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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고령화 사회, 성년후견제도, 비용, 자기결정, 남용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ok effect from July 2013, to protect adults who need protection due 
to insufficient ability to judge. Even though many problems are founded in countries like France and Japan 
which perform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y are promoting practical settlement of system and protection of 
the adults requiring protection through continuous supplementation of system. It is essential to solve cost 
problem for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because reasonable control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an aging society, is a common task for all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cost problem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solve i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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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 행 무능력자를 규율하던 치산  한정치

산제도(구민법 제12조·제9조)는 획일 이고 경직된 성질

을 갖고 있어 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

에 한계가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1-3]. 특히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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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는 신상보호에 한 사회  욕구가 증가하는 오

늘날의 다변화된 사회에서 합하지 않다는 지 이 있었

다[4].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그들이 통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단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 히 

제기되었다[5-7]. 결국, 정부는 학계, 장애인단체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3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

되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으로 요보호성년자에 한 배려와 

국가의 후견  역할이 더 강화되어[6] 그들이 일상에서 

온 한 삶을 향유하기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기존 제도에서 그들의 잔존능력을 부정하고 제한하여 의

사결정 능력을 박탈해 버리는 등 반인권·반복지  측면

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8]. 이미 랑스, 국 등의 국

가에서는 1960년 이래 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일상

인 생활과 정상 인 사회  참여를 목표로 성년후견제

도를 시행하고 있으며[9], 이러한 국가들은  인구의 1%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문화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4][11], 제도의 도입 배경과 후견 유형뿐만 아니

라1) 반 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으므로[7][12][13] 제도를 막 시행한 한국으로

서는 다른 국가보다 일본에서의 반 인 제도 이용 황

과 련 정책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최고재 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년후견 계사

건의 황(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14]에 의하면 2000

1) 일본은 성년후견인 유형으로 후견, 보좌, 보조 등으로 규정
하였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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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유형으로 성년·한정·특정후견 등으로 규정하였다. 질병, 장
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한국 민
법 제9조)을, 동일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동법 제12조)을, 동일한 이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
정후견’(동법 제14조의2)을 개시하게 된다.

년도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성년후견 계사건(후견·보

좌·보조개시  후견감독인 선임 사건 포함)의 신청건수

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 히 많은 문제가 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기 해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수한 

성년후견인의 확보, 후견 련 비용  지원사업의 복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15][16][19-21]. 특

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  약자에 한 보호가 강화

되면서 무능력자가 된 성인을 하여 법과 제도 면에서 

한 보호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실해지고 있

다[18]. 성년후견제도가 성공 으로 본래의 목 을 달성

하고,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성년자가 부담 없이 

이용하기 해서는 제도를 렴하게 는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22][24]. 

독일은 1990년도에 제정된 ‘성년을 한 후견  감호

법의 개정에 한 법률(Das Gesetz zur Reform der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ür Volljährige-BtG)’에 

의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래, 련 법률을 지속

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에는 제도 운용에 한 

재정문제가 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8년의 개

정은 연방과 주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한 부담 완화를 

목 으로 이루어졌으며[13], 2005년의 개정에서는 임의

후견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하여 법정후견의 이용 

건수를 억제하여 산을 긴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

하게 나타났다[24][25].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한국은 

이러한 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성년후견제

도와 련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해서는 

비용문제 해결이 그 심에 있음에도 이와 련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 으로 진행되었다. 성년후견제도

연구는 제도의 이념이나 법률 개정에 한 고찰 등 주로 

법학  에서 진행되었다[26]. 법학계의 다소 실천

인 연구라 하더라도 일본과의 비교법  고찰을 진행하거

나[2][27], 구체 인 황이나 문제에 한 논의 없이 한

국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여[23][28] 장에서 실질 으로 

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근에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하여 개 으로 근하거나[4][7], 시민후견인을 심

으로 한 성년후견인의 확보 문제를 살펴보았다[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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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 으로 사회 보장비의 합리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제도 역

시 이러한 과제가 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6][24][29] 

성년후견제도와 련한 비용문제에 응하기 한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에 해 

처음으로 검토하여 몇 가지의 실질 인 방안을 제시했다

는 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본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

하면서 비용에 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 로 제4장에서 한국에서

의 시사 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조기 

정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2.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한 이용은 다음 <표 1>과 같

