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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생

활하고(자기결정권의 존중),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정상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만 자기결정권 행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권리나 자격을 박탈하

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률규정이 300여개가 된다. 이 글은 이런 결격규정은 행위무능력

자제도의 잔재로서 현행의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내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

고없이 존속된 것임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만약 결격규정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과 거래하는 제3자가 입을 불의의 불이익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목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수단을 선택한 것임을 

논증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후견인이나 지속적 대리인에 의한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이 더 위

험한 것이지, 후견인이든 대리인이든 의사결정지원자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

치이기 때문임을 논증한다. 결격조항은 애초 설정했음직한 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규정일 뿐이고,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만 강화하는 무용하고 해악적인 규정이어서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되어야 하

고, 전면폐지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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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은 모든 인간의 일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으로 별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

간으로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의 존중도 일반적 활동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

고,1) 또 인간의 존엄성의 표현이기도 하다.2) 민법에서 모든 인간은 출생의 시점부터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민법 제3조) 역시 이런 헌법적 보장의 구체화이다. 성인이 법률행위(또는 준

법률행위. 이하 ‘법률행위’라고만 표현한 경우에도 그 설명은 준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이자 일반적 활동의 

자유의 발현으로서 민사법의 기본질서이자 헌법질서로 보장된다.

자기결정권은 고령, 질병, 또는 장애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민법의 표현으

로는 고령, 질병 또는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이하에서는 의

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고 칭하기로 한다.)에 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 의사결정능력 장애

인의 존중받아야 할 자기결정은 모든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지원 또는 의사결정에서의 보

호가 수반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지원과 보호가 수반되지 않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

정권 존중이란 그 자체가 장애인차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3) 

2.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차별규정으로서의 결격조항

그런데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서 의사결정지원제도나 지원수단은 

법률로써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오히려 보호라는 명분으로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제도를 통해 의사결정 자체를 봉쇄해 왔다. 계약으로 표되는 법적 거래는 합리적 판단능

1) 헌법재판소 1990.9.10., 89헌마82 결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헌법재판소 1991.6.3., 89헌마204 결정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1996.12.26., 96헌가18 결정에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각기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파생되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독일 학설과 판례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제2조 제1항의 인격전개의 자유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인격권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 자유에는 

여기서 다루는 자기결정권(BVerwGE 27, 305), 계약의 자유(BVerfGE 12, 341, 347)도 포함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해서는 Bleibtreu/Hofmann/Hopfauf, Grundgesetz (12. Aufl., Carl Heymanns Verlag(2011), Art. 
1, Rn. 58ff; Art. 2 Rn. 23 참조. 

3)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한 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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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진 등한 당사자 사이의 제로 섬의 협상이라고 전제한 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법적 

거래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보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제

도는 결과적으로 보호의 효과는 없고 사회생활로부터의 배제만 초래하 다. 그 반성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하에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정상화, 최소개입의 

원칙, 개입에서도 자유를 덜 제약하는 방식의 개입을 이념으로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4) 성년

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 한 그들의 사회

생활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지향성이 있다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성년후견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5) 문제의 근원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한 뿌리 깊은 차별이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후견제도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이용하게 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격, 법적 지위, 재산적 권리, 공

무담임권이나 공법상의 권리행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표적인 예이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심의실의 자료를 근거로 293개 법률, 398개 규정을 검토하여 그 중 피성

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결격사유로 삼는 규정을 분석하 다.6) 이들 결

격조항에는 다음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변호사, 세무

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등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특정의 사업 또는 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령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건설사업, 주류판매사업, 제조업, 판매업, 유통업 등등

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고용, 

임용 등을 통한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평

가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지도사가 되지 못하게 하

거나 고용관계 등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그것이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위원회,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다섯째, 법인의 사원으로서의 지

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연 탈퇴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이로써 재산권으로서의 사원권

의 지위를 잃게 하는 셈이다. 여섯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법상의 신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중 어떤 필요에 의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

견을 이용하면 그것으로 그들의 삶의 많은 역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입는 셈이다.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의 개시로 자격, 직업,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거나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도록 하는 

4)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한 연구, 서울  박사학위논문, 2012년 7면 이하;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가족법연구 24권 1호(2010.3), 34면 이하;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28권 2호(2014.7), 210면 이하 등 참조. 
5) 특히 성년후견( 다수의 한정후견도 동일함)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만이 아니라 국내의 다수의 학자와 실천활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해서는 제철웅(위 주 4), 222면 이하, 233면 이하 참조. 

