이 일반법원에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법수임인의 

임무수행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사법수임인에게 불법행위책임

을 묻는 외에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전 제422조 제2항). 이는 국가배

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책임은 성년보호 임무를 

사법수임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46). 한편 민법전 제422조 제1항은 후견판사에 의한 

보호조치의 조직이나 작용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행정책임상의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 책임 원칙을 민법전에 선언한 것인

데, 그것이 일반재판역무의 ‘작용’에 따른 책임이기 때문에 일반재판권에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41) 물론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또한 ‘공역무’ 개념 자

체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공역무 개념에 

관하여 자세히는, Jean-François Lachaume et al, Droit des services publics 2e éd., 

Lexisnexis, 2015; 국내의 문헌으로는 박우경,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수행방식에 관한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조.

42) Conseil d’État, Section, 28 juin 1963, Narcy, n° 43834(이에 대한 설명은 Jean-François 
Lachaume et al, préc., pp. 334-347).

43) Stéphane Guérard, préc., pp. 24-25. 

44)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가 일반법원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성년보호임무를 일반법원(후견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으로 Stéphane Guérard, préc., p. 25.

45) 법원의 설치와 폐지, 법관과 직원에 대한 인사 등을 의미한다(Jacquline Morand-Deviller, 

préc., p.593).

46) 민법전 제421조는 성년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 행한 과실로 발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책임은 사법수임인과의 관계에서만 인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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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 어쨌든 가족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와 달리 사법수임인의 성년보호활동에 대하여는 국

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그 임무가 공역무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성년보호사법수임인의 양성과 자격 부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성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사법수임인 자격이 있어야만 

민법상 성년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자격은 국가가 관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

격증을 발급받고 관할청의 명부에 등록되어야 인정된다. 자격인정요건은 사법수임인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법수임인 양성

개인이 사법수임인 명부에 등록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le mandataire in-

dividuel) 윤리성,48) 연령,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 직업경력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사회법전 L.471-4 제1항). 이는 시설 직원(le préposé d’établissement)이 사법수임인으

로 활동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사회법전 L.472-6조 제2항). 사법수임단체(le service 

mandataire)의 경우 그 직원으로서 성년보호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사회

법전 L.471-4조 제2항).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가가 인증하는 사법수임인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며, 연령과 직업경력은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 

⑴ 교육과정 등록을 위한 요건

사법수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이

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기간과 내용은 교육대상자의 자격과 직업경력에 따라 조정된다(사회

법전 D.471-3조 제1항, 제6항). 2009년 이전부터 사법수임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성년보

호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자들도 유예기간49)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50)

47) Stéphane Guérard, préc., p. 27.

48) 사회법전은 윤리성을 요건으로 요구하는 외에 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9) 원래 유예기간은 2012. 1. 1.까지 3년이었으나 1년이 연장되었다(DGCS, Les mandataires 

individuels, préc., p. 3).

50) 기존에 전문후견인 등 직을 수행하던 자들 중 상당수가 사법수임인 활동을 종료하였다. 2009년 사

법수임인 명부에 등록되었던 개인 중 68%가 2012. 1. 1.까지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시설 직원의 

경우에도 2012. 12. 31.까지 1/3 이상이 제도 개혁 이후에 새로이 활동을 시작한 자들로 교체되

었다(DGCS, Les mandataires individuels, préc., p. 1; Les préposés d’établissement, 

préc., p. 4).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과정 이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i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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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임인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명부(le répertoire national des 

certifications professionnelles, RNCP)상 3급 이상의 학위 또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51) 일

정 수준의 연령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사회법전 D.471-3조). 연령 및 경력 요건은 

사법수임인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개인은 25세 이상일 것이 요구되지만, 시설 직원과 사법수

임단체의 직원은 21세 이상이면 족하다. 경력도 개인의 경우 사법수임인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 중 하나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지만, 시설 직원에게는 1년의 경력만 요구

되고 사법수임단체의 업무담당자에게는 별도의 직업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52) 이와 같이 활

동유형에 따라 연령과 직업경력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법수임인 제도의 통일성이라는 입법목적

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53)

⑵ 교육내용과 교육기관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어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일반 교육과

정과 재판상 지원조치만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아레떼(l’arrêté)54)55)로 상세

히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일반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론교육은 총 300시간으로, 법(84시간), 

경영(78시간), 신상보호(72시간), 사법수임인 직무(66시간)의 4개 교육영역으로 나뉜다. 앞의 

세 영역은 교육대상자의 자격(예를 들어 기존의 성년후견 관련 자격)과 직업경력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총 350시간으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주간 연속

으로 수습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009. 1. 2.자 아레떼 제2조, 부록 I).56)

Raoul-Cormeil, Atouts et faiblesses du statut professionnel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préc., p. 18; Jean-Christophe Lapouble, préc., p. 21).

51) RNCP상의 학위와 자격은 Ⅰ부터 Ⅴ까지 다섯 개의 급(niveaux)으로 나뉘어 있으며, Niveau Ⅲ

은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자격시험(Bac)에 합격한 후 2년의 교육을 받은 정도의 자격을 의미한다. 

Niveau Ⅰ은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 후 5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정도(석사), Niveau Ⅱ는 대학입

학자격시험 합격 후 3, 4년의 교육을 받은 정도(학사)에 해당한다 (http://www.onisep.fr/ 

Choisir-mes-etudes/Apres-le-bac/Conseils-et-strategies-d-etudes/Quelle- 

reconnaissance-pour-les-diplomes-du-superieur/Les-titres-repertories-au-RNCP).

52)  시설 직원은 사법수임 업무담당자 지정 신고 후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법수임단체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단체에서 업무수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 안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사회법전 L.471-3조 제3항, 제4항).

53) Nathalie Peterka et al., Droit des tutelles : protection judiciaire et juridique des 

mineurs et des majeurs, Dalloz, 2012, p. 260.

54) Arrêté du 2 janvier 2009 relatif à la formation complémentaire préparant aux 

certificats nationaux de compétence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t de délégué aux prestations familiales.