이 반 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

소가 2013년 5월에 발표한 2012년도 성년후견 계사건의 

신청건수는 34,689건으로 나타나 년도와 비교하여 약 

10.5% 증가했으며, 제도 기인 2000년도와 비교하여 약 

3.9배 증가하 다. 체 성년후견 계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후견개시(일본 민법 제7조)의 경우에 

신청건수는 년 비 약 9.9% 증가한 28,472건으로 나타

났으며, 제도 기인 2000년과 비교하여 약 3.8배 증가하

다. 이외에도 보좌개시 심 (동법 제11조)과 보조개시 

심 (동법 제14조)의 제기 건수도 각각 약 4.8배와 약 2.0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2012년 기 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주된 동

기[14]는 ‘   부동산 등의 재산 리  처분’이 55.7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설입소 

등 개호보험계약에 따른 조치’  ‘신상감호를 해서’가 

29.8%이었으며, ‘상속 차를 해서’는 9.2%이었다. 이것

과 비교하여 2000년도 사건에서의 신청 동기는 ‘재산

리와 처분’이 62.5%에 이르 으며, ‘개호보험계약’과 ‘신

상감호’가 17.9 %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가 10여 년간 

시행되면서 재산 리와 처분 등 재산보호를 한 신청 

비율은 많이 감소한 반면에, 고령화에 따른 개호보험계

약 등의 신상보호를 한 신청 동기가 반 으로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unit: case)

 Categories 2000 2001 … 2010 2011 2012

Guardianship 7,451 9,237

…

24,905 25,905 28,472

Assistance  884 1,043  3,375  3,708  4,268

Supplement  621   645  1,197  1,144  1,264

Supervision   51   103   602    645    685

Total 9,007 10,928 30,079 31,402  34,689
  

Source: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Supreme 

Court of Japan.

  

일본의 성년후견 계사건에서 종국 결에 들어간 사

건의 심리기간을 살펴보면[14], 2012년에는 2개월 이내에 

종료한 것이 체의 약 80.5%(1월 이내 약 54.1%, 1∼2월 

약 26.4%)로 나타나 2000년의 약 25.2%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 다. 2012년에는 체 사건의 약 

95.2%가 4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약 61.2%와 비교하여 심리기간은 지속 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rial Period of Adult Guardianship 
Case                      (unit: %, month) 

 Categories  2000  2001 … 2010  2011  2012

Below 1   8.3   5.9

…

 48.9  53.7  54.1

1∼2  16.9  13.8  26.2  25.4  26.4

2∼3  17.5  15.6  11.8  10.5  10.3

3∼4  18.5  15.3   6.4   4.9   4.5

Over 4  38.8  49.4   6.7   5.5   4.8

Source: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Supreme 

Court of Japan.

일본의 성년후견 계사건 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연

령 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남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000년도에는 약 42.6%이었으나, 2012년에는 

66.7%로 나타나 24.1% 증가하 다. 구체 으로는 80세 

이상이 체의  34.2%를 차지하 으며, 그 다음은 70

로 24.2%이었다. 다음으로, 여성은 65세 이상이 2000년도

에는 72.9%이었으나, 2012년에는 86.2%로 나타나 약 

13.3% 증가하 다. 구체 으로는 80세 이상이 가장 많은  

61.9%를 차지하 고, 그 다음이 70 로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고령자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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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것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80세 이상의 비율

이 61.9%인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남성보다 27.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ate according to Age Group
                                         (unit: %, years)

 Categories
Over

80 

70 

∼

79

65 

∼

69

60 

∼

64

50 

∼

59

Below

49

 male

2000 15.7 15.9 11.0 10.0 19.8 27.6

2001 16.8 19.1  9.8  9.3 19.0 26.0

… …

2010 32.6 22.8 8.1 7.7 11.0 17.9

2011 34.4 23.5 8.0 8.0 10.3 15.8

2012 34.2 24.2 8.3 8.1  9.3 15.8

Female

2000 40.4 25.0 7.5 4.6  9.8 12.7

2001 41.7 24.9 7.3 4.9  9.3 11.9

… …

2010 59.1 22.0 4.2 3.5 4.6 6.7

2011 61.1 21.1 4.0 3.3 4.3 6.2

2012 61.9 20.5 3.7 3.2 4.0 6.5

Source: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Supreme 

Court of Japan.

