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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restricted legal capacity system, such as full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with the power to consent to juristic actions by persons under 

guardianship becomes weakened due to the influenc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the issue of whether 

parties in civil litigations have legal capacity to litigate is likely to depend 

on whether they can understand the relevant issues and make decision, 

based on weighing provided informations. Since even those with impairments 

to decision making abilities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lawsuit and defence, 

and make decision on whether they bring cases before courts or to defend 

the cases, with the assistance of explanations of experts and close relatives, 

there will increase many cases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bring cases before courts without guardians and litigation guardians 

representing them. In those cases, it will become much more important 

to support them in the pleading unless those parties lack the capacity to 

plead in the proceedings, whereby the supported decision making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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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of participation in the litigation can materialize. In this regard, the 

Article 14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can play a great role. To support 

decision makings of those parties with disabilities in the court proceeding, 

it is very important to transmit, explain, and facilitate their expressions and 

intentions to other parties and courts who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what parties with disabilities have expresse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disabilities. In that sense, the pleading assistants of Article 

143-2 of Civil Procedure Act should be experts with neutral position. That 

being said, the Civil Procedure Rules Article 30-2, which is supposed to 

make concrete the role, allowance of their attendance and position of those 

assistants, degrades their role and position, rather than ensuring their expertise 

and neutrality, to that of pleading assista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 by providing that the transmission and explanation acts of pleading 

assistants can be cancelled promptly by those parties with disabilities and 

so on. This provision neglects the objective ratio legis of Article 14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put the very provision just after the Article 

of Interpretation, which requires expertise and neutra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ivil Procedure Rules should be revised 

to the direction that the pleading assistants shall play a neutral role to transmit, 

explain, and facilitate the expressions of those partie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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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의사능력(Mental Capacity to Make Decisions), 소송능력(Legal Capacity to 

Litigate), 변론능력(Capacity to Plead in Civil Proceedings), 절차보조

(Pleading Assistance),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

Ⅰ. 문제제기

가. 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3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 금치산자는 소송

무능력자였으며,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

이 아닌 한 한정치산자도 소송무능력자였다. 또한 의사무능력자 역시 판례

에 의해 소송무능력자로 인정되었다.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당연 무

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소송에서도 위 제51조에 따라 소송무능력자

로 인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금치산자는 의사무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무능력자이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수준의 행위무능력자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행위 무능력자였다. 

그러나 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스스

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민법 제10조 제2항), 동의권이 

유보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행위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피

특정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게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는 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소송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에서는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근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적장애인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의 하나였다.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배당이의나 그 후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소송무능력자로 보았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그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배당이의의 소를 법정대리하였기 때문에 소송행위의 무효라는 흠결이 소급하여 치유되었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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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들은 제한행위능력자는 아니지만, 특정의 사안에 대해 의사무능

력일 수 있다. 종전 같으면 행위무능력자라고 쉽게 인정되었던 피성년후견

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의사능력만 있다면 법률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민법 개정에 이후 소송능력 규정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실체법학자 및 소송법학자 양측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2) 위 법

률 141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민법의 의사능력과 제한행위능력의 개

념을 그대로 소송능력, 소송무능력 개념에 적용하였다. 동법 제55조가 대표

적인 예이다.3) 한편 민법에 의한 제한행위능력자는 아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굳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소송법 제62조의2).4)

나.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과 별개로 변론능력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44조).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

2) 민법학자의 논문으로는 김형석,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해석론과 

입법론,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2013.3), 41면 이하; 제철웅, 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법적지위, 법학논총 제31집 3호(2014.9), 115면 이하 등 참조. 소송법학자

의 논문으로는 김도훈,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2014.1), 122면 이하; 김상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

상의 소송능력 등, 강원법학 제41권(2014.2), 267면 이하; ; 정선주,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2014.5), 41면 이하 등 참조.

3) 제55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도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무능력자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동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 

역시 동의권이 유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무능력자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동

조 제2항). 

4) 개정 민사소송법의 특징에 관하여는 김경욱, 2015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민사소송 제19권 제2호((2015.11), 9면 이하; 제철웅, 고령자·장애인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본 개정 민사소송법의 특징, 민사소송 제19권 제2호(2015.11), 8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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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현행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진술보조)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

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

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55조, 제62

조, 제62조의2), 변론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는 등의 소송

행위를 할 경우 변론을 금지시키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

리하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144조).5) 이와 관련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은 

변론무능력자는 아니지만 연령, 장애, 질병 기타 유사한 사유로 진술에 어

려움이 있는 자는 진술보조를 할 사람(이하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이는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변론에서의 의사능력 발휘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재판절

차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신설개정안은 법무부 초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후 대법원은 동법 제143조 제3항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5) 그런데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을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변론능력과 의사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론적 설명이 명확하지는 않다. 김홍엽, 민사소송법, 

