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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
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
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
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
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
었다.

주제어 : 성년후견제도, 후견수요자, 부모, 서비스 제공자, 시민후견인

Abstract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bout to launch in July 2013 in South Korea. For its successful first 
step, this study examined social awarenes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compared the awareness of 
parents and the awareness of service providers in the handicapped adult guardianship program to draw political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eople had higher awareness on 
adult guardianship (78.9%) but their understanding was lower (35.2%). Secondly, prospected guardians were 
found to have stronger demand on hospital use and financial management than on their asset management. 
About 63.3% of them showed an intention to use the system in the future. Lastly, both parent group and 
service provider group were found to have awareness at a similar level to each other on civilian guardian types, 
cost, who to bear coat and how much, and details of the program.

Key Words : adult guardianship system, prospected guardians, parents, service providers, civilian guardians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임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교신저자)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3년 2월 27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3월 20일, 확정일: 2013년 4월 20일

1. 서론

최근 장애 인구는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

업화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증가 등에 의해 후천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 사후에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들이 고령자가 되어 재산 리  신상보호 제도의 정

비가 사회 으로 문제화되어 왔다. 

행 민법상 행 무능력자제도는 단능력이 완 하

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해 치산·한정치산자 제

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 무능력자제도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 인 용어를 사용하고, 둘째, 치산  한정치산 선

고가 있으면 자동 으로 법률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후

견인이 선임됨으로써, 당사자 본인의 의사나 장애의 정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2013.4)

12

도를 고려하지 않고, 셋째, 행 능력을 획일 으로 제한

함으로써 이들에 한 사회  편견을 야기하는 한편, 넷

째, 한정치산자의 경우 보호의 상을 재산에 한 법률

행 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욕

구를 반 하지 못하며, 일상 생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없

어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1]. 

행 민법은 자기 단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약하여 자

립 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사람에 해 배우

자, 4  이내의 친족 는 검사 등의 신청으로 가정법원

이 치산자 는 한정치산자로 선고하여, 친족 심의 

후견인이 법률행 를 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행 는 본인의 의사가  반 될 수 없는 구조로 

잔존 능력의 무시와 인권침해의 요소가 강하여 사회 으

로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개정방안으로 재산  법률행  외에 고령자의 

신상보호  생활 반을 지원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와 

계약에 의해 이용자가 후견인 선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할 것 등이 주장되었다[2].

지역사회 거주하는 A씨는 지 장애인으로 남편은 산

업재해로 사망한 상태이며, 남편의 연 으로 생활하고 있

다. 혼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공요 에 한 리, 남편 연 에 한 

리, 사회복지 서비스 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0].

상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  제약을 가지

고 있거나 미래에 정신  능력이 약해 질 상황에 처할 사

람들의 재산행 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

에 해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한 지 장애인 등의 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

하고 치산자 는 한정치산자 선고만을 인정하여 일률

으로 범 하게 행 능력을 박탈 는 제한하고 있어, 

개개인의 정신능력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 이

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 한 상태의 지 장애인으

로 하여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의 리, 사회

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실하 다[3].

국내에서의 성년후견제도에 한 기존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행 무능력자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4], 성년후견제도 입법화에 한 연구[5][6][7][8] 

[9][10][11][12][13], 민법상의 성년후견제에 한 연구

[14][15], 성년후견제도에 한 국외 동향에 한 연구

[16][17][18][19][20][21][22], 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한 

연구[3][23][24][25][26], 사회보장  근의 성년후견제

도에 한 연구[27]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분의 성

년후견제도에 한 연구는 법 인 측면에서의 성년후견

제도에 한 고찰과 사회복지의 제도  측면에서의 성년

후견제도에 한 지원․운 방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을 뿐, 성년후견제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 실질 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요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는 서비

스제공자가 성년후견제도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를 물어보는 연구는 거의 없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민법개정을 통해 본격 인 시

행을 앞두고 있는 시 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실질 인 수

요자인 장애인의 부모와 서비스제공자가 성년후견제도

를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가 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서 비교집단을 설정한 연구가 없다는 에 을 

맞추어 성년후견수요자인 장애인의 부모와 서비스제공

자간의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식 차이에 한 비교연구

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제공자의 성

년후견제도에 한 인식의 차이를 악하여, 성년후견제

도를 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두 집단의 차이에 따

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 논의의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에 한 후견수요자의 욕

구를 악한다. 둘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제

공자의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식의 수 은 어떠한지를 

악한다. 셋째, 성년후견수요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시민

후견인에 한 인식의 차이를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시민후견인을 심의 성년후

견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사회  인식의 수 을 알아보고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로그

램 내용 설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1.1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개정민법 제9조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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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로 인한 정신  제약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

스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하여 본인, 배우자, 4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

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

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 ’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  장애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행 무능력제도와는 다르게 신상에 한 

사항들도 후견인의 임무에 포함되고, 제도를 활용할 자

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지차원에서 후견서비스가 제

공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28].

