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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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고령화 사회,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시민후견인, 사회화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and help them lead a normal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country's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 that already performs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rough which there is a need to prepare basis to accomplish the optimal system in advance.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quality guardians above al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importance of citizen guardians is ever increasing as especially the 'social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upported recentl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ends in the types of the guardian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adult guardianship inci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nd the ways to activate the 
system focused on the citizen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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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총인구의 11.8%로 나

타났으며, 2018년에는 해당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

회(aged society)에 어들고,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

지하는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게 된다

[18]. 이러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신체 ·정신  기능의 

하는 지속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11].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는 2011년 534천명으로 나타나 년 비 

9.1% 증가하 으며, 2025년에는 그 질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6]. 한, 우리 사회의 핵가족

화 경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

이 18.9%로 나타났으며, 그들 에서 독거노인가구는 

총 가구의 6.6%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이러한 가구

가 15.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8]. 이와 같이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가구 소규모화가 가속화되면

서 노인에 한 보호 잠재력이 감소하고 가구 내 돌  공

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14]. 최근에는 이러한 한국 사

회의 문제들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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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가족차원에서 근하기보다는 사회  문제로 인

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8].

한편, 기존의 행 무능력자를 규율하던 치산  한

정치산제도는 획일 이고 경직된 성질을 갖고 있어 단

능력이 불충분한 노인의 권리와 법률 계 형성에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여 그들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4][9][10]. 특히, 기존의 제도는 출

산·고령화 상에서 비롯된 신상보호에 한 사회  욕

구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다변화된 사회에서 합하지 않

다는 평가가 나타났다[13].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그들

이 통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부족

한 단력을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

이 꾸 히 제기되었으며[2][12][17], 2008년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방

식과는 다르게 계약형태로 그 방식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7]. 

결국, 정부는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에 한 시행을 몇 개월 앞두고 

있다. 이미 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1960년 이래 요보호

성년자에 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목표로 성년후견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 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그

들의 실질 인 보호를 해 노력하고 있다[3]. 이러한 국

가들은  인구의 1%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

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 기

에 약 5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6][27]. 이러한 요보호성년자에 한 배려와 국가의 후

견  역할이 더 강화된 사회보장  의미의 제도[12]를 통

해서 그들이 일상에서 온 한 삶을 향유하기를 기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기존의 치산· 치산제도 역시 사회  

약자에 한 응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료기

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 고령사회를 넘

어 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속한 가족사회의 해

체로 인하여 자식에게 부양받는 고령자들은  어들

고 있다[1]. 특히, 단능력이 불충분한 고령자는 다양하

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족의 지원

을 기 할 수 없어 실질 인 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되

거나, 심지어 공식 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이 자주 보고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9].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障害 自立支援法) 

 고령자학 방지법(高齡 虐待防止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한 

계약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32], 최근에 성년후견

제도를 ‘사회화’하는 것이 지향되면서 단능력이 불충분

한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종합 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서의 운용이 성년후견제도에 요구되어 그것

이 완수해야 할 역할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0][32]. 

우리나라는 이제 성년후견제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

고, 실제 제도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 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 과 그에 

한 해결방안 등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14].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에서 일본은 한

국과 사회·문화  유사성이 높고, 후견 유형과 임의후견

제도 등의 반 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15][17]. 2012년 일본 

최고재 소가 발표한 ‘성년후견 계사건의 황(成年後

見関係事件の概況)’[40]에 의하면 성년후견 계사건(후

견·보좌·보조개시  후견감독인 선임 사건 포함)의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만큼의 많은 문제가 표

면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기 해 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고찰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

지만, 여 히 성년후견인의 확보, 성년후견인의 부정행 , 

후견 련 비용, 지원사업의 복, 시민의 심 부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31][32][36][37][39]. 특

히, 성공 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기 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성년후견인의 안정 인 확보가 매우 요한 

문제[28][35]로 두되고 있지만, 일본은 사회  환경 변

화와 더불어 약 250만 명의 성년후견인의 잠재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6]. 