163면 이하;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50면 이하에서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능력은 모든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변론능력은 변론기일에 법원과의 관계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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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진술 보조)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

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진술보조인 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제한행위능력 제도는 동의권 유보 

없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축소되었

고,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은 즉각적으로 대체의사결정제도(특히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전환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6)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6)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관한 일반평석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행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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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또한 장애, 질

병, 고령 등으로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들을 의사무능력의 사안과 

구분할 필요성도 점차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소송행위 무능력의 판단에서도 의사무능력 유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특히 소의 제기 및 응소 등에 관한 의사능력은 있

지만, 질병, 장애 등으로 진술이라는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지만 변론무능

력은 아닌 사안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양자의 경계가 유동적일 것이므로, 

질병, 장애 등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변론무능력자로 판단하

기 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 글은 이 과제

의 수행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다룬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사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의 의미가 구체적으

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위 규정의 취지를 확인한 후, 이 규정을 구체화한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가 과연 동조의 객관적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7)

제한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라고 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협약국들은 

후견제도에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제철웅, 성년후

견과 지속적 대리, 법조 722호(2017.4), 100면 이하; 박인환,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28월 3호

(2014.11), 171면 이하 참조. 

7) 김경욱(위 주 4), 44면 이하에서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과정에 참여한 학자의 주관적 입법취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진술보조’ 규정의 객관적 입법취지를 분석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 또한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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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 법에서의 의사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에 관한 규율

1. 실체법의 규율

가. 민법상의 의사능력과 법률에 의한 법률행위 능력의 제한

(1) 법률행위 및 준 법률행위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법률효과의 성립에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청약과 승낙, 동의, 최고 등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 등이 그 예이다. 이 때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

해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8) 이를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민법

에서 직접 정의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103조 내지 제113조에서 전제하고 있

다.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도

록 한 민법 제9조 내지 제17조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간접

적으로도 증명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의사능력 개념을 민사법의 기본

개념으로 인정한다. 즉,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

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

지는 지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

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

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

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9) 

8) 가령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민법 제139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9)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대판 2009.1.15., 2008다58367; 대판 

2006.9.22., 2006다29358; 대판 2002.10.11., 2001다10113 등 다수의 판결 참조. 가령 

대출거래약정이나 근저당설정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일상적인 의미를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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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고 있다.10) 그렇지만 위 대법원 판결을 실마리로 그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가령 단순한 의사표시(소액의 급부, 신체침해를 거의 수반하지 않는 

간단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복잡

한 의사표시(고액의 급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

위에 대한 동의 등)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을 수 있고, 1회적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연속적인 일련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

는 의사능력은 없을 수 있을 것이다.11) 또한 특정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해서, 매도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는 변

제제공과 최고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그 이후에도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없다. 알콜, 약물,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의사능력의 유무는 이를 판단하여야 할 

특정의 시점과 상황, 표시하여야 할 의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후술하

겠지만 영국 보통법과 유사하게, 의사능력 유무는 개별 법률행위마다 판단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의사능력의 개념지표의 하나인 ‘합리적 판단’도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특정한 의사표시의 유무에 수반하는 위험성이 통상

의 사람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A라

는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그 부동산을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의 호

가보다 저가로 일찍 매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시기를 더 기다려 호가

수 있기 때문에(가령 대출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 등) 

그 법률적 효과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0) 대표적 주석서의 하나인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I, 237면 이하(양삼승 집필부분)의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을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는 이상의 설명은 없다는 

것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

11) 가령 Sheffield City Council v. E and another [2004] EWHC 2008.para. 39에서 Munby 

법관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에 관하여도 동일한 논리를 경험칙에 근거하여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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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맞게 매도하되 그 사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각각의 결정에 모두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비합리적이라

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 합리성의 판단에서 동기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유흥비 또는 도박자금의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를 보자. 그 동기는 비합리적이지만 매매의 

의사표시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통해 실패를 맛보며 성장하기 때문에 표의자의 인생이라는 긴 안목에서 

보면 특정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을 동기로 법률행위를 했다

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를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결국 의사능력 유무는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의 사실적, 법률적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 의사표시가 있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합리성의 기준이 작동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12)

(2) 법률에 의한 의사능력의 제한

의사표시의 사실적 및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의사능

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연령,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

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

다. 이를 행위능력의 제한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행위능

력자라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이 점이 우리 법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관계가 독일 법의 그것과 다른 부분이다. 제한행위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 동의권이 유보된 피한정후견인 등이 있다. 이들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

정대리인(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권이 유보된 경우의 한정

12)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그 의미를 이해하였는지 유무에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언급한, 동기의 비합리성을 포함하여, 그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무효화시키거나 취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3조 내지 제110조가 그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제철웅✀143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민법 제5조 내지 제17조). 