6) 그 중 10개의 법률(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우편법, 우편환법, 어음법, 수표법, 
주세법, 우편 체법)과 40 여개의 법률규정은 결격조항으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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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의 법률 또는 법률규정을 가진 나라는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

고 부분의 나라 어디에도 없다.7) 

3. 문제제기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 개선의 일환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2010년 10월 법무부에 설치하 다. 그 위원회에서는 절 적 결격사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상 적 결격사유로 전환해야 할 경우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 던 것으로 보인다.8) 그러

나 결격조항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피성년후견만 결격조항으로 유지

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9) 이런 인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미 2013년 결격조항을 즉시 전면 폐지하여야 하고, 후견제도 이용을 결격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어떤 행위를 할 위험성이 상

당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직무를정지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다.10) 그 후 적지 않은 학자와 실천활동가들이 결격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11) 그 때로부터 5년여가 지난 현재 결격조항은 폐지되기는커녕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

견, 피한정후견으로 체하는 법률이 국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 규정

을 개정하지 않고 두면 2018년 6월 30일이 경과함으로써 금치산, 한정치산을 결격사유로 삼는 

규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민법-법률 제10429

호- 부칙 제2조 제2항), 국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 피한

정후견으로 고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 글은 종래의 연구성과들을 토 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결격조항은 다른 별도 조치 없이 전면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결격조항이 존치되는 법적 환경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II), 필자의 

주장처럼 결격조항이 전면 폐지되더라도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오히려 의사결정능력 장애

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규정의 폐지라는 긍정적 효과가 과연 수반되는지(III)를 살

펴 보고자 한다. 

7) 현소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5권3호92011.11), 148면 이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교하고 있다. 제철웅(위 주 4), 226면 이하는 독일, 국, 미국,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8) 현소혜(위 주 7), 166면 이하;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 21권 

3호(2013.8), 1221면 이하 참조. 
9) 박인환(위 주 8), 1249면 이하 참조. 

10) 제철웅,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안, 성년후견 창간호(2013. 9), 
139면 이하; 제철웅(위 주 4), 226면 이하 참조.

11) 박인환(위 주 8), 1250면 이하에서는 결격조항을 전면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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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격조항 존치의 법적 환경

300여개의 법률, 350여개의 결격조항이 존치되는 이유는 매우 흥미로운 사회과학적 연구주제

일 것인데, 이 글은 결격조항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조력하는 법적 환경이 무엇인지에 

국한하여 살펴보려 한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초

점을 맞춘다. 

1. 결격조항 존치에 대한 간접적 형태의 영향

(1) 의사무능력 및 행위무능력 제도에 관한 오해

1)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서의 의사능력과 행위무능력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성

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아 또는 여타의 미성년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만 법률행위(준법률

행위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의사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법률로써 의사능력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 다. 이것이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12) 가령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수준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자격을 부여하 다(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이전의 민법-이하 구

민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13) 한정치산자의 업을 후견인이 허가한 경우에는 상업등기부

에 기재하도록 한 상법 제6조의 규정도 바로 이런 태도의 반 이었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후

견인이 동의하 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에,14) 법률행위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하 다. 법적 거래에서 금치산자는 유아로 취급하 기 때문이다. 

12) 독일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행위능력, 제한행위능력, 행위무능력이라는 개념만 인정하고, 별도의 의사능력이란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위무능력자는 7세가 되지 않은 아동,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배제하는, 정신활동의 

병적 장애 상태에 있는 자로 그 장애가 일시적이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동법 제104조). 반면 성년후견(Betreuung)이 

개시되었다는 것과 행위무능력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제한행위능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동법 제6조, 제1903조). 나머지는 행위능력자이다. 이에 해서는 

Staudinger/Werner Bienwald, § 1896 Rn. 168 ff. 참조. 반면 정신능력법(the Mental Capacity Act 2005)의 

제정 이후 국법은 개별 법률행위별로 의사능력(Mental Capacity)이 있는지만 판단한다. 의소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을 해야 하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의사무능력으로 

인정된다. 이에 해서는 Peter Bartlettm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pp. 25 참조. 우리나라는 의사능력과 

법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무능력 또는 제한행위능력 개념을 인정한다. 
13) 다만 미성년자와 달리 신분행위나 신상에 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다. 여기서 검토하는 결격조항은 신분활동이 아닌 재산적 활동 또는 이와 연관된 활동에서의 결격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무시하도록 한다. 
14)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금치산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동의한 것은 후견인의 직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이유로 후견인이 개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에 근거한 과저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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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능력 및 제한(행위)능력에 한 

새로운 접근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능력 및 제한(행위)능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법적 거래15)에의 참여자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피성년후

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유아나 여타의 미성년자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첫째, 피성년후견인

으로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16) 신상에 관하여

는 언제나 스스로 결정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가령 스스로 거소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거소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신하여 거소

결정을 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본인의 신상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를 더 이상 유아나 미성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에 

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민법 제11조), 더 나아

가 피한정후견인 중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

는 경우도 많다.17) 피한정후견인은 더 이상 법적거래에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미성년자와 동일하

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무능력제도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한, 그가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 다면 그 범위에서는 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이 범위에서 행위무능력제도가 변형된 형태로 유지

되지만 이들과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와 구분하기 위해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민법 제

15조 이하).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정치산자의 업에 한 후견인의 허락을 규정한 상법 제6조의 규정은 

개정할 필요 없이,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효력을 상실하는 2018년 6월 30일자로 자동적으로 효력

을 잃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한정후견인은 더 이상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업에서 후견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 소송에서의 의사능력과 제한(행위)능력

소송행위를 할 의사능력 또는 제한능력제도의 이해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가령 형사소송에

15) 여기서의 법적 거래란 의사표시의 결과 민사법 또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16) 민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7) 실무에서 동의권 유보 없는 피한정후견인이 적지 않다. 특히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우 거의 부분이 