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은 이러한 을 주지할 필요

가 있으며, 더욱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성년후견인의 확

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년

후견인의 유형 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 상에 따

라 보다 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시민후견인이지만[28] 

[30], 국내에서 이들에 한 양성  활용 방안을 검토하

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 으로 진행되었으며[15][19], 

구체 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후견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

재 소의 성년후견 계사건 황을 분석하여 성년후견

인의 실태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그 요성이 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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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시민후견인을 심으로 한국에서의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2.1 성년후견관계사건의 현황

일본에서 2000년 4월부터 실시된 성년후견제도에 

한 반 인 실태를 악하기 해서 우선 이 제도의 이

용 황[40]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반 으로 

이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2011년도 성년후견 계사건의 신청건수는 31,402건

으로 나타나 2010년의 30,079건과 비교하여 약 4.5% 증

가하 으며, 제도 기인 2000년의 9,007건과 비교하여 

약 3.5배 증가하 다. 체 성년후견 계사건에서 그 차

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후견개시의 경우에 그 신청건

수는 25,905건으로 나타나 제도 기인 2000년과 비교하

여 약 2.5배 증가하 다. 이외에도 보좌개시 심 의 제기 

건수는 3,708건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여 약 4.0배 

증가하 으며, 보조개시 심 의 제기 건수는 1,144건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여 약 2.0배 증가하 다1). 한, 

후견감독인 선임 심 의 제기 건수는 645건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하여 약 1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후견

개시

보좌

개시

보조

개시

후견

감독인
합계

2000 7,451 884  621 51  9,007

2001 9,237 1,043  645 103 10,928

… …

2008 22,532 2,539  947 441 26,459

2009 22,983 2,837 1,043 534 27,397

2010 24,905 3,375 1,197 602 30,079

2011 25,905 3,708 1,144 645 31,402

<표 1> 성년후견관계사건 현황(단위: 건)

 

자료: 각년도 성년후견 계사건 황. 최고재 소.

다음으로 성년후견 계사건 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연령 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000년도에는 

72.9%이었으나, 2011년에는 86.2%로 나타나 약 13.5% 증

가하 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61.1%를 차지하 고, 그 다음이 70 로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000

년도에는 약 42.6%이었으나, 2011년에는 65.9%로 나타나 

23.3% 증가하 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체의 34.4%를 차지하 으며, 그 다음은 70 로 23.5%이

었다. 지난 10여 년간 고령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상당비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80세

이상
70

65-

70세

60-

65세
50 40 기타

남

성

2000 15.7 15.9 11.0 10.0 19.8 11.8 15.8

2001 16.8 19.1  9.8  9.3 19.0 11.2 14.8

… …

2009 31.0 23.3 8.4 7.3 12.5 7.8 9.7

2010 32.6 22.8 8.1 7.7 11.0 7.9 10.0

2011 34.4 23.5 8.0 8.0 10.3 7.3  8.5

여

성

2000 40.4 25.0 7.5 4.6  9.8 5.9  6.8

2001 41.7 24.9 7.3 4.9  9.3 5.5  6.4

… …

2009 57.3 23.1 4.1 3.3 5.0 3.3 3.9

2010 59.1 22.0 4.2 3.5 4.6 3.2 3.5

2011 61.1 21.1 4.0 3.3 4.3 2.8 3.4

<표 2> 피성년후견인의 연령대별 현황(단위: %)

자료: 각년도 성년후견 계사건 황. 최고재 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된 주된 동기[40]에 해서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   부동산 등의 재산 리 

 처분’이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설입소 등 

개호보험계약에 따른 조치’  ‘신상감호를 해서’가 

29.4%, ‘상속 차를 해서’가 9.7% 이었다. 이것은 2000

년도의 신청동기에서 ‘재산 리와 처분’이 62.5%에 이르

으며, ‘개호보험계약’과 ‘신상감호’가 17.9% 이었던 것

과 비교하여 재산 리와 처분에 한 비율이 크게 감소

1) 일본은 구민법상의 금치산·준금치산제도를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결한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견제도’(일본 민법 제7조)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좌제도’(동법 제11조), ‘후견 및 보좌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보호유형으로 ‘보조제도’(동법 제14조)로 
개정하였다. 한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한국 민법 제9조)을, 동일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동법 제12조)을, 동일한 이유
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동법 제14조의2)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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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에, 개호보험계약 등의 신상보호를 한 신청 동

