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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6S1A3A2924706). 이 논문은 2014년부터 수행한 필자의 ‘특별수요신탁제도’ 관련 연구

의 1단계를 마무리 짓는 성과물에 해당된다. 아래에서 인용할’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

요신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서 우리 학계에서는 최초로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장애인에게 왜 필요한지

를 설명하였고,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서는 현행법에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장애

인신탁-자본시장법상의 신탁이 아닌-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신탁사업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위 발달장애인신탁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들

의 욕구를 접하면서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6년에는 ‘미국의 특

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을 연구하였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7

년에는 ‘성년후견과 신탁’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의 이전 연구성과와 

실천활동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신탁을 특별수요신탁으로서 제도화하여 고령자와 장애인 일반이 폭

넓게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그 이론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가안으로서 입법안을 제시한다. 

필자의 종전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기에 종전 논문에서 썼던 필지의 표현이 일부 

동일하게 사용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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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재산관리의 측면에서 본 장애인, 고령자의 취약성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 

또는 시장경제질서 하의 성인들 중에는 치매,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사고 등으로 인해 의사결

정에 장애를 겪는 성인(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 한다)은, 안전한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의사결정이 사회생활에서

의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발달장애인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발달장애인은 타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하는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에

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1) 지속적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제공자는 대부분 동거하

는 사람일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전국 추정치 168,283명)의 경우 약 86,8%, 

자폐장애인(전국추정치 18,668명)의 약 89.7%가 동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

러나 동거인이 장년의 부모가 아닌 한, 또한 부모가 돌본다 하더라도, 그 돌봄은 취약할 수 있

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부모 아닌 여타의 친족 등일 경우에는 돌봄의 정도는 더 취약하

다. 한편 발달장애인 중 약 23,926 명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데, 그 거주시설은 소위 법인시

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

다. 아동 발달장애인도 거주시설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므로,2) 시설거주 

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성인이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가족이 있더라도,3) 1년에 1~2회 이상 

방문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족 돌봄이 없거나 매우 취약할 것이다.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서는, 만성정실질환자로서 정신요양시설에 있거나 정신병원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발달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모나 친족에 의한 돌봄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들

은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신안염전피해

자, 그 밖의 지역사회에서의 노동착취, 금전착취, 성적 착취, 시설에서의 금전횡령과 착취 등이 

 1)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가령 수단적 일생생활동작 중 물건사기, 금전관리 등의 영역에서 완전 자립하

여 생활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의 약 14.2%, 9.2%에 불과하고, 자폐장애인의 

경우 5.4%, 5.8%에 불과하다. 김성희 외,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255면.

 2) 2013년 보건복지부 시설유형별장애인수에 따르면, 아동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등록장애인 

중 시설거주자의 약 1.4%에 달하는데, 아동거주시설에 모두 아동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설거주 

성인 발달장애인은 약 23,59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 민법의 가족 개념은 2005년 민법 제779조의 개정을 통해, 확대가족인 가족(호주, 호주의 배

우자, 혈족, 기타 가에 입적한 자)으로부터 실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으로 축소되

었다. 이들은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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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이다. 빈곤한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공공부조를 강

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면 장애인 자신

을 위해 제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

활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최저수준에

서의 삶을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치매환자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문가의 충실한 자문을 얻을 능력 있는 고령층이라면 

치매나 고령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저하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판단능력이 가까운 미

래에 상실되거나 저하될 시점에서의 의사결정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격호 회

장 사태에서 보듯이 재력이나 학식이 있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여 의사결정능력 상실 또

는 쇠퇴라는 느닷없이 닥쳐올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치매가 악화되어 의사

능력이 쇠퇴하게 되면 비록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는 장애인보다 더 못

한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 신탁 기법과 재산관리의 특징

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한 신탁목적을 

위해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얻은 수익과 원본을 수익자에게 배분 또는 귀속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신탁법 제2조 참조). 신탁에는 위탁자-신탁자-수익자의 세 당사자가 개입한다. 

물론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자익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사람인 경

우(타익신탁)도 있다. 이처럼 수익자가 모두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게 한 경우를 사익신탁이

라 한다. 한편 공익을 위해 신탁한 것으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익

신탁이라 한다.4)

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로

부터의 공취에 대해서도 신탁재산이 보호되며(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개인적 재산으로부

터도 신탁재산은 독립되며(신탁법 제23조, 제24조), 동시에 재산보유자인 수탁자가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추급가능성도 보장한다(신탁법 제75조 이하). 나아가 국

가가 신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입5)함으로써 안전장치도 확보할 수도 있다.6) 

 4) 공익신탁의 개관은 김진우,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비교사법 제19권 1호, 1면 이하; 임채웅, 공익

신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70호(2015.3), 139면 이하 참조.

 5) 신탁법상의 신탁관리인제도(신탁법 제67조 이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종료(신탁법 제100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에 대해 감독 등을 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것(신

탁법 제105조) 등이 그 예이다. 신탁에 관하여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이하 참조).

 6) 위와 같은 관점에서 법인과 신탁의 기능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는 제철웅,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

능의 유사성과 적용범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민사법학 제36호(2007), 9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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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신탁이라는 법수단은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재산승계의 법적 수단인 상속의 보완 내지 대체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 등에 관한 논의가 적

지 않았다.7)

특정의 장애인을 위해 사익신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가 신탁선언을 통해 신탁을 설정하는 것, 유언으로 신탁을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신

탁법 제3조). 그 중 가장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통한 신탁설

정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재산을 장애인(=수익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맡긴다면 그 사람이 위탁자가 된다.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타인(=수탁자)의 관리·처분에 맡기

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목적의 달성에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장애인을 위

한 재산의 관리에 신탁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라든지, 위탁자와 그 친족, 또는 수익자의 친족 

등이 그 재산을 뺏어갈 가능성이 대부분 없어진다.8) 둘째,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장

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해 둘 경우, 그 장애인의 친족이나 이웃이 신탁재산을 뺏어 갈 수 

없게 되고, 장애인의 채권자로부터도 신탁재산이 보호되기 때문에 신탁에서 정한 목적이 장애

인의 일상생활, 요양, 치료의 목적 등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9) 셋째, 일단 신탁이 유효하게 설정된 후에는 위탁자나 수익자의 의

사능력이 없어지더라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나온 수익이나 원본을 애초에 위탁자가 지정한 

대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신탁재산은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위탁자나 수익자의 의사능력이 없어지더라도 신탁재산의 사용에 수익자의 욕구를 반영할 

참조.