나. 공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1) 공법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

민법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가령 사회보장법상의 청구권도 개인적 

공법상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성인인 수급권자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13) 이런 공법상의 청구권 이외에도 공법상의 법

률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인(私人)의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신청행

위가 그 예이다. 이런 ‘신청’이라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

력이 있는지 유무에 관하여 공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법의 의사능력의 기준이 공법상의 의사능력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14)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행정법관계의 성립 요소로 삼을 때, 그 

때 필요한 의사능력의 판단기준은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것이 없다면 공법행

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형식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법상의 

신청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는 자신이 하는 신청의 의미와 그 신청

으로 종국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법상의 법률효과가 무엇인지를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당해 공법상의 의사표시의 사실적 및 법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다면 당해 공법행위무능력자가 될 것이다. 

(2) 제한행위능력자와 공법행위 능력의 제한

가령 우리나라의 각종의 선거법은 민사법상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선거라

13)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법상의 신청행위 등의 행위능력 판단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ydell/Ruland, Sozialrechtshandbuch 3.Aufl., 

8 Rn. 59 ff. 참조. 

14) 행정법관계에서도 민사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며, 공법행위를 할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도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행정법학자의 견해이다. 가령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5판, 114면 이하, 201면 이하; 

홍준형, 행정법, 9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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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자로 간주하고 있다(가령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민법 부칙 (제10429호) 제2조 제2항 참조).15) 그 점에

서는 피성년후견인은 공법상의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

타의 공법 관련 규정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때 

피성년후견인은 공법상의 법률효과의 형성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

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인가? 가령 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면 그 한도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은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다면 그 범위의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10조 제1항). 이를 반대해

석하면 피한정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 공법상의 의사표시

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성년후견인은 공법상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제한행위능력자로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민법상의 제한행위능력자 제도

를 통해 공법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2. 소송법의 규율

가.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특정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인(私人)이 소

를 제기한 때, 그 법률효과의 형성에 양 당사자는 1회적이지 않은, 연속적인 

수다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소의 제기와 응소와 같은 소송관계의 개시에 

필요한 의사표시, 변론과정에서의 각종의 진술과 신청(변론준비서면의 제출

을 포함), 청구의 인낙, 포기, 화해와 같이 소송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15) 이런 조항을 결격조항이라고 하지만, 이 사유는 형의 확정 등 여타의 결격사유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자의 사유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라는 것에 근거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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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의사표시를 통해 비로소 법률관계의 종국적 형성이라는 법률효

과가 성립할 수 있다.16) 이런 일련의 의사표시를 할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

부에도 민사법의 의사능력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으로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17))은 소송절차상의 합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사법

상의 의사능력 기준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거나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간주된 자(제한행위능력자)가 한 

소의 제기와 응소, 청구의 인낙과 포기,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고, 대신 

법정대리인이나(민사소송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한 준용)) 특별

대리인이 이를 대리하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한 준용). 

다른 한편 소의 제기와 응소를 할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변론과정에서의 

각종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 즉 변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4조에서는 진술금지를 명령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변론절차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두 유형의 규정으로부터 다음 세 가지의 명제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변론과정에서의 진술이라는 의사표시에는 소의 제기, 응소에 필요한 의사표

시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변론과정

에서의 진술을 위해서도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거나, 

이들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

는 또한 의사능력의 판단기준에도 부합한다. 소의 제기, 응소에 필요한 의

사능력은 자신에게 특정의 권리가 있다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6) 물론 이런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소송법상 또는 실체법상으로도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소의 제기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그에 

관해서는 가령 김홍엽, 민사소송법, 466면 이하; 이시윤, 민사소송법, 150면 이하 참조. 

17) 행정소송법에서 소송능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데, 행정법학계에서도 

행정소송능력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 제8조로 인해 준용될 수 있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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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그것을 확인받으려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위

한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18) 반면 자신에게 권리가 있거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

식),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의 제시 등은 훨씬 복잡할 뿐 아니라 

일련의 의사표시를 수반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의사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1급 또는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이 임금을 

받지 않고 수 십 년간 근로하였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할 때(대표적인 

예가 신안염전피해자들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직원의 알기 쉽게 하는 설명을 통해 밀린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받고 싶

고, 법원에서 자신의 이런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소를 

제기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숫자, 날짜, 시간 개념이 거

의 없다면 근로하게 된 계기와 사용자와의 관계(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기

간, 근로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진술하지 못할 

것이다. 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조력으로 

치료비와 일실손해금,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자신의 이런 권

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소 제기 의사능력의 

존재), 날짜와 시간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증명에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를 제대로 인

식하고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법률규정 형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

받은 재산(특히 용돈)의 범위에서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

법 제6조는 이 경우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만, 

18) 소송능력의 개념을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독일 민사소송법 제52조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는 소제기, 응소, 청구인낙, 포기, 화해 등 소송물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령 스위스의 소송능력 개념에 