기가 반 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

일본 최고재 소[40]에 의하면 2011년 성년후견 계

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이

하 ‘성년후견인’이라고 함)과 본인과의 계에 하여 살

펴보면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문직, 문 

직능단체  시민후견인 등의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다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 외의 친족 등의 이른바 ‘친족

후견인’이 선임되는 비율은 2000년도에는 91.0%에 이르

지만, 이 비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9년 63.5%, 

2010년 58.6%이었으며, 2011년에는 약 55.6%까지 감소하

다. 반면에,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것은 2000년도의 9.0%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9년 

36.5%, 2010년 약 41.4%이었으며, 2011년에는 44.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0 2001 … 2009 2010 2011

가족  친족 91.0 86.0
…

63.5 58.6 55.6

제3자  9.0 14.0 36.5 41.4 44.4

<표 3> 성년후견인 선임 유형(단위: %)

자료: 각년도 성년후견 계사건 황. 최고재 소.

성년후견제도 기에는 가족  친족에 의한 후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써 가족 공동체

내에 있어서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 고, 가족구성원 사이에 처리할 수 있

는 이상, 다른 사람이나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 혹은 사회규범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22]. 그러나, 제3자인 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족  

친족과 같은 이해 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어 본

인의 권리를 실질 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

이 크게 작용하고, 최근의 개인주의 사회  성향이 반

되어 가족 이외의 성년후견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차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면 가족  

친족의 응만으로는 후견인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한 지원을 도모하기

도 어려울 것이다[14]. 

제3자 성년후견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직에 의한 후견은 그들의 부분이 본업에 종사하면서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 업무의 

질은 물론 그들이 수임할 수 있는 후견사건의 건수에서

도 그 한계가 있어서, 이미 문직 후견인의 선임부족이

라고 하는 문제가 표면화해 오고 있다[31]. 이러한 문제

와 더불어 최근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실 등에 처하

기 해서 향후에 기 되는 것이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

이라 할 수 있다[29][30]. 특히, ‘성년후견의 사회화’가 공

론화되면서 시민후견인의 형태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28][30], 이를 해서 시민후견인 양성과 그에 합한 환

경을 조성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후견인 활성화

3.1 시민후견인 의의2)

일본은 제도 시행 후 10여년이 지난 지 까지도 가족 

 친족에 의한 후견이 약 5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것은 행 무능력제도와 련한 사회의 부정  시각이 잔

존하고, 친족이 더 잘 보살펴  것이라는 믿음에 의한 것

이라 볼 수 있다[10]. 최근에는 친족후견인이 체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신에 제3자 성년

후견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확 는 

필연 으로 이러한 제3자 성년후견인 확보의 과제로 연

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제

3자인 시민이 후견인의 역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으

며, 제도 시행 2∼3년이 지난 후 ‘성년후견의 사회화’로서 

시민후견인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28]. 일본은 후견인

의 안정 인 확보를 해서 우선 실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친족후견인에 한 지원3)을 하면서, 한편

으로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 히 후보

자 등록자 수가 으로 부족하다[17][21][25][34].

2) 일본 成年後見法學 는 ‘ 町村における權利擁護のあり方に關する硏究(2007)’[33]에서 시민후견인에 대하여 ‘변호사나 사법
서사 등의 자격은 없지만, 사회공헌을 위한 의욕이나 윤리관이 높은 일반시민 중에서 성년후견에 관한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학습한 제3자 후견인 등의 후보자’라고 정의한다. 

3) 2011년부터 친족후견지원사업(親族後見支援事業)의 실시를 통해서 친족후견업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
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친족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활동내용
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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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사회의 후견 요구 증가에 응할 수 있을까? 이

러한 염려 속에서 친족이 없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는, 그들에 한 후견 업무가 일상  생활 지원 

심으로 특별한 문성이 필요 없는 사안에 해서는 사

회공헌의 의식의 높은 일반 시민을 성년후견인으로 양성

해, 그들을 통하여 후견인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강조되는 것이 시민후견인이다[33]. 시민후견인은 그들에

게 지 되는 보수 여부  활동 소속에 따라서 다음과 같

이 유형화할 수 있다[32]. 우선 문직에 의한 후견과 같

이 후견보수를 주된 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일반

형과 보수의 유무에 계없이 사회 인 필요성에 의해 권

리옹호활동으로서 후견수임에 임하는 자원 사형으로 구

분할 수 있지만, 실 으로 시민후견인에게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실

질 으로 시민후견인을 극 양성하고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자원 사형 개념으로 근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후견인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시민후견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로 구분하기도 한다.