일본 최고재 소[14]가 매년 발표하는 성년후견 계

사건에서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보좌인·보조인: 이

하 ‘성년후견인’이라고 함)과 본인과의 계에 하여 살

펴보면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의 문직, 문 직능단

체  시민후견인 등의 ‘제3자 성년후견인’이 계속 증가

하는 것을 다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족 이외

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것은 2000년도의 9.0%

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1.5%까지 증가

하여 처음으로 제3자 성년후견인이 더 많이 선임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그 외의 친족 등의 이른바 ‘친족후견인’이 선임되는 

비율은지속 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8.5%까지 감소

하 다.

<Table 4> Types of Adult Guardians 
(unit: %)

Categories 2000 2001  … 2010 2011 2012

Family  91.0 86.0 
 …

58.6 55.6 48.5

Third  9.0 14.0 41.4 44.4 51.5   

Source: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Supreme 

Court of Japan.

3. 일본에서의 비용문제 및 대응      

일본은 성년후견인의 유형 등에서 륙법계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 고, 법정후견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을 병

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미법계를 함께 운용하여 제도의 

반 인 형태는 매우 진척된 제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10여 년간 시행

하면서 여러 문제 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 

이용에 있어서 비용문제에 한 응은 보다 시 한 과

제라고 할 수 있다[20][24]. 실제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에 있어서 비용문제는 주변의 부정  시선과 함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성년후견인 선임

으로 소요되는 비용에는 수입인지  등의 신청 련비용

과 진단  감정(鑑定)비용, 보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성

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에 한 보수는 계속 지출하

는 항목이므로 제도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이다[20]. 

일본에서는 제도 기부터 이러한 비용문제에 심을 

갖고 극 으로 응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이와 련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17]. 더욱이 성년후견제도 

시행 기에 가족과 친족 등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2/3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비용문제는 제도 이용

을 주 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는다[20][22][30]. 결국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해서 비용에 한 부담

을 여주는 것은 필수 이며, 경제  여유가 없는 피성

년후견인에게는 더욱 그 다고 할 수 있다[35]. 성년후견

제도를 이제 막 시행한 한국은 제도 실시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이고 조기 정착을 해서 일본 정부  지방자

치단체가 비용 련 문제에 처하기 하여 추진한 정책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신청 및 감정비용 문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해서 요보호성년자는 제

도의 신청을 통해서 감정을 우선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필

수 차를 진행하기 한 경제  부담을 여주기 해 

일본 정부는 2011년 ‘등기수수료와 련한 법률 개정(登

記手数料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을 통하여 제도 신

청과 심  등에 필요한 수입인지 를 낮추었다2). 한,  

2) 일본은 2011년 성년후견제도의 등기수수료와 관련한 법률 
개정(登記手数料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에 의하여 신



A Study on Cost Problem i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5

감정의 정형화를 통하여 감정 기간을 이고 그 비용을 

낮추는 등 련 비용 감을 도모하고 있다[24]. 

일본 최고재 소의 ‘성년후견 계사건 황’[14]에 의

하면 2012년에 종국 결에 들어간 사건 에서 실제 감

정을 실시한 것은 체의 약 10.7 %로 나타나 제도 기

에 비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 사건의 감

정기간은 1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약 55.9%를 차지하

으며, 1∼2개월이 약 33.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감정 

비용에 해서는 5만엔 이하가 체의 약 68.9%를 차지

하 고, 체의 약 98.6%의 사건에 한 감정비용이 10

만엔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 기에 비교하여 그 

비율이 10%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unit: %, month)

      Categories   2000 2001 … 2010 2011 2012

Judge rate   ·  ·

…

17.7 13.1 10.7

Period

Below 1 44.4 39.4 53.8 54.8 55.9

1∼2 40.0 38.8 34.5 34.4 33.6

Over 2 15.6 21.8 11.7 11.8 11.5

 cost

Below 50,000 25.3 30.0 66.9 68.3 68.9

50,000∼100,000 64.5 62.6 31.9 30.6 29.7

Over 100,000 11.2  7.4  1.2  1.1  1.4

Source: Current Status of Adult Guardianship Case, Supreme 

Court of Japan.