55) 아레떼(l’arrêté)는 장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법 법과 절차(48시간), 의료-사회복지 관련 법제(36시간)

56) 교육영역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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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가 레지옹별로 교육시설에 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레지옹 지사57)

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에 10

년을 기한으로 교육을 위탁한다(같은 아레떼 제10조 내지 제13조). 교육기관은 대상자를 교육

하고 평가하여 이수 여부를 결정하며, 이수자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수여한다(같은 아

레떼 제15조, 제16조). 레지옹 지사는 매년 교육시설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감

독권을 행사한다(같은 아레떼 제13조 제2항). 프랑스에는 50여 개의 교육기관이 사법수임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 관련 직업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들이 사법수

임인 교육도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8)

⑶ 국가자격증명(CNC MJPM)

대상자가 보충과정을 이수하면 사법수임인의 국가자격증명(le certificat national de 

compétence)을 발급받는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일 뿐 학위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수

임인이 확실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년보호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교육과

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학위과정에 통합시키고, 이를 국가전문자격명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비판이 있다.59)

2. 사법수임인 자격 부여

⑴ 승인, 신고, 허가

사법수임인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법수임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수

임인이 활동하게 될 데빠르뜨망 별로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회법전은 사법수임인 

경영 행정 및 예산 관리(49시간), 세무 및 자산 관리(30시간)

신상보호
대중과 의존관계에 따른 병리상태에 대한 이해(24시간),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개입과 보호(48시간)

사법수임인
개입의 범위와 한계(18시간), 법관 및 사법기관과의 관계(12시간), 직업윤리 및 

실무분석(36시간)

57) 레지옹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선출

직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이다.

58) 대학이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족단체 연합에서 교육기구를 별도로 

설립한 경우도 있다. UNAFOR(Union national des associations familiales-organisme de 

formation)를 예로 들 수 있다.  

59) Conven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fant et al., Livre blanc sur la 

protection juridique des majeurs, 2012, pp. 59-60; Anne-Marie. David, À quand une 
véritable harmonisation de la profession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 Actualité Juridique Famille, 2011,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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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별로 자격 부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60)

1) 승인(l’agrément) : 개인

개인의 자격으로 사법수임인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데빠르뜨망 지사(le préfet)61)

의 승인을 얻어 사법수임인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개인은 데빠르뜨망 지사의 신청 공고가 

있을 때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데빠르뜨망 지사는 서류심사 및 사법수임인 승인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최종승인대상자를 선정한다(사회법전 L.472-1-1조, D.472-5-3조). 최종 승인

에는 관할지역 검사의 동의의견이 필요하다(사회법전 R.472-3조).

승인 대상은 ‘레지옹 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조직 계획’(le schéma régional 

d’organisation sociale et médico-sociale)에 정한 목표와 수요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선정

한다(사회법전 R.472-1조). 이는 지역인구에 따른 수요에 대처하고 사용가능한 재원 등을 고

려하여 승인을 하기 위한 것이다.62) 사회법전은 또한 ‘임무수행의 질적 수준과 영속성’, 그리고 

‘임무수행 또는 지원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여

야 할 요소를 자세하게 정해두고 있다. 전자에 관한 지표 중 하나로 ‘직무수행계획(le projet 

professionnel)의 공식성과 타당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양

한 영역에 걸친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성 또는 그 계획(다른 사법수임인들과의 연계망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임무수행 또는 지원의 영속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신청자의 직무활동 지역

과 성년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요지의 근접성, 신청자의 외근을 위한 교통수단 등이 고려된다

(사회법전 R.472-1조).

2) 신고(la déclaration): 시설 직원

사회법전은 ‘사회복지 또는 의료-사회복지 시설 또는 기관’(le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sociaux et médico-sociaux)을 열거하고 이들의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시설 중에서 고령자를 수용하거나, 고령자에게 자택에서의 일상행위 보조, 간호

지원, 사회편입 지원 등을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 장애인·만성질환자를 수용하거나 이들에 

60) 2017. 7. 1.부터 사법수임단체 직원 또는 시설 직원으로서 사법수임인으로 신고된 자도 일정한 요

건 하에 데빠르뜨망 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인인 사법수임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시설 

직원인 사법수임인인 동시에 사법수임단체의 직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게 되었다(2016. 12. 27.자 

데끄레(Décret n°2016-1896 du 27 décembre 2016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제1조).

61) 데빠르뜨망 지사의 지위에 대하여 자세히는 24면 참조.

62) Nathalie Peterka et al., préc., p. 261.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15

대하여 자택에서의 일상행위 보조, 간호지원, 사회편입 지원을 하거나, 개방형 의료-복지 지

원을 하는 시설 또는 기관(사회법전 L.312-1조 Ⅰ항 6호, 7호,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다)은 

해당 직원의 성년보호 업무 수행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1인 이상의 직원을 지정하

여 사법수임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사회법전 L.472-6조). 위 시설 중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공공시설은 1인 이상의 직원을 사법수임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사회

법전 L.472-5조).63)

시설이 직원을 사법수임인으로 활동시키기 위해서는 직원 지정 2개월 전에 데빠르뜨망 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위한 요건은 개인인 사법수임인의 승인 기준과 달리 

시설 직원의 자격과 임무수행여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데빠르뜨망 지사는 해당 직원

이 연령, 교육, 경력, 윤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직원이 수임한 성년보호조치를 독립적으

로 수행하는 것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직원의 임무 수행 여건이 피보호인의 건

강, 안전, 신체적 ․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한다(사회법전 L.472-8조, L.472-6조 제1항).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데빠

르뜨망 지사는 검사의 동의를 받아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사회법전 L.472-8조). 

3) 허가(l’autorisation) : 사법수임단체

사법수임단체는 후견법원이 명한 성년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

으로서 사회법전에 따라 설립되고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 또는 의료-사회복지 시설 중 하나이

다(법인격 유무는 불문한다). 사법수임단체는 사회법전과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관할 국

가행정청의 설립허가를 받으면 사법수임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사법수임 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은 연령, 교육과정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수임단체의 설립, 또는 사법수임단체로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사회법전에 정한 단체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들을 준수하는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레
지옹 보건계획’(le schéma régional de santé) 또는 그 상위 계획인 ‘사회복지 및 의료-사회

복지 편성 계획’(schéma d’organisation sociale et médico-sociale)에서 정한 사회복지 및 

의료-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여야 한다(사회법전 L.312조, L.313-4조). 사법수임단체의 설

립 등 허가에는 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사회법전 L.313-3조). 허가는 원칙적으로 15년 단

위로 이루어지며, 사인이나 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단체는 관할행정청의 동의 없

63) 성년인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수용하고 그 허가받은 수용규모가 80인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시설은 직원을 지정하는 대신 사법수임단체나 다른 시설의 직원인 사법수임인

에게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사회법전 L.472-5조, D.47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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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사회법전 L.313-1조).