3.2 시민후견인 양성과 활동

일본은 자산이나 친척의 유무에 계없이 구나 필

요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후견인의 양성과 그들의 변 확 를 시도하고 있다[14]. 

일본에서도 본인 의사의 존 이나 정상화 이념의 극

인 반 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재산 리

뿐만 아니라 신상보호도 함께 시하는 사회  상황에서 

시민후견인의 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망되고 있어

[36] 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을 

많이 개설하 다. 실례로 도쿄도(東京都)의 경우에는 ‘성

년후견 활용을 한 안심생활창조사업 실시요강(東京都

成年後見活用あんしん生活創造事業実施要綱)’에 근거한 

사회공헌형 후견인(社会貢献型後見人)을 양성하는 교육

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후견인 활동은 크

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도쿄도의 후보자 양성사업을 

한 기 강습 수료생 황(東京都後見人等候補 養成事

業 基礎講習修了生選任状況)[24]을 보면 인 공모

를 통하여 2005년에는 450명이 응모하 지만, 1·2차 형

을 실시해 최종 으로 선발된 60명이 5일간의 기 강습

을 이수하 다. 이러한 많은 지원자에도 불구하고 교육

과정 참여인원이 60명에 그친 것은 시민후견인을 실제 

필요로 하는 시정 에서 이들에 한 교육과정에서 실무

연수를 요청하 지만, 이들을 한 실무연수를 진행하기

에는 여러 환경  제한이 있었고, 더욱이 그 지역의 가정

재 소에서도 강습 이수자가 시민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되더라도 선임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서[34] 당 의 

혼란은 가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회  상황으로 시민

후견인에 한 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2010년까지 

291명이 수료하는데 그쳤으며, 그 동안 실제 선임된 경우

는 72건에 불과하 다. 

<표 4> 성년후견인 후보자 양성사업 기초강습수료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수료  60 56 57 37 40 41 291

선임  ·  1  8 18 27 18 72

자료: 後見人等候補 養成事業基礎講習修了生状況. 東京都庁.

여기서 강습한 시민후견인이 담당하는 피성년후견인

의 유형은 후견이 가장 많은 64건(88.9%)이었으며, 보좌 

 보조는 8건이었다. 피성년후견인의 성별은 여성이 46

명(63.9%)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피성년후

견인의 연령은 80 가 32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0 가 18명(25.0%)이었다.

비로소 2012년에 국에서 활동하는 시민후견인에 

한 공식 인 황이 처음 발표되었지만, 그 인원은 92명

에 불과하여[40] 여 히 가시 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에 

시민후견인과 련한 주목할 만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

다. 우선 노인복지법( 人福祉法) 개정을 통하여 시민후

견인을 염두에 두고, 후견에 한 체제의 정비 등을 의무

화하 으며, 동법 제32조의 2(후견등과 련되는 체제의 

정비) 규정4)을 신설하여 시정 에 해서 법정후견의 운

용기반 정비에 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 고, 이것을 

진하는 구체  시책으로서 ‘시민후견추진사업( 民後見

推進事業)’이 시범 으로 실시되었다[31]. 구체 인 사업 

내용은 시민후견인 양성을 한 연수의 실시  시민후

견인의 활동을 안정 으로 실시하기 한 조직체제의 구

4) 노인복지법 제32조의 2의 1항에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후견, 보좌 및 보조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및 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의 실시(양성 기능), 가정재판소에 대한 법정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취임지원 기능), 그 외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동법 제32조의 2의 2항에서 도도부현은 시정촌이 담당하는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조언 및 그 외의 원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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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민후견인의 활용 등을 한 지역의 실태 악, 시민