 7) 신탁법의 개정 이후 재산승계제도로서 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여러 논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김재승,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증여세 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조세법연구 XVII-3, 42면 이하;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법학

논총 제31집 제1호, 65면 이하; 동,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34권(2006), 565면 이하 

등이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최수정,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민사법학 45-1호(2009.6), 492면 참조. 그러나 위

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거나(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 단독으로), 위탁자가 없어진 경우에

는 수익자가 단독으로 수탁자를 해임하여 신탁 업무를 중단시킴으로써(신탁법 제16조), 신탁재산을 

되찾아 갈 수 있다. 그 후 위탁자나 수익자의 친족들이 장애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신탁계약의 철회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수정, 위의 논문, 495면 참조.

 9) 다만 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채권자 또는 수익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가능성마저 봉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인데, 발

달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를 정당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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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수익자의 욕구 또는 욕구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수탁자에

게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신탁 역시 위험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수탁자가 그 재산을 횡령할 

가능성이다. 또 다른 위험은 장기간 지속되도록 설정한 신탁임에도 신탁계약의 내용에 그 사이

의 사정변경이 반영되도록 설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을 위한 장기간 

존속할 신탁의 경우 신탁설계의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 

3. 이 글의 목적

최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성년후견제도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후견제도의 한계가 부각되고,11) 후견제도를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보완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의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산관리의 측면에서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full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신탁제도 활용을 제안하는 주장도 있다.12) 이 

글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재산관리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약화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치료와 요양을 받으면서 가급적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할 뿐 아니라 이들이 최저한의 생활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합특별수요신탁(A Special Needs Pooled Trust)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집합특별수요신탁은 특히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로13)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활용될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폴이 이미 수 년에 걸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

신탁을 운영하다가 이를 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홍콩 역시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14) 국내에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3년 가까이 

발달장애인신탁을 운영해 옴으로써 발달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일반 및 고령자를 위한 집합

특별수요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입법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

10) 이런 목적의 신탁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발달장애인신탁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의 이론적 근거

나 신탁운영기법에 관하여는 제철웅,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법학논총 32집 4호

(2015.12), 425면 이하 참조.

1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2014), CRPD/C/GC/1, n. 28 이하 참조.

12) 제철웅, 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 가족법연구 제31권 2호(2017.7), 1 면 이하 

참조. 

13)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개관은 제철웅/최윤영,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

입 필요성, 비교사법 21권 3호(2014년 8월), 1166면 이하; 제철웅/김원태/김소희, 미국의 특별수

요신탁에 관한 일고찰, 원광법학 제32권 2호(2016.6), 153면 이하 참조. 

14) Lusina Ho, Unleashing the Potential of Trust law for the Elderly, in: Liber Amicorum 

Makoto Arai, pp.369에서는 장애인, 고령자의 일상생활이나 치료, 요양 목적의 집합특별수요신탁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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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한다. 아래에서는 여기서 제안할 집합특별수요신탁의 모델인 미국에서의 장애인을 위

한 집합특별수요신탁, 특히 미주리 주의 가족특별수요신탁과 한굮자폐인사랑협회에서 운영해 

온 발달장애인신탁의 내용을 조망함으로써(II) 이를 장애인만이 아니라 고령자로도 확대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 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제

안하고자 한다(III).

Ⅱ.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모델

1. 미국 미주리 주 가족특별수요신탁을 중심으로15) 

미국은 일찍부터 65세에 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 또는 수요 충족을 위해 신탁재

산 원본이나 수익(incomes)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신탁, 즉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s)제도를 이용해 왔다.16) 특별수요신탁에 포함된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은 의료보호

(medicaid)나 공공부조(public benefit) 자격부여 절차에서 수익자의 자산으로 산정되지 않음

으로써 수익자가 공공부조를 받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으로써도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17) 특별수요신탁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18) 그 중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

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여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집합

특별수요신탁이다. 집합 특별수요신탁(Pooled SNT)은 42 U.S.C. Section 1396p(d)(4)(C) 

15) 이 부분의 설명은 제철웅/김원태, 김소희,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 원광법학 32권 2호

(2016.6), 162면 이하, 특히 167면 이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거기에 집합수요신탁제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보완한 것이다. 

16)  특별수요신탁은 설정 당시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수익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K. Urbatsch, 

Administreing the California Special Needs Trust, pp. 27. 그러나 집합특별수요신탁은 65세 

이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이전에 대한 별도의 벌금(a transfer penalty)을 내야 한

다고 한다. Nadworny/Haddad, The Special Needs Planning Guide, p. 205. 

17) 특별수요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을 배분받더라도 공공부조(SSI)나 의료부조(Medicaid)를 받기 위해서

는 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직접 배분되지 않아야 한다. 수익자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어 그가 지출하는 것이 아

니라 수탁자가 직접 지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부조나 의료부조 수급자격 산정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공공부조가 감액될 수 있다. K. Urbatsch(위 주 16), pp. 32 참조. 

18) 미국 특별수요신탁의 개관은 제철웅/최윤영(위 주 13), 1166면 이하 참조. 1993년 연방법 개정 이

후 현행의 특별수요신탁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연방법상의 혜택을 받는 특별수요신탁은 자기출연 

특별수요신탁--(D)(4)(A)신탁--, 연금, 사회보장급여 기타 개인소득으로 신탁재산을 구성하고 수

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한 후 신탁재산에 잔여액이 있을 때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보호

(Medicaid)급여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인정되는 (D)(4)(B) 신탁, 집합특별수요신탁인 (D)(4)(C) 신

탁 세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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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인정되는 수익자 자신의 출연이나 제3자의 출연으로 설정되는 신탁으로 (d)(4)(c) 신탁

이라고도 한다. 주정부로부터 설립이 허가된 민간·비영리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19) 관리되

는 집합 SNT는 자산이 자산조사형 보조금(means test based supplementary benefit)의 수

급자격을 상실시킬 정도 이상이지만 (D)(4)(A)신탁의 설정 비용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장애

인20)에게 유용하다. 비용 절감을 위한 관리의 목적으로 다른 장애인들의 재산을 ‘결합’ 하

는 것이다.

그 주요 특징으로, ① 수익자의 계좌는 “자기출연”일수도 있고 “제3자 출연”21) 일수도 있다

는 점, ② 자기출연일 경우 수익자 자신이나 그 부모, 조부모22) 또는 후견인, 법원이 설정자가 

된다는 점, ③ 다수의 수익자가 있지만, 각각의 수익자가 집합신탁내에서 당해 수익자에 의하

거나 당해 수익자를 위한 집합신탁(master trust)으로 이전된 재산을 분별하는 개별적인 “서브 

계좌”를 가진다는 점,23) ④ 수탁자는 공공부조로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위한 추가적 수요를 위

하여서만 신탁재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익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수익자를 대

신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 ⑤ 수익자 사망시, 잔여 신탁재산은 주정부

(메디케이드)에 우선상환되거나 집합신탁의 다른 구성원을 위하여 비영리기관에 잔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24)

특별수요신탁 중 위 (D)(4)(A). (D)(4)(B)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자신이나 영리법인 기타 제3

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액의 재산만을 가진 사람은 특별수요신탁

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은행을 수탁자로 한 경우 수탁자의 보수를 지급

하기 어렵거나 신탁 관련 법을 잘 이해하는 수탁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25) 동시에 은행이 

요구하는 최소 신탁원본은 50만 달러 이상인데26) 그 정도의 재산을 장애자녀를 위하여 맡길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법률상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가령 개인 등이 수탁자인 

19) 대부분의 주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집합 특별수요신탁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발달장애인협회

(ARC) 같은 장애 인권단체나 루터 자선단체 같은 사회복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20) 42 U.S.C. Section 1382c(a)(3)에서 정의되고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21) 42 U.S.C. Section 1396p(d)(4)(C)는 자기출연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만, 주별로 제3자 출연의 경

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22) 부모 또는 조부모가 수익자인 장애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란 수익자에게 신탁설

정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이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K. Urbatsch(주 16), p. 29.