대해서는 Staehelin/Schweizer, in Sutter-Somm/Hasenböhler/Leuenberger, ZPO 

Komm., 3.A., Art. 67 Rn. 3 참조. 영국의 소송능력 개념에 대해서는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nd the Law Society, Assessment of Mental Capacity, 3rd edition, 

pp.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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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의 경우에는 경험칙의 범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였다

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을 구분하고, 다른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소의 제기나 응

소에 필요한 의사표시보다는 변론과정에서의 진술에 필요한 의사표시에 더 

높은 수준의 의사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소송능력과 구분되는 변론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

로 민사소송법 제144조에서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

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명제도 도출할 수 있다. 소를 제기

하거나 응소할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무효이지만, 

변론능력이 없는 자가 한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동조

가 전제하기 때문이다. 

셋째, 청구의 인낙, 포기, 재판상 화해도 소의 제기나 응소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만 1회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변론과정에

서의 진술보다는 낮은 수준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명제도 도

출할 수 있다. 변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청구의 인낙, 포기, 재판상 화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에 필

요한 의사능력은 변론행위에서의 의사능력보다는 낮은 수준이어도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였을 것이다. 물론 의사능력의 일반원

칙에 따라, 청구의 인낙, 포기, 재판상 화해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모

두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변론능력19)이란 소의 제기, 응소, 청구의 인낙, 포기, 재판상 화해

와 관련되지 않은 여타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20) 

19) 변론능력의 의의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김홍엽, 민사소송법, 170면 이하; 이시윤, 민사소

송법, 156면 이하 참조. 

20) 스위스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능력(Prozessfähigkeit)와 변론능력(Postulationsfähikeit)

를 구분한 후, 전자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변론능력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처럼 변론에서의 진술, 서면제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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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소송법에서의 소송능력과 변론능력

범죄로 인해 형벌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부터 공판의 전 절

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 등 일련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대한 판단기

준 역시 민사법상의 기준과 다를 수 없다.21)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

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제26조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

는 의사능력에 관하여 독자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능력의 유무는 전적으로 의사능력을 기준

으로 하며, 설사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

다고 한다.22)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

이 있으면 소송능력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절차와는 

차이가 있다.23) 

한편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24)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

구두진술, 재판상 화해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Staehelin/ 

Schweizer, in Sutter-Somm/Hasenböhler/Leuenberger(위 주 14), Art. 67 Rn. 3 ff. 

참조. 변론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9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법원에서 명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144조와 유사하다. 

2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735면 참조. 거기서는 자연적 의사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사법에서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요구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한적 행위능력(또는 금치산자제도 하의 행위무능력), 의사능력이라

는 양 개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위 글에서 말하는 자연적 의사능력은 민사법상의 

의사능력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할 것이다.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11.19.선고, 2009도6058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23) 이에 관해서는 신동운(위 주 21), 735면 참조. 

24) 형사소송절차의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제한행위능력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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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사소송법 제26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

여 그가 소송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조).25)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민법 제144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의 변론무능력 개념을 별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 점에서 

소송능력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충분하다.26)

Ⅲ.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으로 변론에서의 진술 등이 어려운 경우의 법적 규율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능력이 없으나 소 제기나 응소를 할 의사능력이 

있다면 제한능력자가 아닌 당사자는 스스로 유효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응

소할 수 있다.27) 위 II에서 언급하였듯이 소 제기 및 응소의 의사능력의 정

도가 대폭 낮아진다면, 연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재판절차참여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특히 변론능력과 변론무

능력의 경계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의사능력이 수사 및 

공판절차 개시요건이 아니며 변론에서의 의사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당사자의 진술의 보조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

에서의 지원을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대륙법과 보통법의 대표적 국가 중의 

해서 소송능력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가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등 참조.

25) 이 때의 법정대리인이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일 경우, 형사소송절

차에서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을 따로 수여받지 않았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26) 대신 형사소송법 제387조에서는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변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변론능력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다. 이는 변론에서 진술할 의사능

력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27) 다만 소 제기, 응소에 관하여 의사무능력으로 되기 이전에 유효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여전히 유효한 대리인이 된다. 이는 본인의 의사무능력이 

대리권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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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독일과 영국에서는 소 제기 및 응소, 변론에서의 진술의 의사능력을 

각기 어떻게 규율하고, 의사능력이 없거나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

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살펴본다. 

1.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

가. 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절차의 전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를 부인하지만 날짜나 시간개념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인지

능력이 손상이 있어서 범죄부인에 필요한 근거를 인식하여 진술할 의사능

력이 없는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사소송법 제144조와 달리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진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나. 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절차의 전 과정에서 진술에 어려움

이 있는 경우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의사능력의 발휘, 즉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8)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의

사표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제공된다.