개정민법에서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

견 두 종류가 있는 데, 법정후견은 기존의 치산․한정

치산제도 신 도입된 것으로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선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임의후견은 본인이 단능력

을 갖고 있을 때, 후견인이 될 자를 미리 정하여 추후 

상되는 후견의 내용에 한 사항을 공정증서로 약정하여 

공증하고, 후견개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신청

하여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 법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

견인이 있다(이하 통칭하여, ‘성년후견인 등’이라 함). 그

리고 성년후견인 등을 감독하는 임의후견감독인, 성년후

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다(이하 

‘성년후견감독인’이라 함).

하지만 성년후견인 등과 성년후견감독인 등에 해 

법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결

격사유에 한 규정만 있다(제937조, 개정 민법 제940조

의 7에 의한 937조 용).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문직 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 법인이 결격사유가 없

으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외국의 사례에서도 

친족이 아닌 법인이나 제 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

되는 비율이 차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사한 경향

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2.1.2 성년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역인 재산 리

역과 신상보호 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을 주목 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의사결

정이 결여된 시 에서 의사결정을 리하는 것을 주 목

으로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

산 리와 신상보호를 목 으로 의사결정을 리( 신)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민법, 제947조). 

2.1.2.1 재산 리 역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

에 그 목록을 작성한다(개정 민법 제941조). 후견인과 피

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민법, 제

942조).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부여받은 재산 리의 

권한의 범  내에서 와 같은 권한이 인정될 수 있을 것

이다. 

2.1.2.2 신상보호

신상의 범 는 피후견인의 요양과 보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행 로는 피후견인의 의료행

(치료, 요양), 주거 는 거소의 결정, 통신의 비 과 자

유, 신체의 안정성 등이 표 이다. 재산 리 권한이 있

는 후견인도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 제5항). 즉, 성년후견

제도는 신상 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제한능력자의 의사

결정능력이 결여된 시 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재산 리의 역에도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9]. 

2.2.3 성년후견인의 자격 

2.2.3.1 직업  후견인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집단은 

재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문직일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이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

산에서 지출된다. 한편, 개정민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성

년후견제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

인도 후견인 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

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인이 후견인 는 후견감독

인이 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개정 민법은  언 하

고 있지 않다[30].

2.2.3.2 시민후견인

일상 인 계나 안정 인 신상보호를 심으로 

하는 사안의 경우, 제3자후견인이 필요하더라도 꼭 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성년후견인 등으로 써야할 이유는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2013.4)

14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시민후견인을 활용할 수 있

다. 시민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옹

호한다는 에서 다른 제3자의 후견인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31].

최근 일본의 경우, 2010년 1년 동안 후견인으로 선임

된 사람  친족후견인이 약 58.6%, 제3자 후견인이 약 

41.4%로 나타났다. 1999년도 치산선고( 재 후견개시 

심 에 상당)의 신청건수는 불과 2,963건에 불과했는데, 

2010년 후견개시 신청거수는 3만79건으로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 체의 제3자 후견인에 

한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성년후견인에 한 수요가 증가하

는 가운데 문직 출신의 직업  후견인의 문제로 인해 

시민후견인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32]. 한, 피후견

인의 비용지출을 고려한다면 증가하는 성년후견서비스

에 해 시민후견인을 극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의 보편성을 확장하고 피후견인의 비용

지출을 고려하여 비용, 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련

문직 은퇴자에 해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능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의 공

공재정 부담 완화와 증하는 수요에 한 극 이고, 

즉각 인 개입, 정신능력결여 장애인에 한 인식 함양

을 통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시민후견인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31].

2.2 외국의 시민후견제도

2.2.1 일본 

후생노동성의 「시민후견 추진사업 실시요강」에 따

르면, 이 사업의 목 은 ‘치매를 가진 사람의 복지를 증진

하는 에서 도시에서 시민후견인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지역의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추

진하는 사업으로서 국 인 효과가 상되는 노력

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시민후견인 

양성을 한 연수실시, 둘째,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안정

으로 실시하기 한 조직체계 구축, 셋째, 시민후견인

의 한 활동을 한 지원 등이 있다[31]. 

일본의 오사카 성년후견지원센터는 오사카 시민후견

인 양성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지,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후견인 양성강좌에 해 홍보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기 교육을 마친 수강생 에서 시민후견인양성강좌

의 실무강습(이하 실무강습) 수강자를 선정한다. 형에 

있어서는 시민후견인양성강좌 심사 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인 이해를 했는지와 학습자 

지원 시  등을 확인한다. 한 문직, 지자체, 사무국에 

의한 면 이 이 지며 제3자 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지를 최종 으로 확인을 거쳐 50명 정도가 실무강습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성년후견인 업무는 재산 리 뿐 아니

라 의료계약, 주거계약, 시설입소계약, 개호계약, 교육  

재활에 한 계약 등의 신상보호다[32]. 

2.2.2 미국

미국은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 련법은 후견

인으로서 자연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외 으로 

후견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피후견인 본인을 

하여 주(State) 등의 공공기 이나 비 리법인이 보충

으로 후견인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후견이 있는데, 이들

을 공공후견인, 비 리법인후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공공후견인이나 비 리법인 후견의 경우 민간시장에서 

공 되는 후견서비스가 아니라, 공 자 에 의해 후견서

비스가 제공된다는 에서 시민후견인 제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30].