23) Sebastian V. Grassi, Jr., Estate PlanningEssentials for Special Needs Families, ACTEC 

big 10 regional Conference(Chicago, IL, December 6, 2008), p. 4. 

24) 42 U.S.C §1396p(d)(4)(C) (ⅳ) 에서 상환규정을 두고 있지만, 잔여신탁재산이 주정부 대신 집합

신탁의 다른 수익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d)(4)(A) 신탁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 

25) 특별수요신탁의 수탁자는 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의료부조나 공공부조를 

받으면서 신탁재산 원본과 수익을 수익자를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

기가 쉽지 않다. 수탁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개관은 K. Urbatsch(위 주 16), pp. 5  참조. 

26) Kevin Urbatsch/Michele Fuller, Special Needs Trusts, 6th edition,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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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요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인 “자기출연” 신탁을 설정하고자 하고, 수익자가 신탁설

정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설정

된 신탁은 그 후 신탁서류의 변경, 신탁재산 배분 집행 등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보

고를 하도록 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27) 이에 반해 (D)(4)(C) 특별수요신탁은 비영리법인이 수

탁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낮은 관리비로 인해 신탁원본이 소액이라도 신탁개설이 가능하다. 비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집합특별수요신탁에 맡길 수 있는 신탁재산은 통상 5,000달러 내지 

25,000달러 정도라고 한다. 또한 수탁자가 유의하여야 할 법률상의 문제를 전문성 있게 해결

할 수 있다.28) 나아가 신탁설정의 의사능력 없는 수익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집합특별수요신탁

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개인 등이 수탁자로 되는 특별수요신탁과 달리 법원은 매년의 보고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29)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법률과 주정부 차원의 감독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집합특별수요신탁은 개별특별수요신탁의 대안으로 등장한다.30) 

집합 특별수요신탁은 위탁자가 1개의 주 신탁(master trust)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신탁을 

설정한다. 각 개별신탁상의 수익자는 전체 신탁재산에서 점하는 위탁자의 신탁재산의 비율만큼 

신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31) 집합 특별수요신탁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수수료, 비용, 운용방법 등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신탁설정 당시 받는 가

입비, 신탁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경우 갱신비, 관리비, 특별서비스비 등으로 구성

된다고 한다.32) 설정비, 매년 받는 관리비 등을 받는다고 한다. 그 중 특히 주목할 집합특별수

요신탁으로 미주리가족신탁이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업무

를 맡기고 있는데, 특히 장애자녀를 둔 중산층이나 저소득의 장애인 당사자에게 유익할 것이

다. 또한 미주리 주 SNT 특별법은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 참고할만한 내용

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은 미주리 주 특별수

요신탁법률을 개관한 것이다.33)

27) 그렇기 때문에 신탁설정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령 K. 

Urbatsch(위 주 16), pp.28 참조.

28) 특별수요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공공부조나 의료부조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생활이 

최저한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신탁재산 원본과 수익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

는 것이 주된 역할의 하나이다. 이에 관하여는 K. Urbatsch(위 주 16), pp. 112 참조. 이 역할을 

개인 수탁자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9) K. Urbatsch(위 주 16), pp. 29 참조. 

30) Kevin Urbatsch/Michele Fuller(위 주 26). p. 18 참조.

31) Kevin Urbatsch/Michele Fuller(위 주 26), p. 121 참조. 

32) 가입비는 500달러 내지 1,500달러, 갱신비는 매년 75달러 내지 100달러, 관리비는 신탁계좌 원본

의 1% 내지 3%, 특별서비스비는 시급 또는 일정액으로 받는다고 한다. Kevin Urbatsch/Michele 

Fuller(위 주 26), p. 134 참조.

33) D. English, The Missouri Family Trust as a Possible Model for Japan, 2011. 6에서 아시

아 지역에서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을 대체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집합특별수요신탁인 미주리 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297

조문 규율대상 내  용

제402.199조 주의 정책선언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지원과 서비스제공은 미주리 주 정부의 본질적 

기능이며,

⦁장애인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에 의

존할 수 밖에 없고,

⦁미주리 주가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

익이자 장애인의 건강, 안전, 복지의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미주리 주가 인가한 ‘미주리가족신탁’의 계좌에 신탁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주가 제공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감축시키지 않는

다는 점을 선언

제402.200조 정의

⦁미주리 주가 인가하여 설립한 ‘미주리가족신탁’의 운영에 사용되는 

각종의 용어에 대한 정의

⦁특히 수익자, 수탁자위원회, 자선신탁, 공동수탁자, 장애, 미주리가족

신탁, 순수익(Net Income), 원본 가액(principal balance), 잔여액 

수익자(remainder beneficiaries), 수탁자 등

제402.201조 수탁자위원회

⦁1986년의 미국 연방 내국세법 제501조(c)(3)에 따른 면세조직으로 주

상원의 동의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

⦁3인은 정신장애가족 중에서, 3인은 발달장애가족 중에서, 3인은 사업 

및 관련 절차 전문가 중에서 임명.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고, 실비변상만 받음.

⦁위원회는 연간보고서를 주지사 등에게 제출함.

⦁위원회는 제402.199조의 미주리가족신탁의 정책, 절차, 규칙, 세부시

책 등을 제정하고 시행함

⦁수탁자위원회가 수탁자(Trustee)임

제402.202조

신탁계정, 

제한신탁계정, 

자선신탁 등

⦁미주리가족신탁은 신탁계정, 제한신탁계정, 자선신탁을 보유. 이들 계

정은 각각 독립되지만 투자와 관리의 목적으로 각 재산을 집합시킬 수 

있음

제402.203조 신탁 설정

⦁수익자, 부모, 후견인, 법원 등이 위탁자로서 42 USC 제1396조

p(d)(4)(c)에 따라 집합신탁에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신탁을 설정할 수 

있음. 

⦁수익자의 재산이 출연된 경우 자기출연신탁이라 함.