(1) 보조인 제도

형사소송법 제29조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족과 형제자매가 보조인이 될 수 있게 하며(제1항),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제2

28) 신동운(위 주 21), 736면에서는 이를 소송능력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387조의 

변론능력과는 구분한다. 반면 백형구/박일환/김희옥 대표편집, 주석 형사소송법(I), 

122면(성지용 집필부분)에서는 변론능력을 민사소송절차에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87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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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보조인을 통해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의사표시

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판제기 전에 하는 신고는 피의자를 위한 특별대리

인 선임신청과 마찬가지로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

규칙 제10조, 제11조).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

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4항).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볼 때 보조인이 한 소송행위가 그

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즉시 철회할 수 있다. 즉, 보조인은 

소송행위의 대리인과 유사하게 독립대리권을 가지지만, 변호인과는 달리 피

의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29)

한편 장애인의 경우 특별법으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발달장

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

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

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른 한편 고령, 장애 등이 있는 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조

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제1항은 ‘학대받은 노인

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

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6 제1항도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

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9) 백형구/박일환/김희옥 대표편집(위 주 28); 신동운(위 주 21), 1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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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진술조

력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기 위

한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관계의 확

정이라는 법률효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표시인데, 그 의사표시를 하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의 진술을 조력하도록 하는 제도가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

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

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동조 제3항),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

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

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동조 제5항).

또한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

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

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제1항).30)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

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30) 동법 제30조 제6항은 동법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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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진술조력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중립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위 대법원 규칙에서는 

진술조력인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

인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성폭력범

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3)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

달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

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

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을 위해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를 두고 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으로 이

를 결정한다(동조 제1항).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

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형

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이들의 역할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보조

인의 역할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즉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작게는 피고

인의 심리적 안정에서부터, 크게는 심문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 즉 위 2)의 진술조력인의 중개행위나 보조에 

근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

기 때문에(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3항), 심문취지를 설명하거나 피고인

이 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도 재판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가 없이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신뢰관계인은 진술조력인과 달리 중립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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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은 아니다.31)

한편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의무화시킨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법원은 발달장

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수사절차에서도 필수요소가 되기도 한다. 발달장애

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신문할 때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

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3항). 

다른 한편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신뢰관계인 동석, 노인복지법 제

39조의8 제2항, 제3항의 신뢰관계인의 동석,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제2

항, 제3항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이 그 예이다.

2. 독  일

가. 민사소송법 

(1) 의사무능력과 소송무능력

독일은 의사능력을 행위능력의 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의사능력 대신 통

31)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지만 하급심 

판결들은 그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기도 한다. 가령 서울고등법원 

2016노3140 등 참조. 한편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10.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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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32) 본인이 현재 또는 가까

운 장래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에 필요한 행위능력이 없을 때 후견(Betreuung)을 개시하도록 한다(독

일 민법 제1896조). 본인이 행위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할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지속적 대리권을 부여하였다면(장래대리

권=Vorsorgevollmacht), 특별한 필요성이 없으면 후견을 개시하지 않는

다.33)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후견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필요성의 원칙) 또 임의대리인이 없는 경우 개시하기 때문이다(보충성의 

원칙). 

독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항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와 유사하게,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

이 없다면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행위능력의 

요소이므로, 소송능력의 유무만이 문제된다. 한편 동법 제52조에서는 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4) ‘계약을 체결할 

32) 독일 민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능력(Willensfähigkeit)을 행위능력(Handlungsfähigkeit 

또는 Geschaftsfähigkeit)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한다. 용어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은 

Staudinger/Hans-Georg Knothe, Vorbem zu §§ 104-115 Rn. 1 ff. 참조. 독일 민법 

제104조 제2호는 행위무능력Geschäftsunfähigkeit) 사유의 하나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배제하는, 정신활동의 질병적 장애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것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의사무능력은 행위무능력 판단의 한 요소로 취급되는 셈이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사능력 유무 판단의 기준은 위 주 9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그것과 유사하다. 한편 오늘날 정신의학 및 심리학에서 일시적, 부분적 의사무능력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부분적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부분적 행위무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판례와 학계에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가령 Staudinger/ 

Hans-George Knothe, § 104 Rn. 12 ff. 참조. 

33) Musielak/Weth, Zivilprozessordnung 8. Aufl., § 51 Rn. 13a ff. 참조. 