한정후견인이지만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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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사능력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제한능력자제도를 두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

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는 신 제26조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법원 판례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능력의 유무

는 전적으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설사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

송능력이 있다고 한다.18) 반면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계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19)에는 법정 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조). 법정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리할 수 있다(형

사소송법 제28조).20) 

반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21))은 민사법의 의사능력, 제한행위능력제도와 유사하다. 사인(私
人)이 소를 제기한 때, 그 법률효과의 형성에 양 당사자는 1회적이지 않은, 연속적인 수다한 의

사표시를 하게 된다. 소의 제기와 응소와 같은 소송관계의 개시에 필요한 의사표시, 변론과정에

서의 각종의 진술과 신청(변론준비서면의 제출을 포함), 청구의 인낙, 포기, 화해와 같이 소송관

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등 다양한 의사표시를 통해 비로소 법률관계의 종국적 형성이라는 법

률효과가 성립할 수 있다.22) 이런 일련의 의사표시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

로 의사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제한능력자23)가 법률로써 의사능력을 제한한 범위와 

관련된 소(강학상 이를 소송물이라 한다)를 제기하거나 응소, 청구의 인낙과 포기, 재판상 화해

를 한 경우는 그 효력이 없고, 신 법정 리인이나(민사소송법 제55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

한 준용)24)이 리하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한 준용). 반 로 피성

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법률로써 의사능력을 제한하지 않은 범위와 관련된 소는 

후견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기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소의 제기와 응소를 할 의

사능력이 있더라도 변론과정에서의 각종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 즉 변론행위를 할 의사

18) 법원 전원합의체 2009.11.19.선고, 2009도6058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735면 

참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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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리인이 소송행위를 

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해서 소송능력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가령. 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등 참조.
20) 이 때의 법정 리인이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일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의사표시를 

리할 권한을 따로 수여받지 않았다면 특별 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21) 행정소송법에서 소송능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데, 행정법학계에서도 행정소송능력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 제8조로 인해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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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범위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소를 제기한 경우도 동일하다.
24)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특별 리인이 소송행위를 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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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4조에서는 진술금지를 명령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

사로 하여금 변론절차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의사능력 개념

을 소의 제기 등과 소송과정에서의 변론으로 구분하여 각기 달리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법에서 제한능력자 개념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달리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는 제도도 유지하는 셈이다.25) 

3) 결격조항 중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도 간의 차이를 반 하지 않는 것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미성년자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규정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한능력자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성년후견인, 피한

정후견인은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조

항 중 많은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격증, 사업, 직업이라는 이유로 피성년후견인

이나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자격, 사업, 직업을 불허하기도 한다.26) 

나. 결격조항 중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의 행위무능력 관념을 그 로 유지하는 규정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의사능력, 제한능력 개념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 로 

반 되지 않은 다수의 공법 규정이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12조는 공법상의 행위능력과 무

관하게 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받아 인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후견인만이 등록과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에서의 

의사표시가 인감증명 등록이나 발급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

감증명법은 행위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독자적인 인감등록을 가능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발명진흥법 제43조의 

조정신청권한을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게 인정하지 않은 것도 동일하다. 디자인보호법 

제4조 등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25) 스위스와 국도 의사능력을 소제기의 단계와 변론의 단계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가령 가령 Sheffield 
City Council v. E and another [2004] EWHC 2008.para. 39에서 Munby 법관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소송능력, 의사능력, 변론능력의 관계에 한 스위스, 독일, 국법에서의 취급과 

우리 법에서의 취급에 관한 상세한 것은 해서는 제철웅,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절차보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에 한 비판적 분석, 민사소송 21권 2호92017.11), 147면 주 29 및 158면 이하 

참조. 
26) 조문의 표제가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특허법 제3조, 상표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등이 있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미성년자와 동등하게 취급한 결격조항은 가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법 제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제19조의2, 제31조,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 등등 결격조항을 둔 법률의 

상당수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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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견인의 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인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을 동일시

하는 것

1)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의 후견인의 권한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서는 금치산, 한정치산이 선고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중 1인이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었다(구민법 제933조, 제934조). 동등친이 여러 명일 때

에는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었다. 성인을 위한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에는 개정 전 민법 

제948조, 제913조, 제915조의 보호, 교양의무, 징계권 등을 제외한다면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미

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하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미성년자가 친권자일 경우 그의 친

권을 리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구민법 제945조, 제948조)을 제외하면 성인을 위한 후견인이나 

미성년 후견인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후견인의 압도적 다수가 부양의무 있는 친족이

었기 때문에,27) 후견인은 그의 권한인 재산관리권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법

률행위나 준법률행위의 리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행위도 폭넓게 하 고, 재산관리권은 그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가령 친권자는 미성년자에게 업을 허락할 수 있는데

(민법 제8조), 업은 리를 얻기 위한 사실행위,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를 망라하는 종합적 활

동인데,28) 미성년자에게 업을 허락한다는 것은 친권의 일부인 자녀의 재산관리권(민법 제916

조)에 포함되는 자녀 재산의 일부에 관한 재산관리권 행사를 포기하고, 미성년자가 이를 독자적

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9) 구민법에서 후견인이 한정치산자로 하여금 직접 

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줄 수 있었던 것(구민법 제8조, 제10조)도 후견인의 권한에 위의 의미

에서의 포괄적인 재산관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 기 때문이다. 금치산자의 후견인 역시 금치

산자의 재산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금치산자를 신하여 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상법 

제8조). 