⦁위탁자는 공동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음. 공동수탁자 이외에 그의 승계

인도 미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수익자는 공동수탁자가 될 수 없음. 

⦁공동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위원회는 그를 해임하고 

공동수탁자의 승계인을 수탁자로 임명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표 1> 미주리 주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법률의 개관34)

족신탁을 제시하고 있다. 

34) 이 표는 제철웅/김원태, 김소희(위 주 15)의 표 3의 내용에서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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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의료부조(medical assistance)를 받은 

주 정부에 이를 통지함.

⦁잔여신탁원본의 25%를 자선신탁에 배분하고, 나머지 원본은 의료부조

를 제공한 주 정부에 그 가액만큼 인도함. 나머지 잔여액은 잔여수익

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에게 지급함.

제402.204조
제3자출연

신탁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을 

신탁할 수 있음. 이를 제3자 출연신탁이라 함.

⦁위탁자는 공동수탁자, 그의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수익자

나 수익자의 배우자는 공동수탁자가 될 수 없음. 

⦁공동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를 해임하고 그의 승계인을 공동

수탁자로 지정하거나 미주리가족신탁 수탁자위원회가 단독으로 수탁자

가 될 수 있음.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위원회는 수익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수탁자위원회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위탁자가 지

정한 자에게 지급함.

  - 수익자가 신탁계좌 이용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잔여원본의 100%

  - 수익자가 신탁계좌 이용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잔여원본의 75%

  - 잔여원본 75%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자선신탁.

  - 잔여액 수익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잔여액 수익자의 상속인

⦁위탁자가 자발적으로 잔여액 수익자에게 더 적은 비중의 잔여원본을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가능.

제402.205조
신탁재산의 

인출

⦁철회가능한 제3자 출연신탁은 위탁자 또는 공동수탁자는, 신탁서에 권

한이 있는 경우, 수탁자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또 수탁자위원회

의 승인 하에 신탁재산 중 위탁자 또는 공동수탁자가 지정한 부분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음. (그러나 인출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음)

⦁철회가능한 제3자 출연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서에 권한이 있는 경우, 

위탁자 또는 공동수탁자의 서면고지 및 수탁자위원회의 승인 하에 신

탁을 철회하고 신탁계좌를 종료할 수 있음. 이 때 수탁자위원회는 즉

시 신탁원본을  확정한 후 다음 방식으로 배분함.

위탁자가 철회·종료한 경우: a) 수익자가 신탁계좌 이용으로 제공되

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잔여원본의 100%는 위탁자에게 지

급, b) 수익자가 신탁계좌 이용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

우 잔여원본의 75%는 위탁자에게 지급, c) 잔여원본 75%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자선신탁에 지급.

권한 있는 공동수탁자가 철회·종료한 경우: a) 수익자가 신탁계좌 이

용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잔여원본의 100%는 

대기신탁(standby trust-집합특별수요신탁의 종료 후 잔여신탁원본

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설정된 신탁)의 수탁자에게 지급, b) 수

익자가 신탁계좌 이용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잔여원

본의 75%는 대기신탁(standby trust)의 수탁자에게 지급, c) 잔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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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75%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자선신탁.

⦁예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의 생존기간 동안 수익자의 교육,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탁원본을 관리·배분하여야 함.   

제402.206조
신탁재산

관리방법

⦁자기출연신탁 및 제3자출연신탁 재산은 다음 방식으로 관리함.

수탁자위원회는 수익자의 교육, 건강,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신탁재산

을 재량적으로 관리하고 배분. 다만 공동수탁자와 협의함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비용은 오로지 수익자의 이익과 수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그 예로는, 공적부조에 포함되

지 않는 치과, 의료 및 진단비용; 사적 재활훈련; 보충교육; 오락; 정

기적 휴가와 여행; 수익자의 이익, 재능, 취미 강화비용; 공적부조 자

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용품과 서비스로 삶의 질을 쾌적하고 편안

하게 하는 것의 구입비용; 수탁자위원회는 공동수탁자와 협의해서 수

익자의 휴가 및 여행에 동행하거나 친지방문 등에 동행할 사람의 비용

을 지불.

신탁재산은 수익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어서는 안 됨.

  - 공동수탁자는 수탁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최소 1년 마다 수익자를 

위하여 지출할 신탁재산원본, 수익금 액수를 정함.

  - 공동수탁자와 수탁자위원회가 지출할 금액, 제공할 혜택, 신탁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공동수탁자는 수탁자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제402.207조 자선신탁

⦁수탁자위원회는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선신탁을 설립함.

⦁수탁자위원회는 신탁계좌 종료 시 잔여신탁재산으로부터 또는 수탁자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여타의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함.

⦁수탁자위원회는 자선신탁의 원본과 수익으로 개별 장애인을 위하여 지

출할 금액을 정함. 이 때 수익자의 공적부조 자격에 영향이 없도록 하

여야 함. 개별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수입은 원본에 추가하

여야 함.

⦁누구라도 수탁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선신탁 내에 제한적 계좌

(restricted account)를 설정하여 그 계좌에서 혜택을 받을 특정 집단

의 장애인을 지정할 수 있음. 

제402.208조 비용 등

⦁수탁자위원회는 신탁계좌 관리 비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수탁자위원회는 공동수탁자에게 해당 신탁계좌에 관하여 정기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야 함.

⦁수익자는 신탁계좌에 대하여 어떤 재산적 권리도 보유하지 않으며,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음.

⦁신탁계좌의 수익이나 원본 등은 수익자의 채권자가 공취할 수 없음. 

⦁철회가능한 신탁으로서 제402.205조에 따른 인출이나 철회를 제외하

고는 위탁자 또는 공동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음. 철회가능한 신탁재산의 수익과 원본에 대하여 위탁자나 공동수

탁자의 채권자가 공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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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듯이, 특별수요신탁의 재산은 의료부조 및 공공부조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의료, 

요양, 재활, 교육, 기타 일상생활상의 편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제402.206조). 신

탁재산의 배분은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익자의 특별한 수요를 파

악하여 그 목적으로 지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직접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공동수탁자를 지정하여 공동수탁자의 의견을 들어 지출할 용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공

동수탁자는 수익자의 부모, 가족, 기타 제3자가 될 수 있다.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할 때 공동

수탁자만이 아니라 그의 승계인들을 지정하기 때문에 수익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공동

수탁자나 승계인으로 지정하여 지출될 용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수탁자가 권한 남용 

등의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수탁자가 그를 해임하여 승계인에게 공동수탁자로서 역할하도록 할 

수 있다(제402.203조, 제402.204조). 미주리 주 가족신탁의 특징은 수익자의 재산을 신탁한 

경우는 철회불가능하게 하지만, 수익자 아닌 그의 가족 등의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공동수탁자가 철회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후자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제

402.205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도 수익자가 얻은 의료부조 및 공공부조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25%만 공제하여 자선신탁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예비신탁의 수탁자에게 이전함

으로써(제402.205조) 위탁자가 다른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증여

하는 형식을 취하는 셈이다. 반면 전자의 경우 신탁이 종료되면 25%는 자선신탁에 귀속시키

고, 나머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만큼 잔여신탁원본에서 이를 공제한 뒤의 잔여액을 귀속권

리자에게 반환한다(제402.203조). 나아가 누가 위탁자이든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신탁재산은 

양도나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제402.208조). 이것은 특별수요신탁의 사적 소유권의 성격

을 최소화하여 수익자의 특별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게 하는 방편의 하나이다.