34) 독자적으로 당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여야 소송능력자라고 하기 때문에 동의권이 

유보된 피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미성년자는 

그 계약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소송무능력자로 취급된다. Musielak/Weth(위 주 33), 

§ 52 Rn.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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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의사능력’은 소의 제기 및 응소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는 구분될 

수 있다. 독일에서의 의사능력 이론은 법률행위 대상별로 의사무능력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단일 법률행위 내에서 의사능력과 의사무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독일의 다수설은 단순한 계약에 

관한 소송능력은 있지만, 복잡한 계약에 관한 소송능력은 없을 수 있다는 

소위 대상별 소송무능력(gegenständliche beschränkte Prozessunfähigkeit) 

개념은 인정하지만, 특정 소송절차 내에서 복잡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소

송능력이 없고, 단순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는 상대적 소송무

능력 개념(relative beschränkte Prozessunfähigkeit)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35) 

한편 동법 제52조에 따라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원고일 때에는 법정대리

인인 후견인이, 피고인일 때에는 그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후견인이 없다면 

특별대리인이 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독일 민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다른 한편 독일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에게 소송능력이 있더라

도,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후견인(Betreuer)이나 보좌인(Pfleger)

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은 소송무능력자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

53조).

(2) 고령, 질병, 장애 등에 기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독일 민사소송법 제78조는 지방법원(Landesgericht) 또는 고등법원

(Oberlandesgerchit), 연방법원(Bundesgericht)에서의 소송은 변호사로 하

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36)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위

에서 언급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도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

35) Musielak/Weth(위 주 33), § 52 Rn. 5. 참조. 

36) 구법원이 관할인 소송은 본인이 수행할 수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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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4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독일 민사소송법 제90조는 당사자가 보조인과 같이 변론기일에 출

석할 수 있도록 한다(동조 제1항 제1문). 당사자 소송이 가능한 절차에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그 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의 해명에 도움이 되고 개

별 사안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 이외의 자를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 보조인의 진술은 당사자가 한 진술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당사

자는 즉시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보조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당

사자(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가 언제든지 그를 동반하여 변론기일에 출

석할 수 있고, 당사자가 법정을 떠나면 보조인의 진술은 아무런 효력도 없

다. 또한 그의 진술은 구두진술에 한정된다.37) 그 점에서 보조인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

나, 대리인은 아니다.

나. 가사비송사건절차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에서는 특히 후견 및 격리시설 등에

의 비자의입소 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건본인인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는

지와 무관하게 소송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275조, 제

316조).38) 대신 당사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은 절차보조인(Verfahrenspfleger)을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276조, 제

317조).39)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본인에 대

한 직접 심문을 배제하는 경우이거나(동법 제276조 제1항, 제317조 제1항), 

본인의 모든 사무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인의 권한을 피후견인

37) Musielak/Weth(위 주 33), § 90 Rn. 5 참조.

38) 이에 대해 개략적인 것은 Jürgens/Lesting/Marschner/Winterstein, Betreuungsrecht 

Kompakt, 7. Aufl., Rn. 384 f. 참조. 

39) 독일 민사소송법과 달리 절차보조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무능력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Jürgens/Lesting/Marschner/Winterstein(위 주 38), Rn. 387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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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사무범위로 확장하는 경우 가 그 예이다(동법 제276조 제1항). 절

차보조인은 무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연인을 우선하지만 적절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 절차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한편 의료적 강제조치나 그 명령에는 절차보좌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

다(동법 제317조 제1항). 절차보좌인은 당사자와 별도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03조, 제335조). 

3. 영  국

가. 보통법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영국 보통법

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결정해야 할 사안별((issue-specific)

로 판단한다. Mastermann-Lister v. Brutton & Co [2002] EWCA Civ. 1889에

서 Kennedy L.J.는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전제한 후,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

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조력을 필요

하는 문제가 있음을 본인이 알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조언자를 

찾아 그의 조언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자신이 

취득한 조언을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당해 사건에서 요구되는 법률

전문가 또는 여타 분야 전문가들의 적절한 설명의 도움을 받아 소송절차에

서 자신의 의사결정 또는 동의가 필요한 쟁점(the issues)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소 제기나 응소에 필

요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송을 통해 확보할 재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 즉 후자에 

관한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전자에 관한 의사능력이 있을 수 있다.40) 

40) 이는 위 주 20의 스위스 민사소송법과 유사하며, 독일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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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나 응소를 해야 할 사항을 이해한다면 굳이 소송후견인(litigation 

friend)를 선임할 이유가 없이 본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결정할 

사항에 관한 정보를 넓은 의미로, 그리고 단순한 용어(in broad terms and 

simple language)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한 사람이 내린 결정이 통상의 주

의를 가진 사람이 내린 결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에 대한 의사능

력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Saulle v. Nouvet [2007] EWHC 2902 (QB) 사건에서는 지적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는 원고가 이전 소송절차에서 한 화해가 의사무능력상태에서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판사는 먼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결정에 관하여 의사무능력자

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먼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

는지,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필요한 보조수단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

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의 

적절한 조언이 있었고 그에 기반하여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합리적

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정신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상의 규정

2007년부터 시행된 2005년의 정신능력법 제1조 제2항은 성인은 의사능

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

여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을 의사무능력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합리

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동

조 제3항).41) 또한 그의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무능력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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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동조 제4항). 