2) 성년후견제도 하의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성년후견인이든, 한정후견인이든, 특정후견인이든 모두 피후견인의 법

정 리인이 될 수 있다.30) 성년후견인만 법정 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938조 제1항), 

27) 미성년후견인 중 친권자인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친족 아닌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족이 

후견인인 경우가 압도적일 수 밖에 없다.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3촌 이내의 친족 

아닌 자 중에서 후견인을 정하지만 그 경우에도 4촌 이내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민법 

제940조).
28) 업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제8판, 231면 이하 참조. 
29) 이런 이유로 허락한 업활동을 나중에 철회하여 자신의 재산관리권 하에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민법 제8조, 상법 제37조). 
30) 임의후견인을 피후견인의 임의 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가 반 된 법정후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장 발생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임의후견인의 

활동 이후에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임의후견인의 활동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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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는 법정 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거나 제938조 제1항을 준용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 중에는 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에게 리권을 부여한 경우(민법 제959조의4 제1

항, 제959조의11 제1항)에는 그 범위에서는 법정 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인이 이들과 다른 것은 

언제나 법정 리인이 되지만 법정 리권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민법 제938조 제2항)는 점 뿐

이다. 성년후견인이든, 한정후견인이든 특정후견인이든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정 리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리하게 된다. 그러나 행위무

능력자제도 하의 후견인과 달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실행위인 재산관리행위

를 포괄적으로 할 권한은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은 법정 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 피후견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31) 그렇다면 민법 제949조의 

표제에서 말하는 재산관리권이란 재산에 관하여 법정 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사실

행위로서의 재산관리권은 법정 리권 행사에 수반되는 범위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여야 한다.32) 

이와 달리 설사 성년후견인이 사실행위로서 포괄적인 재산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

라도 그것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자기계약은 일반적으로는 무효이지만(민법 제124조),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 리

인과의 계약을 통해 체결할 수 있다(민법 제921조, 제949조의3). 만약 계약 없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사실행위로서의 재산관리를 하고 그 가를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55

조, 제955조의2)고 해석한다면, 이는 피후견인이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어서 피후견인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다. 요컨  성인을 위한 후견인33)은 피후견인

을 위한 법정 리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권한을 당연 보유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신하여 업을 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업을 허락해 줄 권한

은 없다고 할 것이다.34) 

이렇게 본다면 상법 제6조의 한정치산자 관련 규정, 제8조의 한정치산 및 금치산자 관련 규정

은 개정할 필요가 없이 2018년 6월 30일의 경과로 효력을 잃도록 방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점에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함으로써 임의후견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959조의20), 임의

리와는 성질상 차이가 너무 많고, 법정후견의 아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31) 독일 민법 제1897조 제1항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die Angelegenheiten der Betreuten rechtlich zu besorgen)이 임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Staudinger/Werner Bienwald, § 1897 Rn. 1 ff. 참조. 미국의 전미후견협회가 2010년 채택하고 2013년 개정한 

후견인 윤리강령(Standrds of Practice) 제6원칙은 가족후견인이 아닌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32)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후견인의 권한에는 재산관리에 관한 리권, 신상결정권의 리행사에 한정하고 있다. 
33) 이 글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에 해서는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위 본문에는 이에 한 판단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 둔다. 
34) 민법 제950조 제1호에서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경 하는 업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사실행위가 중심인 업을 후견인이 신하는 것은 

아님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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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후견

인의 권한에 없는 권한을 새롭게 창설하는 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3) 후견인의 권한 변경을 반 하지 못한 여러 법률규정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후견인의 권한에 한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의 후견인 권한이 그 로 유지된다고 오해하는 법률규정들이 적지 않다. 

첫째, 민법 제717조 제3항이 표적인 예이다. 민법의 조합은 재산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달

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이 조합의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하게 된

다. 그러나 조합계약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관계이며, 그 협력관계에 기하여 다수의 

사실행위와 일부의 준법률행위 및 법률행위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내용에 중 한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

합계약상의 지위가 당연 상속된다면 이는 조합계약의 성질에 합치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이 

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는 극히 일부이고, 압도적 부분이 사실행위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

717조 제1호가 사망으로 피상속인은 당연탈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되지 않도록 하고, 채권

적인 청산금청구권을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한 것(민법 제719조)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법 제

717조 제3호도 이와 동일한 취지이다. 행위무능력자제도에서는 금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이 

포괄적 재산관리권의 행사로써 당연히 금치산자의 조합원의 지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치

산선고를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당연탈퇴하도록 한 것이다.35) 

반면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한정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 또는 허락을 통해 유효하게 조합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후 한정치산자가 되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이 한정치산자와 인적 신뢰관

계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당연탈퇴로 규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에도 한정치산자가 더 이상 조합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후견인에 의한 임의탈퇴나 다른 조합원