2. 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신탁

(1) 발달장애인신탁의 특징

발달장애인 신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려는 재산을 보유한 자(발달장애인 자신,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제3자)가 위탁자로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요양,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그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설정되는 것으로 현재 자폐인사랑협회가 시

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탁을 말한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부모나 발달장애인(후견인

이 계약체결을 대리)이 위탁자로서 위탁자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이전시킨다.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은 매월이나 분기별 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으로 정한 목적을 위해 지출되도록 

설계한다. 이 때 개별지원자를 임명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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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개별지원자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 기타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로 할

지는 신탁계약에서 직접 정할 수도 있으며, 지정방법을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양자를 

결합할 수도 있다. 가령 위탁자인 부모가 생존할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개별지원자가 되고, 부

모 사망 후에는 수익자의 형제가, 수익자의 형제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를 해

임하고 대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미리 지정되었거나 수탁자가 지정권한을 행사하여 정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별지원자는 사실적으로는 수익자를 지원하는 사람이지만, 법률적

으로는 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배분된 신탁재산

의 원본 및 수익을 처분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법률행위에 법적 효과가 생기도록 

지원하겠지만, 의사능력이 없거나 거래 상대방이 의사능력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개별지원자가 수탁자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수익자에게 배분될 원본과 수익을 처분하는 법률행

위를 대리할 수 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이 당해 법률행위(준법률행위를 포함)를 스스로 할 의

사능력이 없는 경우 발생할 복잡한 법률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개별수익자가 수탁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개별지원자로부터 그가 대리한 법

률행위를 보고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의 지위를 해임함으로써 그를 실질

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지원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용처

에 신탁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되어 수탁자가 자신의 권리로써 

개별지원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주리

가족신탁에서의 공동수탁자(Co-Trustee)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신탁과 후견은 발달장애인(수익자 또는 피후견인)를 위한 재산관리기능을 수행한

다는 점에서 기능상의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탁의 경우 재산의 소유자

인 발달장애인 또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그 재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가 결정되고, 신탁계

약의 메카니즘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이 지출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후견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와 방법이 가정법원

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발달장애인 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

가 제공하는  기존의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아래 <표 2>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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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발달장애인 신탁의 비교35)

항목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 신탁

운영자 자본시장법 제102조 이하의 신탁업자 비영리법인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운영을 통해 나온 수익금을 

수익으로 장애인36)인 수익자에게 배분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치료, 요양 목적으

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목적

비용
수수료(1회 지급)와 관리비용(신탁재산의 

2% 이내를 매년 지급)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이외 별도 수수료, 관

리비용을 받지 않음.

장점과 단점

5억까지 증여세 면제.37) 원본 배분은 의

료비지출의 경우만 허용.38) 장애인 사망

의 시점에 상속세 부과 가능.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 신탁재산에서 배분. 

초과분은 증여세 납부. 원본과 수익을 발달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산의 관리

관여하지 않음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계약에서 정한 대로 

비용이 지출됨

특징
도입 후 1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잘 

이용되지 않음.
집합특별수요신탁을 위한 모델사업

위 <표 2>에서 보듯이 발달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요양, 치료 목적으로 신탁재산

(원본을 포함)을 사용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원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서는 신

탁원본인 2~3 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탁을 이용할 수 없지만, 발달장애

인 신탁의 목적은 금융기관에 신탁하기 어려운 재산을 수탁하는 것에 있다.

 

(2) 발달장애인신탁의 성과와 한계

고령자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은 1998년 도입되었는데 2016년까지 약 20건의 신탁이 설정되

었으며, 신탁재산은 92억원이라고 한다.39) 이에 반해 금액의 면에서는 적지만 이미 설정된 신

35) 이 표는 제철웅(위 주 10), 443면의 내용을 토대로 최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을 보완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참조.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참조. 

38) 2017년 12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을 개정하여 의료비로 원본을 지출한 경

우에는 증여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였다.

39) 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47456.html. 참조. 최종방문 201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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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만 36건이며 신탁설정 과정에 있는 것도 50여건에 달한다. 2명의 직원으로 담당하는 업무임

을 감안한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그 만큼 높다. 한국자폐인사

랑협회가 지난 2년 반 동안 활동한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40) 

<표 3>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신탁관련 활동 내용

위탁자 유형 별지원계획수립 상담 계약 교섭단계 신탁설정 종료

부모 26 1 23 2

발달장애인 당사자(지역사회 거주) 12 2 9 1

발달장애인 당사자(시설거주) 7 1 4 2

Total 45 4 36 5
 

그런데 발달장애인 신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위탁자가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친족인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원본 및 수익을 발달장애인에게 배분할 시점에서 증여가 발생하

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탁자인 자폐사랑협회가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모 또는 친족의 

증여세 면제 한도에 달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신탁재산의 원본과 수익이 발달장애인에게 배분되

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과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둘째, 발달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자금이기 때

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렇게 할 경우 신탁이 재산은닉이나 우회된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신탁은 신탁재산이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의 질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에 전문성을 가

진 개인들이 수탁자 기관의 직원으로서 활동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신탁에 이전한 

개개인들의 재산은 오로지 발달장애인이 생존한 기간 동안 특별수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의 통상의 사적 재산권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발달장애인의 생존기간 동안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그 재산을 환수할 가

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탁은 수익자의 사망으로써만 비

40) 이 자료는 자폐인사랑협회의 신탁관리위원회의 내부회의자료(2017.12.말 기준)을 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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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종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은 수익자의 특별수요 목적을 위해서

만 지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익자의 사적 재산권으로서 인정하게 되면 장애인의 채권자가 그 수익권을 압류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이를 양도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발달장애인신탁은 위탁자의 재

산이거나 수익자의 재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탁해지가 가능하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권

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41)  

넷째, 신탁재산 운영방법이 분별관리(신탁법 37조) 및 신탁재산인 금전 운영방법의 제한(신

탁법 제41조)로 인해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화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3. 소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 국민이 의료보험체계 또는 의료급여체계(기초생활수급자 등) 내

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신탁재산을 의료급여수급자격 결정에서 자산으로 고려하지 않기 

위한 목적의 특별수요신탁은 불필요할 것이다. 대신 수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격 결정에서 자산으로 고려하지 않을 목적의 특별수요신탁은 필요할 것