후견 추진을 한 검토회 등의 실시)을 도모하며, 시민후

견인의 정한 활동을 한 지원(변호사, 사법서사, 사회

복지사 등의 문직을 통하여 시민후견인이 곤란한 사례 

등에 원활히 응할 수 있기 한 지원체제의 구축, 시민

후견인 양성 연수 수료자 등의 후견인 후보자 명부 등록

으로부터 가정재 소에의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을 한 

범 의 구축과 그 외 시민후견인의 활동의 추진에 한 

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의 효율  추진을 해서 후생노동성은 향후 

측되는 고령자의 후견요구 증가의 응방안으로 시정

에 해 시민후견인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

고 강화하여 이들의 활동이 국 으로 확 되도록 지원

하 다. 이 사업은 원칙 으로 시정 을 실시주체로 하

지만, 지역의 사회복지 의회, NPO 법인 등 한 단체

에 탁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정하고 효과 으로 이

루어지는지에 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으

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31]. 친족후견 

심에서 사회에서의 후견 심으로 변화가 나타나 시민

후견의 정한 운용을 한 구조가 이루어졌다. 한 행

정역할의 확 로 후견업무에서 요한 후견인의 선임과 

그 활동에 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법정후견의 운용

에 한 행정의 극  역할이 배정되어 그 동안 부족한 

으로 지 되어 온 사법(가정재 소)과 행정(시정 )과

의 유기  제휴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

재 소의 실질 인 부담 경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공 인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 의회, 

NPO 법인 등을 통하여 지자체와의 한 제휴를 통해

서 공익 인 으로 후견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

다. 결국 시민후견인의 확 와 그를 한 정책 추진은 성

년후견제도 운용 체를 획기 인 변 으로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개호서비스의 기반 강

화를 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介護

サービスの基盤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

する法律)을 통하여 시민후견인의 활용이 더욱 강조되어 

향후 지속 인 보완과 정비가 진행될 것이다[21]. 

3.3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의 시민후견인

시민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그

들과 같은 시선으로 악해 그들의 욕구와 입장을 이해

하기 쉽고, 같은 지역의 생활자로서 친 감이 우선 확보

되며 그들과 잦은 이 가능하여 피후견인이 안심하고 

안 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21]. 그러나,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군 지역이나, 후견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래하는 지역에서는 이에 한 응방안으로 인근 지역

과의 제휴를 통해서 후견업무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

다. 도쿄도(東京都) 내의 5개 시(調 , 日野 , 多摩

, 狛江 , 稲城 )는 그 지역의 계 기  등과의 

한 제휴를 통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후견

업무를 제공하는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를 2003년

에 설립하여 다양한 후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5

개 지역에 걸치는 역상태에서의 처는 일본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이 센터는 시민후견인이 후견을 담당할 

수 있는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23]. 성년후견제

도의 이용이 필요한 시민 에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

는 친족이 없거나, 문직 후견인에게 후견보수를 지불

한 만한 자력이 없는 소득층인 경우에 합하다. 한 

학 , 권리침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이 수임하

려면 상당한 곤란이 상되는 등의 경우에 시민후견인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인에게 교통

비 등의 실비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와 이 1,000만엔을 넘지 않는 경우에 상

으로 시민후견인이 보다 더 합하다고 하 다.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는 설립 이후에 2009년까

지는 시민후견인 후보자를 해당 법인의 비상근 직원으로

서 약 1년 간 고용해, 실제의 후견 업무에 종사하는 가운

데 경험을 쌓아 가는 OJT 방식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에서는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수생의 인

원수가 한정되었고, 실무연수 수료생이 됨에 따라 5

개 지역에서의 시민후견인의 추천도 증 해 왔기 때문에 

참여 인원수의 확 가 필요하여 2010년도부터는 OJT방

식으로부터 강의·연습 방식으로 시험 으로 변경했다. 

이 방식에서는 후견업무에 한 강의 31시간, 실제로 서

류 작성이나 과정을 실시하는 연습 27시간, 법인후견을 

수임하고 있는 장의 방문 23시간 등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 다[23]. 이러한 실무연수의 수료의 요건은 교육

주체인 동경도와 해당 센터, 지역 주민의 실질 인 후견

이 필요한 시정 과의 격렬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 법

인에서의 로그램 수료를  요건으로 하고, 강의

의 이해도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 한 의식이나 제도의 

기본이념에 한 이해, 업무의 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 시민후견인의 활성화 방안 - 일본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7

단하 다[34].