⑵ 명부 등록 및 선서

사법수임인 명부는 데빠르뜨망 지사가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인인 사법수임인이 승인을 받거

나, 시설 직원에 대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법수임단체가 설립허가를 받으면 데빠르뜨

망 지사는 이를 사법수임인 명부에 등록한다(L.471-2조).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데빠르뜨망 지사의 관청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수행 

중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 사법수임단체인 경우 단체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연인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내용을 선서한다(사회법전 

L.471-2조 제6항, R.471-2조).

Ⅳ. 성년보호사법수임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

1. 사법수임인에 대한 지원

⑴ 사법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 및 지원의 원칙

프랑스에서 피보호성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무상으로 성년보호 임무를 맡는 것

이 원칙이다.64) 이는 성년보호를 가족의 임무로 둔 데 따른 것이다.65) 이에 반하여 공동

체의 성년보호 임무는 사법수임인에 대한 국가 등의 재정지원으로 나타난다. 사법수임인

이 성년보호 임무를 맡는 경우에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호인의 수입을 고려하여 사

회법전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피보호인이 부담하고, 피보호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

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민법전 제419조, 사회법전 L.471-5조 제1항). 

사법수임인이 성년에 대한 보호조치에 따라 장기간의 이례적인 업무66)를 부담하고 이에 비추

어 일반규정에 따라 계산된 보수가 명백히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친족회가 구

성된 경우 친족회)은 사법수임인에게 그 보수를 보완하는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허여할 수 있

다. 보상금은 피보호인의 부담으로 지급한다(민법전 제419조 제4항, 사회법전 L.471-5조 

제2항).67) 사법수임인은 공적 자금으로 법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하고 어

64) 다만, 후견법원 또는 친족회는 관리재산의 중요성이나 수행하는 임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민법전 제419조 제1항).

65) Pierre Murat(dir.), préc., p. 1331.

66) 상속문제의 처리,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의 진행, 재산의 처분 등이 이례적인 업무로 예시되어 있다

(사회법전 D.4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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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형식이나 자격으로도 임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전이나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

는 안 된다(민법 제429조).68) 

⑵ 피보호인 부담액

1) 개인인 사법수임인의 보수 

사회법전은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법수임인에 대하여 보수 결정기준 및 피보호인 부담금 결

정 기준을 정한 다음, 시설 직원이나 사법수임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보호인 부담

액을 계산하여 국가 등의 지원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법수임

인에 대한 보수는 ⓐ 임무의 성격,69) ⓑ 피보호인의 생활장소(자택 또는 시설), ⓒ 임무수

행시점 및 ⓓ 피보호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아레떼로 정하되, 피보호인의 소득은 보수 계산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사회법전 R.472-8조).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월별 

기준보수를 정한 다음 각 고려요소별로 가중 및 감경비율을 정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70) 고려요소 중에서 피보호인의 수입은 연간 최저임금(SMIC)71)을 기준으로 하여 

총 11단계로 구분하며, 최대 210%까지 가중할 수 있다.72) 2017년 현재 보호사건 1건당 

사법수임인의 보수는 142.95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위 가중 ․ 감경기준에 따라 최저 

21.6%(30.88 유로)73)에서 최대 356.5%(509.62 유로)74)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 피보호인의 부담 범위

피보호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법수임인의 성년보호조치에 대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사회법전은 피보호인의 소득을 <표 3>과 같이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

67) 추가보상금은 해당 임무 수행에 소요된 시간 당 최저시급의 12배(5번째 시간부터는 15배)를 곱한 

금액에 임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와 체재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사회법전 D.471-6조).

68) 피보호인의 의례적인 선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Pierre Murat(dir.), préc., p. 

1331.

69) 보호조치의 유형과 보호의 대상(재산보호 또는 신상보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다.

70) Arrêté du 6 janvier 2012 relatif à la rémunération des personnes physiques exerçant 

l’activité de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majeurs à titre individuel.

71) Le montant brut annuel du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2017년의 연

간 최저임금(세전)은 17,763.20 유로이다(http://www.smic-horaire.fr/).

72) 즉, 다른 가중 ․ 감경요소가 없는 경우 기준보수의 3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73) 사법수임인이 사회복지 및 의료-사회복지 시설에 장기수용 중인 피보호인의 재산 또는 신상 

중 한 가지에 대한 후견(보좌)감독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임무수행 시점이 임무개시후 3개월 

또는 임무 종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보호인의 소득이 SMIC 이하인 경우. 

74) 사법수임인이 일반 거주지에 거주하는 피보호인의 재산 및 신상 모두에 대하여 가중된 보좌 

또는 사법보우 특별수임 임무를 수행하고, 그 임무수행 시점이 임무개시 후 3개월 또는 임무 

종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피보호인의 소득이 SMIC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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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로 소득 중 보수로 지출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보호인의 연

수입75)이 ‘성년 장애인 지원금’(AAH) 이하인 경우에는 피보호인의 부담액은 0원이다. 수

입 중 성년 장애인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최저임금(SMIC)의 600% 이하인 부분은 

다시 3단계로 나누어 수입 중 <표 3>에 정한 비율의 내에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게 된다(사회법전 R.471-5-2조). 즉 피보호인의 수입 중 최저임금의 600%에 이르

는 부분까지는 피보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정한 것이다. 한편, 피보호인이 위 기

준에 따른 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데빠르뜨망 지사는 한시

적으로 그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면제액 상당의 보수는 공적자금에서 지원된다(사회법

전 R.471-5-3조). 위 기준은 모든 사법수임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보

호인 입장에서 보수의 통일성을 가져왔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피

보호인 가족이 보호조치의 차이에 따른 보수계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법수임인을 

불신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76) 

<표 3> 피보호인의 소득구간별 사법수임인 보수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

소득구간
0

-AAH

AAH

-SMIC

SMIC

-1.5SMIC

1.5SMIC

-6SMIC

6SMIC 

초과부분

비율(%) 0 7 15 2 100

⑶ 사법수임인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민법전은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분은 모든 사법수임인에게 동일한 계산 방식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민법전 제419조 제3항), 실제로 지원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법전도 사법