에 의한 제명이 가능하 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인이 피성년후

견인의 업이나 조합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리

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피후견인의 업을 행하거나 조합계약상의 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

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성년후견인이 조합원으로 신하여 활동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의 개시를 당연탈퇴규정으로 한 민법 제717조제3호는 후

견인의 권한에 한 오인에서 비롯된 규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35) 일본 민법의 기초자 중의 일인인 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三 債權篇, 812면 이하에서도 조합원의 사망과 금치산선고

를 당연탈퇴 사유로 삼은 이유가 동일함을 언급한다. 물론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거나 후견인이 조합원을 신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점은 일본 구민법 재산취득편 제144조, 제147조의 해석에서도 동일하 다. 이에 해서는 Boissonade, 
Code Civil de L’Impire du Japon, Tome Troisieme, pp. 282-286 참조. 민법 제717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의규정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가령 곽윤직 편집, 민법주해 XVI, 139면 이하(김재형 집필부분) 참조. 



268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2018.05)

둘째, 상법 제84조 제2호의 조합원의 사망과 금치산을 당연탈퇴사유로 한 것, 상법 제218조에

서 정한 합명회사의 당연퇴사 규정인 금치산, 상법 제283조, 제284조의 반 해석상 무한책임사

원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사 사유가 되도록 한 것도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의 

후견인이 가진 포괄적 재산관리권으로 인해 발생할 인적 신뢰관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즉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신하여 포괄적인 사원으로서의 업무까지 재산관리권

한으로써 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717조 제3호의 성년후견개시를 조합계약에서의 당연탈퇴로 한 것은 민법 개정 당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 하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이다. 변경된 후견인의 권한을 제 로 반 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한편 상법의 위 규정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만 존속시키고 이를 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성년후견의 개시나 한정후견

의 개시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은 후견인 권한에 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입법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 

2. 결격조항 존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의 고

통에 대한 무감각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

을 유아나 미성년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 중 법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리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사회생활에

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마치 아동의 친권자처럼 피후견인

의 생활이나 삶을 지배하는 좌우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런 오인에 

더하여 장애에 한 편견과 장애인의 고통에 한 무감각, 그리고 준법정신의 결여가 결격조항 

존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본다. 

(1) 의사결정능력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을 비롯한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에서는 법적 거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의

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유아나 미성년자로 취급하지 않고,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피후견

인의 재산에 한 포괄적 관리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지 않고,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나 준법

률행위를 법정 리하는 권한(이에 부수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더라도 성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념이 

불충분하게 관철되어 있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거기에 덧붙여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 장애인들은 다른 어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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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 더 열등하게 취급되어 이들의 권익은 무시되기 일쑤 다는 것도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이다.36) 장애에 한 정책입안자들의 뿌리 깊은 편견이 결격조항 존치의 직접적 이유 내지 배경

인 경우가 적지 않다. 

표적인 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임원

의 결격사유, 민간기업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이다.37)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설치될 위원회나 그 기관, 기업의 임원은 독자의 

선발절차와 임명절차를 두고 있기 마련이다. 그 절차에서 후보자를 면담하고 그가 위원이나 임

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한 끝에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거나 그 밖의 임명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다. 그 절차에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위원이나 임원으로 일할 자질

과 역량이 없다면 당연히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반 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라 하

더라도 위원이나 임원으로 일할 독자의 가치가 있다면 그를 추천하게 될 것이다. 위원이나 임원

으로 일하다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원이나 임원이 이름만 

걸어 두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38) 위원이나 임원으로 그 역할을 현 

단계에서 수행하기 어렵고 그것이 위원이나 임원으로 복무하여야 할 기간 중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면 사임하도록 하거나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원이나 임원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

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위원 또는 임원으로 일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한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범죄자도 아니며, 파산한 사람도 아니고 미성년자

도 아니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부분이 후견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중요한 위원회나 기관의 위원 또는 임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중 일부가 법의 테두리 내에

서 지원을 얻기 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빌미로 이들을 적시하여 법률에 결격사유로 기재

하는 것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심보의 발로로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둘째, 법인의 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규정 역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한 뿌리 깊

은 편견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신용협동조합 제16조, 산림조합법 제26조, 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 제18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앞의 3개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 등이 그 표적인 예이다. 이

들 조합은 민법의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은 사원이다. 그런데도 성년후

견(또는 금치산)이 개시되면 자동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36) 하급심 판결 중에는 지적장애인을 식모로 착취하거나 노예처럼 부린 학 자에 해 갈 곳 없는 장애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하는 경우조차 있다. 
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 축산계열화사업

에 관한 법류 제2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한⋅아프리카재단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 등 약 140여개의 결격조항이 

있다. 
38)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이 있다면 굳이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만 

그 혜택을 못받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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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입을 위한 신청행위

를 할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후견인에 의해 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예 그 사단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게 만들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사원은 법인에 한 권리, 의무를 가진 자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직접 그 법인의 사업 운 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치산제도 하에서의 후견인이라 하더라

도 민법의 조합계약의 조합원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원으로 참여하지 못하

도록 하는 이유를 의사결정능력 장애에 한 뿌리 깊은 편견 이외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을 위원이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