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비는 최저한의 생활만 보장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자산으로 기초생활수

급비로 충족할 수 없는 여타의 특별한 수요(의료, 요양, 교육, 상담. 레크레이션. 주거 등등)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

이 재산은닉이나 우회된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특정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신탁된 재산으로서 장애

인 본인이나 가족 등 제3자가 출연한 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등의 공공부

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수탁자로서 활동하

41) 물론 압류대상이 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인정되는 자산평가항

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개인 재산적 성격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탁재산에 수익자의 사적 소유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특별수요신탁도 

수익자가 생존하였을 때에는 사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신탁법상의 “목적신탁‘을 설정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고, 폭넓은 사람을 잠재적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요신탁은 원본 및 수익을 특정된 수익자 개인의 특별한 수요 충족

을 위해서 설정한 것이고, 수익자의 사망 후에는 다시 사적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이 회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목적신탁으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특별수요신탁도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서와 유사하게 수익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에는 수익자의 권

리를 사적 재산권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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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신탁에 이전한 개개인들의 재산은 오로지 장애인이 생존한 기간동안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장애인의 통상의 사적 재산권으로 활

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형식은 미국의 집합특별수요신탁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요신탁운영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에

서 후견을 대체하는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한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고령자 역시 재산관리 역량의 결여 내지 부족, 재산 수

탈의 위험 등의 측면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다를 바 없고,42) 신탁이라는 법적 

수단의 이용에 낯설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악용 또는 남용방지의 장치만 있다면,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을 고령자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Ⅲ.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의 입법 방향

1. 입법원칙

다음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고령자, 장애인 모두에 공통될 수 있는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재

산을 안정적 조달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위 목적으로 재산이 지출될 수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미래 상황을 대비하는 이런 장치를 스스로 미리 마련하거나 대리

권 있는 자에 의해 마련하는 것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개인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 장치로서 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이든 장애이든 재산관리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그 기간 동

안 개인의 특별한 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욕구가 달라질 수 있으

42)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경제적 수탈(exploitation-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리한 계약

의 체결 등 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액은 약 연간 약 169억 달러에 달하고, 노인 대상 재산범

죄 피해액은 연간 약 127억 달러, 케어제공자 (가족 또는 계약상의 케어제공자 등)에 의한 재산적 

학대피해는 연간 약 6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즉, 노인의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약 364억 달

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약 36.9%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노

인의 비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한다.True Link Report on 

Elder Financial Abuse, 2015 참조.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와 그 대응에 대해서는 제철웅, 고령자

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법학논총 32집 1호(2015.3), 15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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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령자도 고령 및 질환의 정도에 따라 그의 특별한 욕구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신탁을 개

시하여 신탁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이런 변화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신

탁계약의 틀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탁계약의 체결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탁계약에 그러한 욕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변동될 욕구

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도 신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고령자, 

장애인 신탁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친족상도례 제도가 존속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고령자, 장애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사회보장급여

를 받기 위한 한 방책으로 가족이나 친족의 재산의 미리 소진—절도, 횡령, 배임 등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날 것이다—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43) 이런 음험한 동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탁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우회적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삼는 것

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신탁재산은 오로지 고령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익자가 사망하

여 잔여 신탁재산이 있으면 고령자, 장애인 수익자에게 지출되었던 공공부조 가액만큼을 공제

한 잔액을 상속인 등의 권리자에게 귀속시킨다면 키면 고령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

면서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과잉지원의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령자, 장애인 신탁계약의 체결에서는 개별적 욕구를 충실히 파악하여 거기에 걸맞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신탁재산과 그 배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운영수탁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신탁재산을 집합화시켜 운영하고, 수익자는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가액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 장애인 신탁계약의 1차적 수탁자가 제공하는 신탁서비스의 비용은 국가의 

지원 하에 수익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운영수탁자의 

재산관리방법은 합리적인 경영원칙에 따르되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그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가 설립하는 법인이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이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3) 이런 위험에 관하여는 제철웅/최윤영(위 주 13), 116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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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법률안

가칭 “고령자, 장애인 특별수요신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일상생활, 치료, 요양 목적으로 지출될 재산의 신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로서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3. “고령자신탁” 또는 “장애인신탁”이란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수익자가 되는 신탁으로 이 법

의 적용을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4. “수탁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신탁 또는 고령자신탁을 인수한 자를 의미한다. 

5. “운영수탁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신탁 또는 고령자신탁을 인수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재신탁받은 자를 의미한다. 

6. “위탁자”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7. “수익자”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거나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

리가 있는 고령자, 장애인을 의미한다.

8. “연속수익자”란 수익자가 사망한 후 잔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거나 신탁원본

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9. “지원자”란 수익자에게 배분될 수익을 신탁목적에 맞게 지출하기 위해 수익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수익 지출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자를 의미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치료,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의 신탁 이용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신탁 또는 장애인신탁을 이용하는 수익

자가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리비 지원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고령자, 장애인 신

탁 이용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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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탁의 설정) ① 고령자, 장애인은 현재 또는 장래 취득할 자신의 재산(동산, 부동산 

및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포함한다)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고령자, 장애인이 신탁을 설정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신탁설정에 필요한 대리권을 보유

한 특정후견인이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목적의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 장애인의 가족 또는 친족은 고령자, 장애인을 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

을 신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자는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신탁은 철회,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해신탁으로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수탁자) ① 고령자신탁 또는 장애인신탁의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고

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법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 법인을 허가할 때에는 업무의 전문

성,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법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의 생애주기별 수요

에 부합할 수 있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개별적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 수탁자는 수익자, 수익자의 개별지원자, 가족 또는 

친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개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령자신탁 또는 장애인신탁에 이전할 재산은 개별계획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수탁자) ① 국가는 고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법인에 이전된 신탁재산을 재

신탁받아 운영하기 위해 공익법인(운영신탁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운영신탁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운영신탁법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운영신탁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탁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집합신탁재산의 운영(처분을 포함) 방침의 심의

2. 개별 신탁재산의 잔고가액 산정 방법의 심의

3. 개별 신탁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운영 방법의 심의

④ 운영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말에 개별 신탁재산의 잔고 가액(당해 회계연도의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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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가액에 배분된 수익 및 원본, 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수탁자인 고령자신탁법인 및 장애

인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수익자가 의사무능력일 경우 그의 대리인)에

게 당해 회계연도의 개별 명세서와 잔고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의사무능력이고 대

리인이 없는 경우 통지에 갈음하여 관련 서류를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영) ① 신탁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모든 신탁재산을 운영신

탁법인에 신탁하고, 수익자를 위한 개별 잔고계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신탁법인은 신탁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경영법칙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

로 재신탁된 재산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탁재산 원본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원본에 손실이 생긴 경우 운영신탁법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이 주택이고 수익자가 생전에 그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을 운영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수익자가 당해 부동산에 주거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때 

수익자의 사용이익은 배분된 수익으로 간주한다. 