3.2 성년후견인 등 보수문제

일본에서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는 가

정재 소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피

성년후견인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의 재산에서 상

당한 보수를 지 하도록 되어 있다(일본 민법 제862조).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에 한 보수는 제도를 이

용하는 동안 지속 으로 지출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에

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20][24]. 일반 으로 성년

후견인의 보수는 기본 액 월 1만8천엔∼2만8천엔을 지

하고, 리되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1∼2만엔을 더 추

가하는 등 리하는 재산이 많을수록 그 만큼 더 받게 된

다[24]. 그러나 성년후견감독인에 한 보수는 명문 규정

청과 관련한 수입인지 800円(종전 900円), 성년후견 심판 등
기수수료 수입인지 2,600円(종전 4,000円), 성년후견인·성년
후견감독인 사임 허가심판 등 변경등기 및 후견명령 등기 
1,400円(종전 2,000円), 등기사항 증명서 550円(종전 800
円),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증명서 300円(종전 400円)
으로 변경되었다. 

이 없어서 이에 한 실태조차 악하지 못하고 있다. 변

호사 등 문직에 의한 제3자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비

율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보수에 한 부담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사례가 계속 발

생하면서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확 가 요청되는 상황

에서 그들의 보수 문제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3.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일본은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자에 하여 일정한 조

건하에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원조하도록 제도화하여 비

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31]. 최근에는 시정 에서 ‘성년후견제도이

용지원사업(成年後見制度利用支援事業)’을 실시하여 성

년후견인 신청시 수수료, 감정비용 등 필수경비의 일부

를 지원하도록 하 지만, 여 히 상당수의 시정 에서 

비용부담을 기피하고 있다. 한, 시정 장에 의한 성년

후견인 신청이 가능해졌음에도 신청과 련한 비용에 

한 납부의무가 그 시정 장에게 발생하여 제도 취지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30][35]. 2012년 말 기 으

로 조사에 참여한 국 시정 의 59.8%가 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한 

시정 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 으로 비용을 지원하

는 시정 의 비율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32]3). 

이러한 후견제도의 비용문제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는 후견신청을 할 수 있는 요보호성년자의 친족을 찾

지만, 친족이 발견되더라도 그 친족이 신청비용과 감정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신청을 거 하는 경우

까지 나타나며, 때로는 지역복지 의회에 후견 신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차의 진행으로 시간

이 더 소요하게 됨으로써 후견 응을 시에 못한다는 

비 을 받는다[35]. 

  

3.4 사업의 중복문제

최근에는 성년후견제도가 다른 사업과의 복으로 이

지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 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

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했더라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공개하는 시정촌은 43.6% 불과
하였으며, 시정촌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령, 장애정도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도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
적인 운영체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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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자립지원사업(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과 성년후견

제도는 양 사업의 업무 복 등의 이유로 사업 계를 둘

러싼 다양한 논의가 여 히 개되고 있지만, 이와 련

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일선 장에서의 혼란이 

가 되고 있다[35]. 후견제도 유형에 해당하는데 장에

서는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을 용하거나, 기존에 잘못

된 사업을 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의 이행과정이 필요

하여 제도에 한 신뢰 추락과 비용의 이 지출 문제가 

발생하 고[34], 사업에 한 혼란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부담을 가 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단능력

의 하 상태에 따라 그 지원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33], 단능력이 크게 하된 이용자에게

는 두 제도를 동시에 병행 으로 지원한다. 단능력이 

다소 결여된 경우에는 재산 리  신상감호에 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좀 더 핵심 인 치에서 지원하는 입장

에 있고,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은 그것을 단지 보완하는 

수 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해서도 사업 복과 산의 이 지출이라는 비 을 여

히 받고 있다[24]. 

4. 한국에서의 시사점

성년후견제도에서 비용문제는 이 제도 이용에 심을 

갖고 있는 요보호성년자는 물론 재 이 제도를 이용하

고 피후견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에서도 요보

호성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경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해서 매

우 요하다고 지 하고 있으므로[20][24] 한국에서도 제

도의 성공 인 정착을 해서 무엇보다 비용 문제를 해

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요보호성년자에 한 경제  

지원을 통해서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성

년후견제도의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므로[19] 

요보호성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렴한 비용 

내지는 무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비되

어야 한다. 

4.1 직접비용 절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해서는 성년후견인 선임

을 한 심사  감정비용이 소요되며, 선임 후에는 성년

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보수가 지 되어야 하므로 이

러한 직 비용의 부담을 우선 으로 낮추어야 한다.