각 없이 민법 제717조 제3호의 규정을 본받아 입법하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공법상의 기본권 행사, 특히 참정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의사결정능력 장

애인에 한 뿌리 깊은 편견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피성년후견은 범죄자도 아닌데 공직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에 의해 선거권도 피

선거권도 없다. 선거는 유세과정을 통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이 출마

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면 출마에 수반되는 여러 부수적인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탁금을 낸다

든지, 개인 관련 정보를 받기 위한 공법상의 신청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출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이다. 한편 선거권의 경우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것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

이 없다. 다수의 유권자가 정책에 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겠지만, 즉흥적인 

이유로 투표할 수도 있고, 놀이삼아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란 현명한 사람들의 통치가 

아니라 다종다양한 생각과 사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공통의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독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선거권 박탈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규

정 역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제 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편견에 기초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결격조항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에 대한 무관심

결격조항은 그것이 절 적 결격이든 상 적 결격이든 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설

사 제한행위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자격보유, 직무수행에 법률행위가 불필요한 경

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거나 직무에서 당연 퇴

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39) 절 적이든, 상 적이든 후견개시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로 삼거나, 국가나 공공기관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사유로 삼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

39) 자격증을 보유하는 데 법률행위가 필요할 리 없고, 의결권행사 등 권한 행사 없는 사원도 허다하며, 직무수행에 

법률행위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삼는 법률규정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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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로 삼는 것,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정의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로 삼는 것 

등이 이런 불이익이다.

첫째,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에서처럼40) 성년후견 또

는 한정후견의 개시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삼게 되면, 힘들게 취득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

이다. 나중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41) 이미 상실한 자격을 다시 취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한편 이를 결격사유로 할 경우 자격증을 근거로 임용 또는 고용

된 경우 임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기반한 휴직과 휴업보상 등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

다. 이런 불이익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불이익이다.

둘째,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금 국가나 공공기관에의 임용 결격사유로 삼는 

것 역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된다.42) 먼저 결격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용되거나 계속 근무한 경우 임용관계 또는 근로관계가 당연 무효여서 연금 등의 혜택

을 받지 못하게 된다.43) 사후결격인 경우 질병을 원인으로 한 휴직과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의료보험급여에서의 불이익 등이 수반된다. 만약 일정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아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본인을 리하여 사직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주가 해

임 또는 해고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다. 

셋째, 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사결

정능력 장애인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된다.44) 질병, 장애 등으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40)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밖의 각종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가령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말산업육성법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5조, 기술사법 제7조, 원자력안전법 

제85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풍수해보험법 제16조의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소방기본법 제17조의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등 

60여개의 결격조항이 있다.
41) 기간이 종료되면 후견도 종료되는 특정후견과 달리 민법은 ‘후견개시의 원인의 소멸’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종료사유로 삼고 있다(제11조, 제14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은 첫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또는 부족, 셋째,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또는 부족의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이란 해석론으로는 

정신적 제약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개시원인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사고, 
정신질환 이외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42)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등이 표적인 예이다. 
43) 가령 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 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

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사후 결격사유가 발생하 으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한 

경우도 동일하다. 
4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등 약 160여개의 사업활동을 할 수 없다. 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에서는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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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된 경우에는 부분 회복될 때까지 그 사업을 휴업하게 될 것이다. 휴업하는 기간이 길어지

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업을 다른 적당한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허가나 등록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할 경우 이런 

업양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지 못한 채, 설비만을 양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져다 줄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다.

넷째, 근로계약을 통해 특정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격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다.45) 질병, 장애를 이유로 휴직할 기회가 박탈되면 휴직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의료보험

급여상에서도 불이익이 있게 될 것이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위의 불이익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비

교할 때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3) 준법에 대한 둔감: 불법의 조장

1) 의료 및 요양에 한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

재산적 거래에서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가족이 자기 재산으로 질병, 장애가 

있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돌보아 줄 수도 있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

여야 할 경우에도 임의 리권 없이도 그를 신할 수 있는 다양한 합법 또는 편법적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 신상 보호 관련 요양계약 또는 의료계약 등을 체결하여 

요양받을 장소가 변경되거나, 요양보호사 또는 의사가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

스가 피후견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신체에 한 접촉 또는 침해를 수반할 때, 응급상황

이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를 신하여 행사할 권한은 리인과 법정 리인인 후견인 이외에는 

없다. 성인이라면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거주장소를 정할 수 없고, 누군가가 자신의 거주장

소를 지정하여 거주하게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감금 내지 자유의 제한이 된다. 형

법상의 감금죄, 권리행사방해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한 접촉이나 침습이 있다면 그것 역시 위법행위가 될 것이다. 이 때에도 민법 제

750조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폭행죄와 상해죄로 규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본인이 하는 동의는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감금죄, 권리행사방해죄,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법률

효과도 있다. 즉 본인의 동의는 준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45) 법무사법 제23조, 도로교통법 제10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방송사업법 제26조 등 약 16개 정도의 결격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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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의료나 요양 서비스 제공에서의 적법요건 충족을 위한 리 

또는 후견

의료나 요양을 위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신체 자유 박탈, 신체 접촉과 침습에 한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본인을 신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본인을 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임의 리인과 