이 과정을 수료한 후보생의 후견업무에 한 이해와 

응은 기존의 OJT 방식과 비교하여 다소 하된 것으

로 보 지만, 후견 수임 후에 시민후견인을 상담할 수 있

는 임상담원을 고용하여 수임 후의 력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충해 가고 있다[23]. 이러한 

과정 변경에 의해 시민후견인 양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

고 연수생 신분으로서 교통비 등의 실비만을 지 하는 

것으로 하여 참여 인원수를 증원했다. 약 6년간의 실무 

연수생 교육과정의 경험을 거치면서 多摩南部成年後見

センター는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센터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민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시민 후견인의 활약을 

더욱 기 할 수 있게 되었다[34].

4. 한국에의 시사점

4.1 시민후견인 양성 방안

성년후견제도에서 매우 요한 후견인에 한 한국에

서의 비는 법무부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과 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에 한 후견을 하여 지역 주민을 상으로 

후견업무와 련한 반 인 강습을 시작한 단계에 있다. 

그 과정 한 아직까지 형식 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후

견업무보다는 반 인 노인 는 장애인에 한 이해에 

을 둔 강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몇 개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부문은 후견인 양성과정을 선구

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후견제도의 이해  련 법률, 

실습 등의 여러 역을 5일 내의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어

서 양질의 후견인 양성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이러

한 시민후견인 양성을 민간에서 담당하기에는 강습의 

문성과 다양한 시민후견인 후보의 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시민후견인의 후보자 자질에도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비 리법인이 함께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을 개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는 시민의 자발성을 

존 할 수 있고, 그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활동

의 공정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22]. 실제로 고

령자가 많고, 후견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군 

지역은 그 지역만의 자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시 지역과의 력을 통하여 하나

의 센터로 운용하거나, 인근의 몇 개 군 지역을 하나의 

역권으로 하여 그들에게 지리 ·정서 으로 보다 익숙

한 지역 는 인 지역의 자원을 갖고 후견업무를 제공

해야 한다. 이러한 역후견센터는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활동을 도모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에 한 한 지

원을 해야 한다. 일본의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의 운

용방식은 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그 

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은 시민후견인의 양성  피

후견인과의 연계는 물론 후견제도와 련한 종합 이고 

반 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본은 2010년 효고  

아시야시(兵庫県 芦屋 )에서 자국 내 처음으로 종합

인 권리옹호센터를 설립하여 시민후견인의 양성을 도모

하 고, 그들에 의해 다양한 후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요구에 효과 으로 응한다는 평가를 받는

다[32][41]. 

시민후견인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으나, 시간

·공간  제약으로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견제도와 련한 반

인 지식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실무 인 내용은 이 센터에서 연계한 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콘텐츠

는 구나 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제도와 련한 정

책에 한 정보의 제공이나 공유기능뿐만 아니라 제도에 

한 사회  심사를 방향으로 소통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5] 조속히 실용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 학의 복지 련 공에서 이 역을 독자 인 교과

과정으로 편성함으로써 장기 으로 시민후견인 후보자

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제도에 한 홍보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시민후

견인을 양성하고 그에 한 활용이 성년후견제도의 조기 

정착에 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역후견센터 설립과 

성년후견제도에 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4.2 시민후견인 관리와 감독

일본 최고재 소[40]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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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재 소에 의해 해임된 경우가 2010년에 286건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1년과 비교하면 약 5.5배에 이

른다. 한 2011년 6월을 기 으로 지난 1년여 동안 후견

인의 부정으로 인한 피해총액은 약 26억 7,500만엔에 이

른다. 후견인에 의한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 는 재산에 

한 횡령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한국에서도 나

타난다면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한 신뢰가 상당히 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응하는 방안으로 우선 복수후견을 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피후견인의 요구에 응하기 

해 후견업무의 동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

서 복수후견인간의 상호견제가 가능하므로 그들의 부정

을 사 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후견인뿐만 아니

라 피후견인과의 주기 인 면담을 실시해 후견업무에 

한 진척 상황 확인  피후견인의 상황에 한 확인 등을 

실시하여 부당 내지 불법 인 후견업무가 발생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후견인의 권한남용을 사 에 차단하기 

해 그들에 한 윤리  인권교육과 더불어 형사상 처

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후견인이 본의 아닌 

행 로 피성년후견인에게 피해를  경우에 책임의 면제 

내지 경감을 해 주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시민후견

인 등의 후견활동을 한 폭넓은 참여를 기 할 수 있고 

실제 후견활동에 있어서도 극 이고 능동 인 활동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14]. 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후견청(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OPG)을 설립하여 성년후견인을 감독할 필요

가 있으며, 시민후견인에 의해 요보호성년자에 한 방

임 는 학  사실이 발견되거나 의심된다면 공공후견청

에 의무 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

도 기에는 재정 등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지자체와 

그 지역의 비 리법인이 운 하는 후견센터에서 그 역할

을 함께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 으로는 이러한 독

립기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에 

한 감독은 더욱 증 된다고 할 수 있다. 