수임인의 유형에 따라 지원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개인인 사법수임인의 경우 계산방식이 비

교적 간단하다. 위 ⑵의 1)항에 따라 계산한 보수액에서 피보호인 부담액을 공제한 차액을 국

가예산으로 지원한다(사회법전 L.472-3조). 지원금 집행은 해당 사법수임인을 승인한 데빠르

뜨망 지사가 행한다(사회법전 R.472-9조). 사법수임단체는 사회법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괄지원금(la dotation globale)을 지원받으며, 지원금의 0.3%는 데빠르뜨망이, 나머지는 국가

가 분담한다(사회법전 L.361-1조 I항).77) 지원은 보호조치에 따른 업무부담, 즉 보호조치의 

75) 사회법전은 기준액으로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

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종신연금이나 생명보험에 따른 수입은 제외)과 수입을 일으키지 않

는 재산의 일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사회법전 R.471-5조). 

76) Thierry Verheyde, Rémunération des MJPM exerçant à titre individuel : encore du 
changement !, AJ fam. 2012, p. 68.

77) 2015년까지는 사법수임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피보호인이 지급받는 사회복지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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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피보호인의 상황, 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한 12개의 지표(사회법전 

R.314-193-1조 제2항)에 따라 전국 사법수임단체의 서비스점수를 산정하고, 사법수임인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을 이 서비스점수의 비율로 각 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78) 위 

⑵항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피보호인 부담 부분은 지원금에서 공제된다. 시설 직원이 사법수임

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시설에 지급된다. 이들 시설은 사회법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에 ⑵항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피보호인 부담 부분

은 지원금 산정시 공제되거나 시설의 수입으로 계상된다(사회법전 L.472-9조, L.361-1조 I, 

II항).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데빠르뜨망과 건강보험(L’assurance maladie)이 지원을 부담하

며, 국가의 직접 지원은 없다.79)

⑷ 보수 지원 현황

201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개인인 사법수임인은 1인당 평균 34.4건, 시설 직원은 1인당 

평균 55건의 성년보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80) 사법수임인이 수행하는 성년보호 사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사법수임단체는 단체별로 평균 944건을 담당하고 있다.81) 개인의 경우 평균 

사건수가 2009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도 개혁으로 성년보호활동만을 전담

하는 사법수임인의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82)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사법수임인의 활동에 따른 보수 총액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762.6백만 유로이고, 이 중 18.8%를 피보호인이 부담하고 있다. 피보호인 부담률이 

이와 같이 낮은 이유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수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는 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다수의 사회보장기구로 나뉘었고, 이것이 자금집행에 상당한 비효율을 낳는

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 12. 29. 법개정으로 기존에 사회보

장기구들이 지원하던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통합함으로서 지원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화하였다(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 Budget général,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p. 55).

78) Arrêté du 9 juillet 2009 fixant les indicateurs des servic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et des services délégués aux prestations familiales et leurs modes 

de calcul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R. 314-29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 Budget général,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préc., p. 56.

79) DGCS Le financement d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23 janvier 

2015, pp. 11-12(http://social-sante.gouv.fr/IMG/pdf/Fiche_sur_le_financement_des_MJPM_et_ 

evolution_depuis_20091.pdf)

80) DGCS, Les mandataires individuels, préc., p. 9; DGCS, Les préposés d’établissement, préc., p. 
3(다만 사건수가 30건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54.4%에 달한다).

81) 담당직원 1인당(상근직 환산, 보조인력 제외) 평균 사건수는 57건이다(DGCS, Les services 

mandataires, préc., p. 2).

82) DGCS, Les mandataires individuels, préc.,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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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호인의 86.4%는 연수입이 최저임

금 이하이며, 보수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피보호인의 비율은 32%에 달한다. 피보호인의 부담

비율이나 피보호인 1인당 평균 부담금액을 사법수임인의 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인 사법

수임인의 경우가 시설 직원이나 사법수임단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

설 직원이나 사법수임단체가 보호하는 피보호인에 비하여 개인인 사법수임인이 담당하는 피보

호인의 수입이 높기 때문인데,83) 후견법원이 관리필요성이 큰 재산이 있는 성년을 위하여 개

인을 사법수임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84)

<표 4> 사법수임인 활동유형별 보수총액과 피보호인 부담금(2013년 기준)85)

개인 시설 직원 사법수임단체 전체

보수(비용)총액(백만유로) 96.1 41.4 625.1 762.6

피보호인

부담금

총액(백만유로) 48.1 6.9 88.6 143.6

1인당평균(유로) 75.3 17.7 21.6 28.0

<표 5> 사법수임인의 보수 총액과 공적 자금 지원금 총액86)

단위: (백만 유로)

2009 2013 변동률(%)

보수(비용) 667.36 762.62 14.3

공적 자금 지원 513.36 588.75 14.7

<표 6> 피보호인의 소득수준(%, 2012년 기준)87)

0-AAH AAH-SMIC 1-1.4SMIC 1.4-1.8SMIC 1.8SMIC초과

개인 27.50 37.00 17.30 8.00 10.90

시설 직원 38.64 49.32 7.98 1.81 2.24

단체 32.20 56.70 7.50 2.20 1.40

전체평균 32.00 54.40 8.40 2.80 2.30

83) DGCS, Le financement d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préc., p. 3.

84) DGCS, Les personnes protégées prises en charge par des MJPM, préc., p. 10.

85) DGCS, Le financement d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préc., p. 3.

86) DGCS, Le financement d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prép., p. 2.