④ 운영신탁법인은 개별 신탁재산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관리비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신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수익을 얻었을 때에만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관리비는 신

탁재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5항의 관리비는 운영신탁법인의 경상비에 충당하도록 한다.   

제8조 (개별지원자) ① 수익자에게 배분될 원본 및 수익을 신탁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해 수익자에게 개별지원자를 둘 수 있다. 개별지원자는 수탁자의 대리인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의 시점에 자신 또는 제3자를 개별지원자로 지정해 줄 것을 정할 

수 있고, 지정방법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개별지원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원본 및 수익의 사용처) 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을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의료 및 요양

2. 재활훈련 및 교육(단, 공교육은 제외한다)

3. 직업훈련

4. 정기적 여행 및 레크레이션 

5. 개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각종 동산(컴퓨터, 휴대폰, 통신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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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의 이용 및 구입

6. 심리, 세무,  법률 상담 

7. 주거생활 및 일상생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돌봄서비스(활동보조, 요양보조를 포

함) 및 기자재의 취득 또는 이용

8. 기타 수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운영신탁법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 (신탁재산 및 수익권의 특례) ① 수익자가 위탁자인 경우 그의 생전에는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의 사회보장수급권의 자격요건으로 수급권자의  자산 또

는 소득을 고려할 때 그의 자산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수익자 아닌 자가 위탁자인 경우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원본 및 수익은 제1항의 목적에서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자에게 배분될 원본 및 수익은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신탁의 종료) ① 수익자가 사망하면 고령자신탁 또는 장애인신탁은 종료한다. 다만, 

연속수익자가 있고 그 연속수익자가 이 법에서 정한 고령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법원의 판결로 신탁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탁은 종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하고 잔여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 개시 이후 수익자에게 지

급된 공공부조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위탁자의 상속인 또는 연속수익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잔여 신탁재산에서 공제한 가액은 운영신탁법인의 특

별회계에 포함시켜 공익신탁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지출방법은 신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신탁법인이 정한다.  

제12조 (책임) 고령자신탁법인, 장애인신탁법인 및 운영신탁법인의 임직원은 고의나 중과

실이 아니면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그러나 이 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개인적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3.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 법률안 주요 내용의 특징

(1) 특별수요신탁으로서의 특징

위 법률안에 따른 신탁은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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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원본과 수익을 사용한다는 점(위 법률안 제9조)에서 목적이 고령자의 

특별수요에 한정되는 특별수요신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는 위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가액의 원본을 신탁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위 법률안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 불필요한 

다액의 재산이 신탁될 수 없고,44) 그 점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자가 제공하는 특별부양신

탁 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도 없다.

한편 특별수요신탁에 이전된 신탁재산(원본과 수익)은 사회보장급여로 미처 충족시킬 수 없

는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특

혜를 부여한다. 즉 자산조사(means test)에 기반한 사회보장급여상의 수급권자의 자격결정에

서 자산이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부터의 공취에서도 신탁재

산을 보호하고 있다(위 법률안 제10조). 동시에 위 법률상의 수익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신탁

재산의 사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오로지 수익자의 특별한 수요 충족을 위해 신탁재산이 사용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위 법률안 제4조). 유일한 예외가 사해신탁으로 취소된 경우이다. 

이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해야만 종료된다(위 법률안 제11조).45) 수익

자가 사망하여 신탁이 종료되고 그 때 잔여 신탁재산이 있고 또 연속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면 위탁자의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위 법률안 제11조). 반면 연속수익자(이들이 이 법률안 

상의 고령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을 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귀속된다(위 법률안 제11

조).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의 상속인(수익자가 위탁자일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수익자가 

아닌 자가 위탁자인 경우)이 상속을 받고, 이 법상의 수익자 아닌 연속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는 

법률상 상속재산에서 증여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위탁자가 수익자가 아닌 경

우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상속을 둘러싼 법률문제, 특히 유류분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위탁자나 수익자의 재산이 아니고(위 법률안 

제11조),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배분받더라도 이를 증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위 법률안 제

10조 제2항),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특별수요신탁이 동법 제1112

조 이하의 유류분문제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위 법률안 제11조) 수익자는 계속하여 위탁자가 신탁한 

44)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돌봄과 지원의 비용을 추계하는 영국의 ‘돌봄과 지원 재원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Funding Care and Support)의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미

래의 돌봄 비용은 10만 파운드(1억 5천만원. 환율 1파운드=1,500원인 경우)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Tim Spencer-Lane, Care Act Manual, 2015, pp. 127 참조.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

별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 중 사적으로 충당해야 할 예상재원(위 법률안 제9조 단서 

참조)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신탁한다는 것이다. 

45) 신탁설정계약상의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신탁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

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여기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312   法學論叢 第 35 輯 第1 號

재산으로부터 특별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수익자의 

사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이 있더라도 신탁재산은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고령자, 장애인으로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가 있

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 첫째, 대신 수익자의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되면 그 때 비로소 사적재산권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그 동안 수익자에게 제공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지급받지 못하였을 가액에 해당

되는 부분은 공제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제된 재산은 운

영신탁법인의 특별회계에 귀속시켜 저소득의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공익신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신탁의 구체적 활용방법에 관하여는 운영신탁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위 법률안 제11조). 

이런 혜택을 자기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의

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고령자신탁에 이전하고, 공공부

조 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

애인신탁 및 고령자신탁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첫째, 수익자가 

수익권을 갖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개별계획—개별계획은 매년 

개정될 수도 있다—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수익배분에 참여하는 개별지원자 역시 수탁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위 법률안 제8조).46) 둘째, 신탁할 재산은 고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

탁법인이 수립한 개별계획에 상응하여 이전하도록 하기 때문에(위 법률안 제5조), 목적 없는 

과도한 재산이 신탁에 이전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원래 이 신탁은 금융권의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법이 제공하는 편익을 악용하

는 것도 방지하는 간접적 장치를 둔 셈이다.

(2)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영 방법으로서의 집합신탁

신탁재산은 개별 고령자신탁법인, 장애인신탁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신탁재산을 합하여 집합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한다(위 법률안 제7조). 개별 고령자

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법인은 가액으로 환산된 개별 신탁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원본 또는 

수익으로 수익자에게 배분될 신탁재산은 개별 고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법인이 운영신

46) 신탁원본과 수익을 이 법률안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특별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사용함에 있어서 수

익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가 희망하는 것이 제공되도록 하지만. 당해 법률행위 또는 

대금의 지급은 수탁자가 직접 는 개별지원자가 수탁자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체결하고 집행하는 형

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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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법인에 요청하여 지급받도록 한다. 운영신탁법인은 집합신탁재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

되, 신탁법 제41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개별 수익자는 매 회계연도 말기에 잔

여 신탁재산가액을 통보받게 된다. 