4.1.1 신청비용 및 감정비용

오스트리아는 성년후견인 선임과 련한 차비용은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비송사건 차법 제252조) 다만, 성년후견의 범 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만을 피성년후견인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

으로 성년후견제도와 련한 직 비용의 부담을 해결

하기 해서 성년후견인 선임을 한 심사  감정 차

의 간소화  정형화가 요구된다. 요보호성년자의 기능

 한계에 하여 실질 인 다툼이 없거나 차를 생략

하더라도 그들의 보호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면 심

과정에서 면 인 감정  심문은 배제하고, 간이방식

으로 진행되어도 무방할 것이다[35]. 한, 랑스는 2개

월 이내의 련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 단하여 감정 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랑스 민사소송법 제1258조) 감정비용의 감

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용 감을 해 이미 작성

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차를 생략해도 될 것

이며, 후견 유형에 따라 감정의 실시 여부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비용 감 방안에 해서 비 이 제기되기도 

한다. 독일은 법원에서 제도 이용을 한 차를 폭 간

소화했지만, 이런 간소화로 인하여 집 이지 못한 조

사가 실시된다는 비 을 받기도 한다[28]. 한,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  는 시간 인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감정 실시율이 하되고 있는 실을 고려하여 감정을 

외 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지역변호사회 등은 감정의 원칙  실시를 요구하

고 있다[36]. 

이와 같이 성년후견제도에서의 필수 차의 간소화 

내지 생략에 한 비 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비용을 정

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에는 실 인 한계가 

있으므로 충  방안이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증

가하고 있는 고령자 치매의 경우,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피후견인의 상태  추후 증상에 한 충

분한 측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감정 차를 진행하

지 않는 것이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35], 제도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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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결을 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4.1.2 성년후견인 등 보수

성년후견인의 보수와 련하여, 한국은 피성년후견인

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재산 에서 상

당한 보수를 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민법 제 955

조), 이 보수를 당사자 간에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성년

후견인 선임 시 가정법원이 주도 으로 그에 한 보수

액을 결정해야 한다[35]. 한, 일본에서 가정재 소의 보

수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그에 한 기 도 불명확하

다는 많은 비 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보수산정에 한 

기 이 명확하도록 가정법원에서 일반 인 기 을 제시

해야 한다[27]. 이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상태와 성년

후견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정확하게 악하여 보수

액 산정시 고려해야 하며, 그 과정  결과를 제한 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소지도 있으나, 다른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한 정

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함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이 보수와 련된 한 결정을 할 수 있

을지도 의문이어서 보수에 한 등 제 는 정액제를 

도입하여 과다한 보수지 을 사 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 후견감독인에 한 보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야 한다.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행 로 인한 그

들의 해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을 확 하여 부정행 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만큼 

성년후견감독인에 한 보수로 지 되는 액도 증가할 

것이다. 우선, 양질의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정행 를 차단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를 감소시켜 지 되는 보수를 여야 한다. 이외에

도 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 수행은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지는 업무 성격 등을 기 으로 복수(複數) 사건을 감독

할 수 있게 하여 실질 인 보수 감을 달성할 수 있다.  

4.2 공적지원제도의 도입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해서 재산이 일정액 이하

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후견이 신청된 경우에

는 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 주체가 그 신청비용과 기

타 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35]. 특히, 일본에서 시정

장이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안은 제3자 성년

후견인의 선임 비율이 매우 높고, 신상보호를 목 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19] 한국에서도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 차원에서 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기 으로 일본에서 시정 장에 

의해 신청된 성년후견 계사건은 4,543건으로 체 사건

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년 비 23.5 

% 증가한 것이다[14]. 한, 2000년도에는 시정 장에 의

해 신청된 사건이 체 사건의 0.5%에 불과했던 에 비

추어 시정 장의 신청에 의한 사건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이에 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 성년후견제도가 법률과 복지 등이 복합된 역

임을 고려할 때 단계 으로는 제도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 지원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재

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라도 성년후견인에게 매월 상당

액의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 되며, 의지해야 할 가

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들을 그 로 방치하면 사

회  제도권에서 멀어져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하

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35]. 캐나다, 호주 등의 미법계 

국가들은 ‘공  후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것

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등이 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책임 있는 주체로 역할을 