87) DGCS, Les services mandataires, préc., p. 2; DGCS, Les préposés d’etablissement, 

préc., p. 9; DGCS, Les personnes protégées prises en charge par des MJPM, préc.,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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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수임인에 대해 지원되는 공적자금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513.36백만 유

로에서 588.75백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2017년 지원금으로 책정된 국가예산이 총 647백만 유

로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공적자금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8) 공적 

자금의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피보호인의 재정수준이 열악하고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되나,89) 부담금 총액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사건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90) 이에 따

른 국가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보호인의 부담비율을 향상시키고, 국가고령보험이

나 피용자건강보험 등으로 자금원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시설 직원에 의한 

보호조치, 사회적 지원조치 등 대안 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91)

2. 사법수임인에 대한 감독

사법수임인은 피보호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자로서, 성년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

적 자격을 인정받고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성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사법수임인에 대한 감독은 감독 기관, 감독권 행사의 근거법규, 감독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감독 기관별로 감독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법원

의 감독권은 민법전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성년보호사건에서 피보호성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후견인 등의 성실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청의 감독권은 사회법전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성년보호 사건이 아닌 ‘사법수임인’이라는 자격에 대한 관리 ․ 감독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검사의 감독권은 주로 법원이나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절차의 개시 등을 요구하거나 

이들의 권한 행사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⑴ 법원의 감독

민법상 성년에 대한 다양한 사법보호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은 소법원(le tribunal 

d’instance)의 후견판사(le juge de tutelle)에게 있다.92) 프랑스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88)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 Budget général,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préc., p. 56(사법수임단체 지원금 567.7백만 유로, 개인인 사법수임인에 

대한 지원금 97.3백만 유로의 합계로, 시설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89) DGCS, Le financement d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préc., 
p. 6.

90) Rapport de l’Inspection général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 Financement par l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d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2014, p. 25.

91) Rapport IGAS, préc., pp. 48-66.

92) 1심재판은 지방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과 소법원(le tribunal d’instance)이 담당

하며, 그밖에 몇몇 특별 법원이 있다. 가정법원이나 후견법원이 일반법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소법원 별로 1인 이상의 법관이 단독으로 후견판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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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7개의 소법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달리 후견법원과 지역공동체의 지리적 접근성

이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93) 후견법원은 성년보호 사건에서 성년보호조치를 명하고 

사법수임인을 후견인 등으로 선임·해임하는 외에도94) 그 성년보호 활동에 대한 감독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위 권한은 성년보호임무를 맡는 후견인 등 일반에 

대한 권한이며, 사법수임인만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권한은 아니다.

1) 일반적 감시권

후견법원은 관할에 속하는 성년보호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권한(une surveillance 

générale)을 행사한다. 후견법원은 개시되었거나 청구된 보호조치의 내용에 관계없이 피보호

인 또는 보호대상으로 청구된 자를 방문하거나 소환할 수 있다. 보호임무를 맡은 자는 법원의 

위 소환에 응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민법전 제416조). 법원은 위 

규정을 통하여 사법수임인에 대한 업무를 감시하게 되지만, 이는 법원의 후견재판권의 일환으

로서 인정되는 것인 이상 해당 판사가 담당하는 성년보호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수임인에 대한 

감독권으로 한정될 것이다. 

2)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해임권

후견법원은 성년보호임무를 맡은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전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l’amende civile)를 부과할 수 있다. 후견법

원은 성년보호임무를 맡은 자의 임무수행상 명백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그를 해임할 수 있

다. 후견법원은 또한 같은 경우에 검사에게 사법수임인 명부에서 해당자의 등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민법전 제417조). 후견법원은 후견인 등 성년보호임무를 맡은 자의 무능, 임무

태만, 비행, 기망을 이유로 그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무를 맡은 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임무를 맡은 자를 교체할 수 있다(민법전 제445조, 제396조, 제437조).

3) 후견인 등의 보고의무

민법전은 후견인 등의 임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인 등에게 특별한 보고의무를 지

우고 있다. 후견법원은 보호조치 개시시에 신상보호 임무를 맡은 후견인 등95)이 그 자격

있다(일반재판권조직법전(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271-3조). 

93) 2016년 기준. 프랑스에 총 101개의 데빠르뜨망이 있으니 데빠르뜨망 별로 평균 3개 정도의 

소법원이 있는 셈이다(Ministère de la justice, Les chiffres clés de la justice, 2016, p. 4).

94) 구법하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성년보호사건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 이 권한은 2007년 법개정으

로 삭제되었다(Pierre Murat(dir.), préc., p. 1322).

95) 후견인, 보좌인, 사법보우에서의 특별수임인이 여기에 속한다. 재판상 지원조치는 대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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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한 임무수행의 보고 요건을 결정한다(민법전 제463조, 제438조). 후견인 등은 이

에 따라 법원에 임무수행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산보호의 경우 후견인 등은 매

년 회계보고서(un compte de gestion)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서기

과장에게 제출한다. 서기과장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서기

과장이 보고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후견판사가 서기과장의 서면보고에 따라 보고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결정한다(민법전 제511조)96) 서기과장은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피보호

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기관에게 계좌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이에 응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유지 또는 금융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민법전 제

511조, 제510조 제2항). 한편, 개인인 사법수임인은 분기별로 관계되는 후견판사에게 성

년보호사건수와 내용, 특별보조인의 수 등을 신고한다. 다만, 이는 민법전이 아니라 사회

법전에서 부과하는 의무이다(사회법전 R.472-10조).

4) 사법수임인의 보수지급 관련

사법수임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후견법원에 있다(민법전 제419조 

제4항). 특별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사회법전에 정해져 있지만,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사법수임

인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

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사법수임인의 임무수행에 대하여 피보호인이 보수를 지급함에 있

어서는 법원에 보수를 감면할 권한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사법수임인의 성실한 임무수행이 전혀 없었다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97) 파기원은 이 사건에서 피보호인의 신상을 관리할 후견인으

로 임명된 사법수임인이 민법전 제463조에 따른 임무수행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

문에 임무수행이 없었다고 보았다.98) 이는 후견법원이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사법수임인

에 대한 일정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복지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신상보호와는 무관하다.

96) 보좌인(강화된 보좌의 경우), 사법보우에서 특별수임인, 재판상 지원조치를 맡은 사법수임인에

게도 준용된다(민법전 제472조, 제437조, 제495-9조).

97) Cour de cassation 1re chambre civil, 11 janvier 2017, n°15-27784(피보호인의 신상에 대

한 후견인인 사법수임인과 재산에 대한 후견인인 피보호인의 딸 사이에 사법수임인의 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 후견법원은 사법수임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

심은 사법수임인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결정을 취소하였고, 파기원은 항소심을 

인용하였다).