신탁재산이 수익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인 경우 처분권한도 운영수탁자에게 이전되도록 함으

로써 운영수탁자가 적절한 시점에서 환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의 가액을 환산하여 신탁재산 원본으로 계산한 후, 수익자의 사용수익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수탁자인 각 법인의 임직원들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비록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여서 신탁재산운영에 개별적으로 과실이 있더라도 개인적 

책임은지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유사하게 취급하도록 하였다(위 법률안 

제12조). 이렇게 함으로써 과실책임을 두려워 하여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주저하거나 업무처리

의 지연을 최대한 막고, 대신 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3) 집합특별수요신탁의 당사자: 수탁자, 운영수탁자 그리고 개별지원자

이론상으로는 누구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신탁 또는 장애인신탁을 영업으

로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여야 한다.47)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특별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으로 수익자의 생존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사적 소유권성을 최

소화시킬 목적의 신탁이기 때문에 고령자,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

하게 신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할 것이다(위 법률안 제5조). 이들 법인은 고령자,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이해하고 거기

에 알맞게 신탁재산을 배분하는 데 전문성이 있지만 신탁된 재산을 운영하는 것에는 전문성이 

있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운영은 별도의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위 법률안 제6조). 그런데 신탁된 재산이 사적 성격의 재산이지만 그 용처의 공익성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운영에서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신탁법 제41조에 따

른 제한을 두어서는 총합으로서의 신탁재산의 경제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개별 민간신탁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보다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서의 운영신탁법인이 전문성을 갖고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8) 

47) 자본시장법 하에서의 신탁업에 관하여는 성희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관

한 연구, 비교사법 20권 3호, 637면 이하; 안성포, 신탁사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법학논총 31집 

2호, 153면 이하 참조.

48) 싱가포르는 법무부의 한 부서인 공공신탁청(Public Trustee Office)가 비영리법인인 특별수요신탁

회사로부터 재신탁받은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그들의 활동개요는 https://www.mlaw.gov.sg/ 

content/minlaw/en/our-work/community-legal-services-group/public-trustee-off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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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운영의 결과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국고로써 충당시켜 줄 책임을 부여함으로

써 고령자, 장애인의 삶의 질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위 법률

안 제7조).

개별지원자는 실질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의 편에 서서 신탁재산으로 배분될 원본과 수익이 

이들의 특별한 수요 충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수탁자의 대리인

으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한다(위 법률안 제8조). 이렇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사소유권적 성격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지원자는 미국 미주리주의 가족특별신탁의 공동수탁자

(cotrustee)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수탁자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성한다. 대신 고령자,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반영

하여 개인별 계획을 수립할 때 개별지원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공동수탁자

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 

(4) 국가의 재정지원

신탁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익자 개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는 신탁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과 대가가 비록 지출비용 및 제공한 서비스에 상응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산층 정도의 위

탁자의 부담을 덜어 주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발달장애인의 금전도 신탁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서는 비영리법인인 고령자신탁법인 또는 장애인신탁법인의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위 법률안 제3조). 비영리공익법인에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는 수탁기

관을 감독할 법적 장치를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탁의 안전성과 안정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그렇지만 운영신탁법인이 신탁재산 운영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경우 일정한 정도

의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 관리비는 신탁재산 원본에서 얻은 수익의 일정비율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위 법률안 제7조).

참조. 2018.2.25.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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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쇠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이들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서 시행하고 있는 집합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Pooled Trusts)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49) 많은 재산을 가진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굳이 특별수요신탁

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상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또

는 일반 금전신탁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어 이로써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자와 장애인, 그들의 가족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사

용할 재산이 1-2억 미만이거나 이 보다 많더라도 금융기관의 신탁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금액일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신탁이 필요

할 것이다. 

이 글은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심은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탁이 있어야 하며, 그 신탁에 이

전된 재산은 수익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에는 사적 재산권성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고령자, 장애

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안한 법

률안은 사적 소유권성을 최대한 축소하고, 동시에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수탁자와 운영수탁자를 구분하였고, 

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개별적 지원자를 두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우리의 현실

을 감안하여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적 자원

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은 다수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그 도입을 희망하는 미국의 집

합특별수요신탁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향후 

특별수요신탁기관의 실제의 활동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야만 소요될 국가재정의 규모가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제도 또는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별수

요신탁제도 운영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국가재정은 미미할 것

으로 예측된다. 향후 이에 대한 세부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투고일자: 2018. 02. 26 / 심사 및 수정일자: 2018. 03. 16 / 게재확정일자: 2018. 03. 16)

주제어 : 특별수요신탁, 집합신탁, 장애인신탁, 고령자신탁, 성년후견

49) 미국이 특별수요신탁에 대해서는 제철웅/최윤영(위 주 13), 116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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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제 철 웅

이 글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합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Pooled Trusts)을 우리

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산이 많은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그들

의 가족은 집합신탁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회사나 신

탁회사의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을 더 윤택하

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재산이 1-2억 정도에 불과하거나 그 

보다 많더라도 금융기관등의 신탁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재산만 가졌을 경우, 일상생

활, 치료, 요양에 관한 이들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별도의 특별수요신탁이 필요

하다. 이 글은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하되, 이를 집합신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입법안을 중심으로 특별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소액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런 신탁의 목적은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 즉 일상생활, 요양 및 치료에 소

요될 재원의 조달에 있다. 여기서 제안한 법률안은 사적 소유권성을 최대한 축소하고, 동시에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은 것이다. 또

한 수탁자와 운영수탁자를 구분하였고, 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개별적 지원자를 두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였다. 이 안은  미국의 집합특별수요신

탁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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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Proposal for Legislation of a Special Needs Pooled Trust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Cheolung Je

This paper suggests that a special needs trust, especially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which has widely been in place in USA, Canada and Australia, should be 

introduced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commonalities in that 

they have difficulty in managing their own property matters. While rich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need to resort to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in 

that normal trust schemes provided for by financial institutions are available to 

them, lots of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low and medium income 

usually have less than one or two hundred thousand dollars set for meeting their 

special needs, the amount of which falls short of fund administe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ose persons,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must be an alternative 

to many schemes for managing property matters. This paper proposes a draft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This paper suggests that any 

principal and incomes of any individual trust account in the proposed pooled special 

needs trust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isbursed to meet 

special needs of daily lif, medical treatments and care of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cannot be covered by public benefits. Moreover this paper 

suggests that any principal and income of this trust account should not be 

accounted as personal property in the process of means-test based public benefi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lays out detailed legal features to overcome criticism, 

which can be raised against any seeming privilege given to the special needs trust.

Key Words : Special Needs Trust, Pooled Trusts, Disability Trusts, Elderly Trusts, 

Adult Guardia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