이행하면서 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요

보호성년자는 그가 보유한 재산과 상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없으면 공 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과 같이 임의후견제도를 유도하여 임의

후견인 선임건수가 1년에 18만건에 이르러 법정후견의 

10배가 넘는 을 고려하여[37]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임의후견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법정후견의 경우에

만 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는 피성년후견인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임을 인정하

고 그들에 한 인식 제고와 함께 그들을 한 비용 지원

에 한 사회  공감 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4.3 업무 중복 및 제도 남용의 방지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해서는 우선 으로 사업

에 한 산확보가 요하지만, 각 기  는 사업별로 

제도를 운 하면서 이  사업과의 계 내지는 복사업

의 정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산지출을 방지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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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35]. 성년후견제

도와 련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모호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가 진행되거나, 복 진행되어 

그에 따라 사업에 한 책임  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 별 내지 사업별로 철 한 검을 통

하여 각종 사업을 정비하고, 개정 민법과 연 된 각종 법

률을 새로운 제도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며

[38], 유사사업을 조정하여 련 로그램이 유기 으로 

연계 활용되어야 한다. 

한, 성년후견제도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해

서 이에 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6]. 

일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정 장의 후견개시 청구와 

련하여 ‘복지를 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 다(일본 노인복지법 제

32조의2). 이것이 오히려 제도 근의 방해요인으로 작용

하여 실질 인 보호를 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4]. 이외에도 요보호성년자에 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

여 성년·한정·특정후견  그에게 가장 합한 후견형태

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제도 남용

으로 요보호성년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

요한 역에서의 산 지출 등을 검하고 방지할 수 있

는 역할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4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

한국에서 장기 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요

보호성년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후견 비용에 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 시민후견인

의 활성화이다[39]. 독일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연방  주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후견

업무를 직업 으로 하기보다는 명 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자원 사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성년

후견인이 직업 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문 이고 복합

인 역에서 활동하는 성년후견인의 고비용을 이기 

해서 법인후견을 극 으로 장려해야 한다. 다수의 

문가를 통해서 상 으로 많은 사건을 리하거나, 

법인간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비용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4.5 기타

성년후견제도 용에 한 공시와 련하여 재 일

본에서는 성년후견등기사무를 도쿄(東京) 법무국 후견등

록과만이 취 하고 있다. 이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기에 이 제도의 이용자를 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인 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

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고령자  장애인 

등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방안은 오히

려 제도이용의 근성을 크게 해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제도 기에 제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  비용을 감하고 실질

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실 으로 가정법원의 법 이 후견업무와 련

된 사실 계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사회복지사 등을 조사 으로 임명하여 업무에 참여한

다면 문성은 물론 지역자원의 활용으로 인하여 상

으로 비용 감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는 장애

인 등의 피성년후견인을 오랜 시간 원조한 경우가 많으

므로 그들의 정한 참여를 보장하여 일상  환경에서 

시행된 감정서를 통한 심 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 련 장경험을 토 로 법률  문가로만 구성된 

조직에서 비춰지는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피성년후견

인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이해하여 일반 국민의 양식을 

반 한 세심하고 유연한 제도 운 이 가능하여 보다 정

확한 진단과 감정으로 재감정  재진단 등을 크게 여 

산 감과 업무의 효율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활성화하

기 해서는 요보호성년자가 제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한 부담이 어야 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싱행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성년

후견제도를 시행한 한국에서는 비용문제가 시 히 해결

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본에서 발생한 비용 문제  응방안을 토 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한 심사  

감정 비용, 보수 등의 직 비용에 한 부담을 여주고, 

공 지원제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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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한, 련 업무의 복을 방지

하고 본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후견

인과 법인후견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요보호성년자의 경제  부담을 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 까지 살펴본 규정과 제도가 하게 

마련되고 운 되더라도 기존의 치산·한정치산제도와 

같이 사회의 부정  시각이 존재한다면, 제도 활성화에 

큰 방해요인이 되므로[26] 극 인 홍보를 통하여 이 제

도에 한 국민들의 이해를 확 하고 공감 를 형성해야 

하며, 궁극 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요보호성년자

의 ‘자기결정 존 ’  ‘잔존능력 활용’ 등을 강화함으로

써 그들이 의욕하는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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