4.3 시민후견인 보호 및 지원

성년후견인의 부정행 로부터 피성년후견인을 보호

하기 한 역할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치 않은 사고에서 그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10]. 이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은 업무에 한 극 인 태도로 후견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불

의의 사태에 비하기 해서 손해배상 등 련 보험의 

도입에 한 제반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 역후견센터는 법인으로서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

어 그 역할을 이행하면서 시민후견인에 한 지원을 함

께 실시해야 한다. 를 들어 시민후견인이 피성년후견

인  계 기 과 첫 면담을 할 경우에 동행하여 행정

차 내지 각종 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하여 조

언을 하거나, 시민후견인과 정기  수시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신상에 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등의 후견인 선임 후의 지원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시민후견인이 후견업무에 하여 자신감을 갖고 극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그 업무를 극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력체제도 필요하고, 다양한 역에서 요청되

는 후견업무에 한 문성을 보완하기 하여 문직과

의 업무 제휴가 요하므로[21][27] 문직 직능단체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시민후견

인의 부정행  차단은 물론 시민후견인의 문 인 지식

과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해서 문가 단체의 서포트를 

활용하고 있다[20].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문가 

직능단체와 같은 신뢰가 높은 집단  그 구성원과의 교

류를 통해서 복잡하고 문 인 역은 문직 후견인에

게 인계하거나 그들과 함께 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지속 으로 담당할 수 있는 등

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후견인의 한 업무를 담보하기 해 

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한 의견 립이 있을 수 있다. 

시민후견인에게 있어서 보수를 최우선 목 으로 하는 활

동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에게도 다른 성년후견인

과 동등한 책임이 부여되므로 실비 이외의 보수를 인정

할 것인가에 한 여부는 각각의 사안의 경 에 따라 가

정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인에 한 동향을 알아보기 해서 일본 최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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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성년후견 계사건 황을 분석하 다. 특히, 고령

화 사회에 있어 성년후견인의 부족 상  성년후견제

도의 사회화 등에 의해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민

후견인에 하여 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후견업

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리에 한정하지 않고, 신상감

독과 보호까지도 포함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인식하므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익숙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

과 일 것이다. 결국,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둔 한국

에서는 요보호성년자가 친 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시민후견인을 확보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을 해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규정과 제도가 하게 마련되고 

운 되더라도 이 제도에 한 국민  공감  형성이 

인 조건이 되므로 극 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에 

한 국민들의 이해 확 가 요구된다[14]. 한, 피성년후

견인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임을 인식하고 그들에 

한 인식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 증 되는 후견요구에 응하기 

해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활용은 하나의 유효한 방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구나 노년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사하는 마음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시민후견인으로 

극 참여하기를 기 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김 필(2008). 일본의 고령화와 복지사회로의 이행. 

일본문화연구, 25, 321-341.

[2] 김주 (2012). 성년후견제도의 자기결정존  원리를 

심으로 본 고령자 권리. 법학논총, 36(1), 547-575.

[3] 김 진(2012). 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가족법연구, 

26(1), 71-126.

[4] 남윤 (2008). 고령화 사회에서의 성년후견에 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8(2), 705-731.

[5] 박성호(2012). 스마트미디어시 의 정보통신정책과 

정책홍보방안. 디지털정책연구, 10(1), 155-164.

[6] 보건복지부(2012). 국가치매 리종합계획. 서울: 보건

복지부.

[7] 송인욱, 백윤철(20011). 일본의 요보호 노인 기본권보

호제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 법학논총, 35(1), 

275-311.

[8] 양숙미(2011).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과 노부모 돌

과의 계. 디지털정책연구, 9(5), 45-54.