98) 이는 결국 입증의 문제이며, 사법수임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임무수행 보고서(le rapport de 

diligence)는 반증이 없는 한 임무수행 사실과 임무의 질을 추정하게 해 준다(Gilles 

Raoul-Cormeil, Rémunération du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La loi 
du tout ou rien !, L’essentiel Droit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1re février 2017, n° 2,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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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행정청의 감독

법원의 감독권이 각각의 성년보호 사건에서 사법수임인을 후견인 등으로 임명함에 따른 것

이라면, 행정청의 감독권은 사법수임인에게 후견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에 따

른 것, 즉 인허가권자로서의 감독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법전의 규정상 위 감독권은 국가행

정청에 부여되어 있다. 

1) 감독권의 성격

사회법전은 데빠르뜨망 지사에게 사법수임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데빠르뜨망은 프랑스에서 중간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데, 그 의결권은 지방의

회에, 집행권은 지방의회의 장에게 있다.99) 데빠르뜨망 지사(le préfet de département)는 

이와 별개의 기관으로, 해당 데빠르뜨망에서 국가의 대표자(le représentant de l’État)로서 

정부 각 구성원을 대리하여 행정감독과 법의수호 임무를 수행한다(헌법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에 국가 행정기관을 임명하는 것은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행정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지만, 전국적 성격이 있거나 법률에서 지방의 기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임무를 제

외한 모든 국가사무를 지방의 국가기관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행정의 지

방분산’(la déconcentration)100)이라고 할 수 있다. 데빠르뜨망 지사의 사법수임인 감독업무

는 행정의 지방분산 원칙에 따라 지방별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업무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우리 행정법상의 기관위임사

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감독권의 내용

① 감독권에 대한 일반 규정

데빠르뜨망 지사는 민법전 제416조, 제417조 규정에 따른 법원의 감시권한과 별개로 개인인 

사법수임인과 사법수임인으로 신고된 시설 직원의 활동에 대한 감독권(un contrôle)을 행사한

다(사회법전 L.472-10조). 데빠르뜨망 지사는 사회복지 및 의료-사회복지 시설의 허가

권자101)가 아니더라도 이들 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사회법전 L.313-13조 제6항). 

 99) 지방자치법전(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érritoriales) L.3121-1조, L.3221-1조.

100) 2015. 5. 7.자 데끄레(Décret n° 2015-510 du 7 mai 2015 portant charte de la 

déconcentration) 제2조. ‘행정의 지방분산’이라 함은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조직)에게 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정책의 조성, 조정, 이행을 주도할 권한과 수단과 능력을 부여

함으로써 지역행정의 효율성, 현대화, 간소화, 지역균형성, 이용자와 지방행정기관 사이의 접근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위 데끄레 제1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로 이전하는 지방분권화(la décentralisation)와는 다른 것이다(Jacqeline Morand-Deviller, 

préc.,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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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빠르뜨망 지사는 이들 시설의 감독을 위하여 레지옹 보건청과 그 직원 등이 행사하는 

조사 및 감독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의 내용이 수용자의 건강상태, 안전, 신체적

․ 정신적 안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경우 공중보건 조사 담당의 또는 보건사회복지 조사

관에 의한 방문조사를 할 수 있고, 물건 등을 압수할 수도 있다(사회법전 L.313-13조 제

7항, 제8항).102) 

② 이행명령 및 자격박탈

데빠르뜨망 지사가 사법수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행정강제권한으로 이행명령권과 승인

취소 등 자격박탈권을 들 수 있다. 민법전과는 달리 이행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과태

료(une amende administrative)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개인 또는 시설직원인 

사법수임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피보호인의 건강, 사회보장, 신체적 ․ 정신적 안녕이 성년보호

조치 이행 상황에 의하여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데빠르뜨망 지사는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사법수임인에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

한 이행명령을 한다. 시설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보호조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독립성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데빠르뜨망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사회법전 

L.472-10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명령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빠르뜨

망 지사는, 검사의 동의 또는 청구에 따라 사법수임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직원을 사법수임

인으로 지정하는 신고의 효력을 무효화한다(같은 조 제3항). 데빠르뜨망 지사는 긴급한 경우 

사전의 이행명령 없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7일 이내에서 위 승인 또는 신고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R.472-25조). 사법수임단체에 대하여는 사회법전의 사회복지 및 의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별도로 유사한 내용의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103)

③ 사법수임인의 보고의무와 행정청의 재정지원에 따른 감독권

민법전과 달리 사회법전은 사법수임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활동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지 않

고 있다. 다만, 개인인 사법수임인은 분기별로 관계되는 후견판사에게 성년보호사건수와 내용, 

101) 사법수임단체는 데빠르뜨망 지사 등 관할 국가기관에게, 직원을 사법수임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은 유형에 따라 데빠르뜨망 의회 의장 또는 레지옹 보건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다(사

회법전 L.313-3조).

102) 방문조사의 경우 시설 이용자와 그 가족, 시설 직원 등을 조사하고 진술을 들을 권한도 포함

되는 것인데, 이는 검사나 후견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중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Florence Fresnel, L’avocat mandataire judiciaire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Gazette du 
Palais, 16 février 2010, n° 47, p. 14. 

103) 이행명령, 임시관리인 선임 등(사회법전 L.313-14조), 시설폐쇄 내지 허가취소(사회법전 

L.313-16조, L.31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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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조인의 수 등을 신고할 때, 신고서 사본을 데빠르뜨망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법

전 R.472-10조). 또한 사법수임인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이상 데빠르뜨망 지사 등에게 

지원금 등 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무수행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데빠르뜨

망 지사 등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수임인의 활동을 감독한다.

④ 명부 관리

데빠르뜨망 지사는 사법수임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사법수임인에 대한 승인취소, 시

설 직원 신고의 효력 무효화 처분이 있거나, 승인 또는 신고의 정지가 있게 되면 해당 사법수

임인은 명부에서도 삭제되거나 등재가 정지된다(사회법전 R.472-24 내지 R.472-26조). 그

밖에 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또 하나의 명부가 있다. 이 명부에는 사법수임인에 대한 승인의 

취소, 시설 직원 신고의 무효화, 승인 또는 신고의 정지, 사법수임단체의 허가취소가 있는 경우

에 그 처분내용과 처분 이유, 처분일 등이 기재된다(사회법전 L.471-3조, D.471-13조, 

D.471-14조). 데빠르뜨망 지사와 검사는 사법수임인 승인 신청이나 시설 직원 지정 신고 등

이 있을 때 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사회법전 D.471-17조).