한편 의사무능력 여부는 결정할 사항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두 단계를 거친다.42) 첫째, 동법 제2조 제1항은 특정 시점에서 뇌 또는 정

신상의 장애나 손상으로 특정 시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

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사안에서 의사무능력자라고 정의한다. 의사무능력은 

그의 연령, 외관,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능력에 대해 정당하지 않게 추

정하게 만드는 그의 행동 또는 행동의 어떤 요소만을 근거로 입증될 수는 

없다고 한다(동조 제2항). 

둘째,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정과 관련된 정보43)를 이해할 

수 없거나, 제공된 정보를 결정의 시점까지 보유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 과

정의 일환으로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형량할 수 없거나, 자신이 한 결

정을 구술, 수화 언어, 여타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것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쉬운 언어나 영상이나 그림, 여

타의 수단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없

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2항). 또한 제공된 정보를 단기간만 보유할 

수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보유력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동조 제3항). 

정신능력법의 절차법인 the Court of Protection Rules 2007은 위 규정에 

입각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후견 관련 사건의 사건본인이 되거나 당사

자가 된 경우 소송후견인(litigation friend)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부). 이 때 의사능력이 없는지 여부는 정신능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소송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물에 관하여도 의사능력

을 회복하면 소를 종료하게 하고(위 규칙 제148조), 소송물에 관하여는 의

41) 정신능력법의 실무지침서(Code of Practice)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합리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관은 Ashton, the Court 

of Protection Practice 2010, pp. 82 참조.

42) Ashtopn(위 주 41), pp. 89 참조.

43) 그 정보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저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동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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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력을 회복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하면 보호법원(the Court of Protection)은 결정으로 소송후견인의 활동을 

종료시키고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한다(위 규칙 제147조).

다. 민사소송법에서의 의사무능력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규

칙(Civil Procedure Rules) 제21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은 위 정신능력법에서 정의한 바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소송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

금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한다. 그런데 소송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하여할 의사표시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고, 이를 바탕으

로 그가 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만 한다.44) 의사무능력

이라 판단하여 소송후견인(litigation friend)을 선임하였더라도45) 당해 절차

에서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의사능력을 다시 회복하였다면 소송

후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46)

4. 소  결

독일은 소 제기 및 응소에 필요한 소송능력과 진술에서의 소송능력을 구

분하지 않지만,47) 영국은 각종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개별적으

로 판단하지만 진술에서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144조와 

44) 가령 Muarice Kay, Blackstone’s Civil Practice, pp. 221 참조. 

45) 영국법의 소송후견인 제도의 개관은 제철웅(위 주 2), 133면 이하 참조. 

46) 민사소송규칙 21.9(2) 이에 대해서는 Maurice Kay(위 주 44), p. 225 참조.

47) 이 점에서 주 20에서 언급한 스위스의 민사소송절차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능력과 달리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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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소송후견인(litigation friend)이 이를 

대리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의사능력을 회복하면 소송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능력은 있으나 의사표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독일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보조인을 통해 소

송행위를 사실상 대행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사표시를 조력하

는 수단을 둘 필요성이 그만큼 적다. 반면 영국은 민사소송규칙(the Civil 

Procedure Rules (Amendment) 2007)에서 2005년의 정신능력법상의 의사

무능력 판단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당사

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를 둘 필요가 없이 보편

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변호사강제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국처럼 재판절차 일반에서 의사표시에 어

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48) 연령, 질병, 

장애 등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진술을 지원하기 위해 형사소

송절차에서처럼 특별한 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있다. 

Ⅳ.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인의 취지와 민사소송

규칙 제30조의2의 문제점

1. 진술보조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는 통역에 관한 규정인 제143조에 이어 위치하고 

있다. 그 취지는 독일 민법상의 보조나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보조처럼 제한

된 범위에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

는 당사자를 지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관계나 전문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변론과정에서의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의 의사표시를 이해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에 의한 지원

48) 이는 국가재정, 재판절차 운영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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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9) 여기에 근접한 제도가 성폭력 범죄의 피

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이다. 물론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수단

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연령, 질병, 장애 등에 기인한 정신

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력 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되었을 수 있으

며, 마찬가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는 원고일 수 있

다. 그렇다면 진술조력인 제도를 민사소송절차에 도입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셈이다. 또한 진술보조가 소의 제기나 응소를 할 의사능력이 있고, 변론

능력이 없는 것도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때 중요한 것은 장애, 질병, 

연령 등의 특성에 둔감한 여타의 재판관계자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당사자

의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당사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도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하게 규율하려는 취지였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에서 진술보조인의 역할을 첫째,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둘째,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로 정한 것은 진술조력

인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2.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규정의 문제점

가. 진술보조인의 범위의 협소성

그런데 위 대법원 규칙은 진술보조를 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보조인 규

49)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본 진술보조제도 도입의 배경은 

김경욱(위 주 4), 44-49면 참조. 주목할 것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이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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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형사소송법 제29조에 근접하게 규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진술보조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유사하게 함으로써 연령, 질병, 장애 등에 기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위한 보호가 매우 취약