[9] 이승길(2009). 행 민법상 후견제도 문제 과 성년

후견제도의 도입에 한 고찰. 앙법학, 11(2), 7-38.

[10] 이 규(2010). 성년후견법안의 검토  향후 과제. 

경남법학, 26, 209-247.

[11] 이윤환(2012). 노인의 건강  의료이용실태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192, 40-51.

[12] 이정식(2009). 성년후견제도의 사회보장  법  방

안에 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3), 251-294.

[13] 임혜경(2009). 권리옹호 정책으로서 일본의 성년후

견제도-문제 과 시사 . 사회보장연구, 25(1), 121- 

144.

[14] 병주(2012).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

도의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 출산·고령사회 논문

공모  자료집.

[15] 형미(2008).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제3자

후견인 확보에 한 연구. 아시아연구, 11(1), 157-181.

[16] 최윤 (2011).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제1차 

장애인정책 토론회 자료집.

[17] 최윤 (2012). 사회복지  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17, 97-121.

[18] 통계청(2012). 인구동향조사. 서울: 통계청.

[19]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2). 성년후견제 정착을 

한 연속세미나 자료집.

[20] 經濟産業省(2010). 後見信託事業に關する檢討. 調査

實施報告書.

[21] 高田洋子(2012). 民参加と成年後見制度. 福井大学

教育地域科学部紀要, 2, 269-292. 

[22] 菅富美枝(2011). イギリスの成年後見制度にみる

民社会の横想. The Hosei University economic 

review, 78, 3, 341-375.

[23]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2011). 成年後見制度と

民後見人. 

[24] 東京都庁(2011). 後見人等候補 養成事業基礎講習

修了生状況. 

[25] 武藤忠義, 田中和代(2008). 成年後見制度を担う社会

福祉士の育成について. 中部学院大学硏究紀要, 9, 

167-171.

[26] 武 浩之(2011). 北海道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

支援事業の現状と課題. 北海道医療大学看護福祉学

部学会誌 7, 5-12.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2013.4)

10

[27] 芳賀裕(2010). 民後見の意義と課題. 成年後見法硏

究, 7, 76-87.

[28] 西尾敦史(2012). 成年後見の社会化における法人後

見の意義: 沖縄県内の 町村社会福祉協議会の取り

組みを通して. 地域研究, 9, 13-26.

[29] 山口春子(2008). 成年後見制度:「自己決定の 重」

と「保護」の理念の調和. 東京成徳大学研究紀要, 15, 

61-73.

[30] 上山泰(2008). 門職後見人と身上監護. 民事法研究

会.

[31] 上山泰(2012).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

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ームを参 に. 大原

社会問題研究所雑誌, 641, 44-58. 

[32] 上田晴男(2010). 権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地

域における権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して.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25, 1-11. 

[33] 成年後見法學 (2007). 町村における權利擁護の

あり方に關する硏究. 報告書.

[34] 林有紀子(2011).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 民後見

人の養成と活用: 多摩南部成年後見センターの取組

みからの 察. 21世紀社会デザイン研究, 10, 247-255.

[35] 新井誠(2009). 法人後見の意義と役割. 實踐成年後見, 

29, 4-17.

[36] 岩間伸之(2011). 成年後見制度と社会福祉: その接点

から新たな可能性を探る.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27, 19-29.

[37] 中村康子(2005).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関する一

察: 介護保険制度ドイツと日本の比 を通して. 北方

圏生活福祉研究所年報, 11, 39-51. 

[38] 佐藤繭美(2010).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祉的

経営の視点から.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25, 12- 

22..

[39] 佐藤英晶(2010). 特別養護 人ホーム入所に関わる

アカウンタビリティーとアドボカシー. 帯広大谷短

期大学紀要, 47, 1-10.

[40] 高裁判所(2012).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

[41] 芦屋 権利擁護支援センター(2010). 全国権利擁護

支援フォーラム 資料集. 

전 병 주
․2002년 8월 : 동국 학교 법학과(법

학사)

․2009년 8월 : 충북 학교 법학과(법

학석사)

․2012년 2월 : 충북 학교 아동복지

학과(박사과정 수료)

․ 심분야 : 사회보장, 노인, 장애인

․E-Mail : okjbj@cbnu.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