⑶ 검사의 감독

1) 감독권의 성격

검사(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는 지방법원 별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le 

parquet)의 장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검찰청을 대표하는 자이다(일반재판권조직법전 

L.212-6조).104) 우리나라의 검찰과 달리 프랑스의 검찰은 법원과 함께 일반재판권에 속

한 조직의 하나이다(일반재판권조직법전 L.122-1조 이하). “개인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의 일반재판권의 헌법상 임무(헌법 제66조)는 따라서 검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

법수임인에 대한 검사의 감독권 행사 근거를 찾을 수 있다.105)106)

2) 감독권의 내용

사법수임인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검사는 후견법원과 데빠르뜨망 지사 사이의 연결고리

가 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107)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4) 검찰청의 장이라고는 하나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64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므로

(Ministère de la justice, Les chiffres clés de la justice, 2016, p. 4) 우리나라의 지방검찰

청장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05) Stéphane Guérard, préc., p. 24.

106) 이를 이유로 사법수임인에 대한 승인 권한을 검찰에 이전하자는 주장으로 Annick Batteur, 

préc.,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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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과의 관계

검사는 성년보호사건 개시 및 변경 청구권자 중 1인이며(민법전 제430조, 제442조 제4항), 

후견(보좌)인과 피보호성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후견(보좌)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중의 1인이다. 검사는 후견법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성년보호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권을 행사하며, 피보호인 등에 대한 방문·소환권, 정보제

공 요구권 등이 있다(민법전 제416조). 법원과 달리 검사에게는 법령상 직접적인 이행강제권한

은 없으나, 감시권 행사를 통하여 사법수임인 등의 피보호인 학대 등을 확인하고 형사소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08) 검사는 피보호인의 의사표시능력을 확인할 자격이 있

는 의사의 명단을 관리하는 자이기도 하므로(민법전 제431조), 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한다는 점에서도 일반적 감시권의 의미가 있다.109) 검사는 사법수임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법원은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에 앞서 미리 검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민법전 제419조, 사회법전 L.471-5조). 이는 필수적인 절차이므

로 법원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의 특별보상금지급명령은 위법하다.110)

② 행정청과의 관계

사회법전도 검사에게 일정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요구하

거나 동의하거나, 그 권한행사의 결과를 고지받는 형태를 띤다. 검사는 데빠르뜨망 지사의 사

법수임인 승인 및 사법수임단체 설립허가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으며(사회법전 L.472-1-1조, 

L.313-3조), 시설직원을 사법수임인으로 지정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데빠르뜨망 지사의 수리

거부에 동의하거나 수리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사회법전 L.472-8조). 검사는 개인인 사법수

임인 승인신청시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사에 참여한다(사회법전 D.472-5-3조). 검

사는 데빠르뜨망 지사에게 사법수임인에 대한 이행명령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사의 사법수임인 자격 박탈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구할 권한 있다(사회법전 L.472-10조, 

L. 313-14조, L.313-16조). 데빠르뜨망 지사는 검사의 동의나 요구 없이 긴급자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사회법전 L.472-10조, 

L.313-16조).

107) Jean-Christophe Lapouble, préc., p. 24.

108) Nathalie Peterka et al, préc., p.277.

109) Nathalie Peterka et al, préc., p.277.

110) Cass. 1re civ., n° 14-15.499, AJ fam., 2015, p. 294, obs. Valéry Montourcy(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하급심의 특별보상금지급명령을 파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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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년보호사법수임인 제도의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 제도

⑴ 성년후견인에 대한 우리법의 태도

개정 민법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민법은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

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 성년후견인 선임시에 고려할 요건을 제시하고 후견

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이외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민법 제936조 제4항, 제937조, 제940조의5). 다만,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후견법인의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이다(민법 제930조 제3항).  따라서 

성년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특히 제3자후견인 제도의 틀

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방식의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련 입

법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입법은 아직 없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

원의 일환으로서 후견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법은 성년후견제

도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프랑스의 사회적 지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⑵ 발달장애인에 대한 후견지원 사업

2014. 5. 20. 법률 제12618호로 제정되어 2015. 11. 21.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을 추천하며, 후견사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는 성년인 발달장애인으로서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자력

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이다(발달장애인법 제9조 제1항). 발달장애인, 

즉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장애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치매나 그밖에 발달장애와 무관한 정신장애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을 추천하는 

것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후견심판비용과 후견인의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인으로 추천되고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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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후견법인111) 종사자 및 후견법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112)으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것이 국가가 제3자인 후견인의 양성 

및 질적 수준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규칙에 맡겨져 

있다.113)

발달장애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후견개시심판 청구, 후견인 추

천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현재의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사업 총괄, 지원

사업 관리 ․ 감독 임무를 맡고, 시 ․ 군 ․ 구 단위에서 대상자 발굴 및 후견심판 청구, 활동비 등 

보조, 교육기관 관리 ․ 감독 등 실무를 담당하며, 시 ․ 도는 국고보조비율에 맞추어 지방비를 확

보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인원 배정 등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단위

에서 사업을 조정한다.114) 법령상 사무의 성질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견법인 및 후견인 후보자 선정, 감독 등에 있어서 행사하는 권한의 정도, 국가의 비

용부담 정도를 고려하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후견지원 사무는 기관위임사

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5)

⑶ 발달장애인법상 계좌관리인 제도

발달장애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금 수급 계좌의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복지지원금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발달장애인을 대

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월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발달장애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항). 발달장애인에게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계좌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의 계좌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11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후견법인으로 지정되

어 있다(2017. 4.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5호).

112) 교육대상자 모집, 교육의 내용, 수료 요건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2017 발달장애인지원 사

업안내서(이하 ‘사업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다(42-45면).

113) 보건복지부 2017 발달장애인지원사업안내서(이하 ‘사업안내서’).
114) 사업안내서 9면 참조.