법정 리권을 가진 후견인 밖에 없다. 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본인동의를 리할 

임의 리권을 일정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를 지속적 리권

이라 한다)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상 방이 지속적 리인에

게 적법한 리권한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할 증명방법이 쉽지 않다. 거래관행에서 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리권을 부여한 이후 3개

월 이후에 리권을 행사하거나 리권 행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로 

리권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법률적으로 잘 작성된 사서인증이나 공정증서

로 작성하고, 공증인 역시 신뢰할만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거의 이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의료나 요양서비스를 적법하게 받기 위해서

는 법정후견인이 되는 것 밖에 없다. 현재 법정후견의 약 90% 가까이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이라고 한다.46) 누구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장애가 발생하여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받아

야 할 상태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그 경우 350여개의 결격규정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결격규정의 존재를 알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이해한다면 부분의 사람들이 후견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결격규

정은 불법을 조장하는 법적 환경이 될 뿐이다. 

3. 소결

이상의 검토를 통해 결격조항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즉 성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의사결

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 행을 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법적 거래에서 그를 유아나 아

동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도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의 리로 한정하도록 함으로

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가급적 최 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제 로 반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에 한 편견과 이들이 입는 불이익

에 한 둔감함과 준법에 한 무관심이 결격조항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한 편견과 경시 이외에 결격조항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

회적으로는 어떤 편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46) 김성우, 한국 후견제도의 운 과 가정법원의 역할, 법조 722호(2017.4), 1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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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에는 문제가 없는가?

결격조항은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 중에는 결격조항을 폐지함으

로써 사회적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한다.47) 아래에서는 결격조

항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정책입안자로서 우려해야 할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해 검토

해 보기로 한다. 

1. 후견 개시 당시의 사무처리능력의 관점에서 

(1) 자격이든, 사업이든, 임원이든, 고용이든 결격조항이 있는 절  다수의 규정들은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시험, 교육, 훈련 등을 요구하거나 사업 허가나 등록을 위해서는 역량과 설비 

등을 요구하고, 임원 등으로 임명하기 전에 당사자의 역량을 살펴 보며, 고용 전에 면접을 한다. 

범죄자도 아니고 파산한 자도 아니며 미성년자도 아닌데, 매우 드물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 다면 그것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사업 허가를 하거나 임원으로 임명하거나 고용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그 역량을 갖추지 못하 다면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하지 않거

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라는 점은 자격, 사업, 임원, 고용에 향을 미치도록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임원으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던 

중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다면, 절  다수의 경우 활동을 중지할 것이다. 활동 중지

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

간 활동 중단에 따른 불이익으로 자격취소, 사업허가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자

격취소, 사업허가나 등록취소를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회복될 때까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임용이나 고용되어 있다면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직 

역시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직을 하거나 해임 또는 해

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48) 휴직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근로기준법만이 적용되고 산업재해가 

47) 일본은 결격조항은 전면 폐지하는 법률안(成年被後見人等の權利制限に係る措置の適正化ゑ図るための關係法律の
整備に關 する法律案)을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하 다. 여기서 결격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입장이다. 그런데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으로 하여금 특정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종래의 규정 중 일부의 경우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을 삭제하는 신 ‘심신의 고장으로 인해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자로서 내각부령 또는 해당 위원회의 규칙 등으로 정한 자’로 체하기로 하 다.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에 한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거기서 성년피후견인과 피보좌인을 여러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한다면 결격조항을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체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향후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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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라면 후견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리하지 않는 한, 사용주가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격증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타의 질병 등으로 근무할 수 없

는 여타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면서 직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후견인의 직무와 책임: 또 다른 안전장치

(1) 혹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기타 국가의 허가나 등록이 있어야 하는 위험한 사

업을 운 하는 사람 등에 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

하게 되면 고객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라도 직무수행을 강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고 결격조항은 그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바로 위 1.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견이 개시된 이후 종전의 직무를 계

속 수행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또는 기타의 사업활동

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49) 첫

째, 후견개시에도 불구하고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또 직무수행에 아무 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제한능력자 아닌 피한정후견인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둘째, 

제한능력자이지만 직무수행에 아무 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행하는 당해 직무에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없거나 직무에 요구되는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의 범위 밖인 경우가 그것이

다. 셋째, 제한능력이거나 직무수행을 할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앞의 두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막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의 개시가 직무수행에 아무 장애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을 막는 것 자체가 문

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 허가 또는 등록을 관장하는 관할관청, 

자격증을 관리하는 소속협회, 이들을 채용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경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

견 개시의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 후견개시 판결은 신청인과 사건본인에게만 송달되고, 후견등

기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매우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

다.50) 달리 말하면 세 번째의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48)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이하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최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게 하며,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을 경우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다(동법 제84조, 제23조). 
49) 이 논의는 이론적인 가능성에 한 검증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이후 직무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위험이 초래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비현실적인 이론적 가정에 한 적절한 응은 

이론적 응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0)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 제17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 열거하고 있다. 물론 위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후견등기사항을 

열람 또는 증명발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관할 위원,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 해 정기적으로 열람 또는 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막 한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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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의 가능성이 발생하 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신하여 사업 등록 또는 허가를 관할하는 관청, 자격증을 관할하