해졌다. 고령자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질병, 장애가 있는 당사

자의 경우 가까운 가족이 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가족 등이 이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당

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

람 역시 장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의 특성과 언어, 소통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이 있는 사람이 위 규칙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관계가 없거나 기존의 신

뢰관계가 미리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

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자신의 특성이

나 언어나 소통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 대법원 규칙의 진술보조인의는 인적 범위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50)

50) 법무부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에서는 장애 등에 전문성 있는 중립적 

기관의 직원 등을 진술보조인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는 김경욱(위 주 4), 47면 이하 참조. 그러나 김경욱(위 주 4), 47면에서 ‘진술보조를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진술을 조력하는 역할’로 보는 것은 부수적 효과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이 제도의 목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규정의 위치도 통역에 이어서 있다는 

점, 입법과정에서도 진술조력인 제도가 주로 참고되었기 때문에 진술보조의 역할을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처럼 중개행위와 설명행위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중개행

위와 설명행위는 장애 당사자를 잘 안다든지, 또는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그의 

진술의 의미를 전달하고, 다른 소송관계자의 진술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당사자를 지지하거나 그의 소송상의 지위를 유리하게 할 목적을 가진 

형사소송법상의 보조제도나 신뢰관계자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심리적 

안정상태에서의 진술을 조력하는 것은 부수효과일 수는 있을지언정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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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술보조를 하는 자의 역할상의 문제점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3항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

과 동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술보조인은 중개행위와 설명행위

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 규칙은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보조만 규정하고 있으

나, 변론준비기일, 증거조사기일, 화해기일 등에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술보조인의 중개행위나 설명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 또는 의사

표시 수령을 대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진술보조인의 위 행위는 당

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잘 설명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행

위나 설명행위를 잘못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흠결이 있는 것이어서 그 중개

행위나 설명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은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

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인이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부분은 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중개행위나 설명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진술보조인에 의해 중개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로 간주되지도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나름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지도 않고, 자신의 의사

표시를 대리하는 것도 아닌 중개된 자신의 의사표시를 당사자가 취소하거

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 다른 한편 진술보조인이 전달한 의사표시가 자신의 

의사표시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당사자는 잘못된 중개행위를 한 

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신청하고, 그를 해임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술을 조력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취소나 경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간주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진술보조를 하는 자의 역할과 논리적으

로 맞지 않다. 진술보조인의 중개행위는 전문적 의견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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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다. 진술보조인의 선임절차상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는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

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

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있

으면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당해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 진술조력

인은 중립적 지위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자의 의사

표시를 중개하거나 의사표시를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중

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것이다.51) 

그런데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는 진술조력을 할 수 있는 자의 선임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일임하였다. 당사자는 위임, 고용 등등의 관계로 진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다. 과연 선임을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일임할 필요가 있었을까? 민

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함께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3항에서는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

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선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

을 수도 있지만, 법원의 허가절차를 ‘법원에서 자격을 정한 진술조력인과 함

51) 여기서 ‘중립적’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처럼 당사자를 지원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당사자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즉 장애 없는 소송관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의사표시

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이나 제276조의2 등의 신뢰관계인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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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 자체를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석하

고 관련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진술보조인의 지원을 받는 것

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면,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전문가 중에서 법원에서 선정

하여 같이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립성 있는 전문성 있는 자 중에서 본인이 

선정하여 그 자와 같이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허가신청을 하게 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Ⅴ. 결  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영향 하에 제한행위능력자 제도가 쇠퇴될

수록, 소송무능력 여부는 의사무능력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이 때 우리 민

사소송법은 소 제기나 응소능력은 당해 소송물의 관리나 처분능력보다 낮

은 수준의 의사능력으로도 충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 등이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에 의한 대리 없이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독자

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때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진술의 의미가 제

대로 전달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2조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소송절차에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

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의 진술이 상

대방을 포함한 소송관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

애, 연령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그 진술의 의미를 중개하고, 

동시에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진술보조는 전문성에 기

반한 중립적인 역할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규칙 제30조

의2는 진술보조인의 기능은 여기에 맞추어 하였지만, 그의 지위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진술보조를 하는 자의 행위를 즉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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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보조인에 근접한 지위로 변

형시켰다. 진술보조인의 자격 범위를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에 가장 

가깝게 규율하였다는 것이다. 진술보조를 소송대리에 관한 규정에 두지 않

고, 통역에 관한 규정에 뒤 이어 규정한 것의 객관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 것이다. 향후 진술보조인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고령, 질병, 장애 있는 당사자의 표현과 진술 등을 이

해하기 어려운 여타의 소송관계자로 하여금 그의 진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하는 제도로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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