115)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

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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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프랑스의 사회적 지원제도와 비교했을 

때 발달장애인법의 계좌관리인 제도는 미성년도 지원 상대방으로 두고 있다는 점, 민법상 성년

보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능력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프랑스 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등을 제외한 제3자

의 성년보호 활동은 직업적 후견인인 사법수임인이 전담하도록 하는 대신,116) 상당한 수

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지역별 성년보호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법수임인

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한다. 둘째, 사법수임인의 보수와 그 중에서 피보호인이 부담하는 부분

이 법정되어 있고, 국가 등이 피보호인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117) 그 덕분에 사법수임인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사법수임인에 대하여는 그 자격 부여 및 관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개 

성년보호 사건에서의 활동에 대한 감시의 차원에서 2중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

랑스 사법수임인 제도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⑴ 후견인 제도의 구성

프랑스식의 사법수임인 제도는 성년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년보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나, 그 운

영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법수임인 제도가 지속가

능하기 위해서는 사법수임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충분히 확보되어

야 하고(공급의 측면), 이들이 사법수임인으로서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수임인 개개

116) 사법수임인은 이러한 점에서 각주 37의 ‘시민후견인’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갖고 있는 피후견인을 위해 재산관리 및 신상보

호 등의 복지를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람”(제철웅 외, “공공후견인의 직무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 2016, 658면)

을 의미하는 ‘공공후견인’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된다. ‘시민후견인’은 활동의 비직업성, ‘공
공후견인’은 활동의 공공성 내지 비영리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생각되는데, 사법수임인이 맡은 

임무의 공공성(공역무)과 사법수임인에 대한 보수지급 및 지원구조를 고려하면 사법수임인이 

‘공공후견인’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17) 물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사법수임인에 대한 지원 방식 및 범위가 사법수임인의 활동 유형

별로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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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충분한 수의 피보호인이 배정될 수 있어야 한다(수요의 측면). 따라서 가족 이외의 자에 

의한 성년보호 제도의 실시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견활동을 일반 시민의 자원봉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사법수임인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전문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

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먼저 도입의 한 방안으로 발달장애인법상의 공공후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사업을 

다른 유형의 장애인, 노인에 대한 개별법령에 차차 확대해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는 사업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지원의 중복, 다른 

제도와이 관계 설정의 복잡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방식은 

보호가 필요한 모든 유형의 성년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별로 지원내용과 정도가 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평의 문제

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보호를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의 하나로 포

함시키고 성년보호서비스 전체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을 만들고, 전문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함

께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⑵ 후견인의 양성

프랑스의 사법수임인은 그 자격 취득을 위해 총 650시간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다.118) 이는 사법수임인에게 제3자로서 성년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인

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년보호 임무가 기본적인 법률지식 외에도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 보호가 필요한 성년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이해 등 다방면의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견인 교육의 내용이나 강도는 후견인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고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제도 

구상 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직역의 교육

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사법수임인의 교육도 같이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양성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도 제도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⑶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

발달장애인법상 성년후견지원 사업은 그 본질이 보호가 필요한 성년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118) 우리 발달장애인법상 성년보호지원 사업에서는 최소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업안내서 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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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후견인을 양성하는 사업은 아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자로서의 지위가 상당

히 불안정하다. 위 사업에 따라 활동지원 등을 받는 후견인이나 후견법인의 지위도 마찬가지

다. 성년후견 서비스 전체를 규율하는 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수

급권자의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견인에 대

한 감독에 있어서 법원과 검사, 행정청 각각의 개입 근거와 범위, 각 기관 사이의 관계 또한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한다면 그에 따른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인

가 아니면 자치사무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와 감독권 행사는 어떠한 관계

가 있는가? 전문후견인과 일반 시민후견인이 공존하는 제도를 구상한다면 이들 각각에 대한 감

독권은 누가 행사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후견인 양성 ․ 지원 ․ 감독 시스템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⑷ 다른 직역과의 관계

후견인의 임무는 신상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피보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직업으로서 후견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

법수임인만이 성년보호활동을 직업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한다. 변

호사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 사법수임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후견인 등으로 임명되어 성년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119) 변호사가 사법수임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데빠르뜨망 지사의 승

인을 얻어 사법수임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양 자격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두 지위가 서

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120) 문제의 방향은 정 반대이나 사법수임인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

를 포함한 다른 직역과의 관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후

견인과 다른 직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2017. 05. 30 / 심사 및 수정일자: 2017. 06. 13 / 게재확정일자: 2017. 06. 15)

주제어 : 성년보호, 성년후견, 후견인, 전문후견인, 성년보호사법수임인

119) 변호사도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법수임인 명부에 등록되어야 함을 전

제로 한 논의로 Florence Fresnel, préc., p. 14.

120) Florence Fresnel, préc.,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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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박 현 정

2011년 개정 민법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가족 이외의 제3

자가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로서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인 ‘성년보호사법수

임인’(이하 ‘사법수임인’)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프랑스가 기존에 존재

하던 여러 종류의 성년보호 기관들을 통합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수임인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보호 활동을 직업적 후견인인 사법수임인이 전담하는 대신, 상

당한 수준의 교육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지역별 성년보호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법수임인의 자격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한다. 둘째, 사법수임인의 보수와 그 중에서 피보호인

이 부담하는 부분이 법정되어 있고, 국가 등이 피보호인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

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덕분에 사법수임인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사법수임인에 대하여는 그 자격 부여 및 관리의 차원

에서, 개별 성년보호 사건에서의 활동에 대한 감시의 차원에서 2중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성년후견인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3자 후견인 제도의 틀을 세우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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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s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 

Making of a Professional Adult Guardian System in France

Hyun Jung Park*121)

The year 2009 saw a reform of the French adult guardian system that is the 

creation of the ‘mandataires judiciaires à la protection des majeurs’(MJPM). MJPMs 

replaced various types of professional adult guardians which existed in the old 

system, and are now the only professionals who can be assigned by the court to 

perform the tasks of adults protection provided by the French Civil Code. The 

MJPM system can be summed up as follows: As MJPMs are the only one who can 

act as professional guardians,  only those who obtained a certificate by completing 

required training courses and are licenced by the government and registered in the 

government controled list can become MJPMs; Adults under protection pay some 

or all of the remuneration for their MJPMs and the rest is supported by the public 

funds, the tasks of MJPMs thus becoming a social welfare service especially for 

adults with low income; Supervision of MJPMs is done first by the court in terms 

of their specific performances, and again by the government in terms of their 

qualification. Further analysis on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French guardian 

system will be helpful in designing our own system of professional adult 

guardians.

Key Words : protection of adults, adult guardianship, guardian, professional guardian, 

MJPM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