는 관할협회, 임용 또는 채용하고 있는 기관 등에 휴업 또는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인 방안일 것이다. 후견인은 관할관청에 한 휴업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신청행위를 리할 권

한이 있을 뿐 아니라, 관할 협회에 휴업을 신청할 단체법상의 신청행위를 리할 권한을 부여받

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격증이나 허가나 등록, 인증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 후견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

도록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가정법원 역시 자격증을 갖고 활동하는 전문직, 허

가, 등록 등을 통해 사업을 하는 사건본인의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에 위와 같은 

신청행위를 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격조항이 있거나 이를 체하는 다른 규정을 통해 관할관청, 관할협회, 소속기관 등

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가 있을 때 직권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명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다면 후견인이 굳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후견개시의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관할관청 등에 그 부담을 무리하게 부과하기 보다는 후견인이 본인을 신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결격조항이 없어진다면 

위 세 번째의 가능성이 현실화하거나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은 휴직 또

는 휴업을 리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직무수행 역량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종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위험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

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51)일어 난다면 

피해자는 피후견인만이 아니라 후견인에 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에 비교적 충실한 담보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2) 의사, 변호사,회계사, 법무사, 기타 위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리인도 없고, 후견인도 없는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는 이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리하여 휴직, 휴업을 신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거래한 

상 방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손해를 입더라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에 해서만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고, 그의 가족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에 

한 충실한 담보도 가능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결격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후견을 이용하는 것

51) 후견인이 휴직, 휴업 등의 신청권한을 리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휴업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휴업 또는 휴직을 리신청할 의무가 후견인에게 없기 때문에, 제철웅(위 주 4), 
232면 이하; 제철웅(위 주 10), 150면 이하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이 상당할 

경우 후견인에게 가정법원에 직무정지를 명할 것을 신청할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후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방조치가 될 것이고, 가정법원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개입이 되거나 가정법원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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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격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의 이용을 기피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Ⅳ. 결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 정한 것처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면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동 협

약을 체결한 체약국들의 국제적 의무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듯이 이 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후견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 로 법적 효과가 부여될 수 있

게끔 지원하고, 그것을 알기 어려울 때에는 그의 희망과 욕구를 탐색하여 거기에 법적 효과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적으로 보면 후견의 전면폐지

와 보편적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실현은 불가능하거나 사회에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거래하는 상 방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사결

정지원자(그 명칭이 후견인이든 지속적 리인이든 무엇이든)에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법률행위 리권-그것이 임의 리인든 법정 리이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사결정능력 장애 상태 이전에 미리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자로서 지속적 리인을 선

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리 임의 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 법정 리인을 선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의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의사결정능

력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정후견제도

를 제공하 다면 그것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권리나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만약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거래

하는 제3자가 입을 불의의 불이익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수단으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목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수단을 선택한 셈

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후견인이나 지속적 리인에 의한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이 더 위

험한 것이지, 이들 의사결정지원자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

문이다. 결격조항은 그것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규정이지 도움이 되는 

규정이 아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격조항은 장애인에 한 사회적 편견만 강화할 뿐이고 아

무런 소용도 없는 해악 자체일 뿐이다.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를 주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52) 

52) 결격조항 폐지는 일본처럼 1개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러 법률상의 결격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입법방식은 주지하듯이 보통법계만이 아니라 독일법계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령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Erwachsenenschutzgesetz를 통해 민법 규정을 개정하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개의 특별법으로 

결격조항을 전면폐지하려면 부분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8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거나 국회법 제81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정 상임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지정하되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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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olition of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based 
on Full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Cheolung Je*
53)

The UN Committe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mmends 
based on Article 12 of that Convention that adult guardianship, whatsoever, should be immediately 
abolished and, instead, supported decision making schemes should be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ing states, to implement that recommendation must incur lots of social 
expenditure. Since any kind of authority to represent the persons with impairments to decision 
making abilities, irrespective of statutory representative power or contractual representative power, 
is indispensable so as to relieve the concerns which can be raised by the parties to the decision 
makings of those persons, to find any other alternative to representative power and authority for 
those persons is nearly impossible in reality. In other words, persons with incapacity cannot but 
resort to statutory representative power and authority unless they conferred lasting power of attorney 
on others in advance. That being said, those persons who resort to adult guardianship, especially 
full and limited guardianship, shall be exposed to more than 300 disqualification provisions, which 
deprive persons under guardianship of rights, licences and legal status, or which prohibit them 
running many kinds of businesses, or which expel them from employment relationship. This paper 
analyses that the purpose of disqualification provisions, protection of the third parties who can 
contact the persons under guardianship, has nothing to do with the effects of those disqualification 
clauses, namely deprivation of rights, licences and legal status or the prohibit of businesses and 
employment. Subsequent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immediate abolition of thos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is unlikely to cause any inconvenience and malice to the society, compared to the situation 
where disqualification provisions remain valid, and that the abolition of those disqualification clauses 
can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persons under guardianship.

Key Words: Full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Restricted Legal Capacity to Exercise Rights, 

Disqualifying Legal Provisions, Anti-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ie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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