2.2.3 독일

독일에서의 후견은 무보수이지만(독일민법, 제1836

조), 시민후견인에 하여 연간 교통비 등 실비 등으로 

48만원 정도 지 되며(독일 민법, 제1867조, 제6항). 증명

가능한 범 에서 실비변상도 가능하다.

독일은 민법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재 상 정해진 직

무범 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 에서 성년후견인을 개인 으로 지원하는데 

합한 자연인'으로 정하고 있다. 단 개별 인 성년후견

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성년후견사단'은 권리능

력을 갖는 사단  충분한 규모의 직원을 보유하고,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력자를 보유할 수 있는 사단으로 

성년후견인을 양성·조성하는 사단이다. '성년후견청'은 

성년후견인에 한 조언과 지원, 정보제공  교육, 그리

고 후견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재 과정에서 성년후견법원

이 피성년후견인의 상황과 욕구 등을 악해 개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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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항목
계 부모 서비스 제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응

답

자

성
남자 43 23.9 16 20.5 27 26.5 

여자 137 76.1 62 79.5 75 73.5 

연령

20  이하 30 16.7  - - 30 29.4 

30 44 24.4 3 3.8 41 40.2 

40 43 23.9 19 24.4 24 23.5 

50  이상 63 35.0 56 71.8 7 6.9 

소득

100만원 미만 15 8.3 10 12.8 5 4.9 

100～300만원 121 67.2 29 37.2 92 90.2 

300만원 이상 23 12.8 20 25.6 3 2.9 

모름/무응답 21 11.7 19 24.4 2 2.0 

계

부모 72 92.3  -  - 72 40.0 

형제/자매 1 1.3  -  - 1 0.6 

친인척 4 5.1  -  - 4 2.2 

사회복지사  - - 89 86.4 89 49.4 

기타 계자 - - 14 13.6 14 7.8 

후견수

요자

성
남자 103 57.2 48 61.5 55 53.9 

여자 77 42.8 30 38.5 47 46.1 

연령

20  이하 129 71.7 61 78.2 68 66.7 

30 24 13.3 7 9.0 17 16.7 

40 13 7.2 3 3.8 10 9.8 

50  이상 14 7.8 7 9.0 7 6.9 

장애

유형

지 장애 134 74.4 54 69.2 80 78.4 

자폐성장애 34 18.9 18 23.1 16 15.7 

정신장애 8 4.4 3 3.8 5 4.9 

기타 2 1.1 2 2.6   

모름/무응답 2 1.1 1 1.3 1 1.0 

장애

등

1 99 55.0 50 64.1 49 48.0 

2 58 32.2 24 30.8 34 33.3 

3 19 10.6 3 3.8 16 15.7 

미등록/모름 4 2.2 1 1.3 3 2.9 

주거

형태

자택 41 22.8 28 35.9 13 12.7 

부모와 거주 98 54.4 45 57.7 53 52.0 

생활시설 39 21.7 5 6.4 34 33.3 

기타 1 0.6   1 1.0 

모름/무응답 1 0.6   1 1.0 

계 180 100.0 78 100.0 102 10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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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 성년후견

인의 업무범 와 내용에 따라 후견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성년후견인 업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리와 신상

보호, 복지 등에 한 법률 행 로 업무범 가 제한되며,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에 심각한 해가 가지 않는 한 피

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 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이 요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사  의해야 

한다. 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심 한 험을 

 수 있는 사안에 해선 동의유보  허가유보 등을 통

해 피성년후견인의 한 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독일은 개정민법에 의해 새로운 성년후

견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후견

인(자원 활동)을 발굴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년후견청과 성년후견사단의 주요 업무 에 하

나가 시민후견인 발굴이며, 성년후견제도와 련한 정보

제공과 홍보활동도 시하고 있다[33]. 

3. 연구 방법

3.1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2012년 장애

인정책기획단’의 성년후견분과의 ‘성년후견제도 안정화 

방안에 한 연구’[30]를 수행하기 해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복지시설 실무자를 상으로 실시한 원자료이다. 

원자료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

자의 인식과 련된 자료에 한정하여 2차 분석하 다. 

조사에 참여한 집단한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식 비교 집단은 부모 집단(78명, 43.3%)과 서비스제공

집단(102명, 56.7%)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집단은 부

모(92.3%), 형제/자매(1.3%), 친인척(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제공집단은 사회복지사(49.4%), 기타 사

회복지종사자(7.8%)로 구성되어 있다. 

3.2 용어 정의

3.2.1 후견수요자

후견수요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

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으로 한정한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은 법원의 

심 에 의해 결정된다. 조사 시 은 법 시행 이 이므로 

피후견인임을 정할 수 없다. 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의 

개시(=피후견인으로 됨) 심 이 있을 것으로 기 되는 

사람을 학술상의 용어로 후견수요자라고 창안하 다. 

후견수요자에 한 조작  정의는 지 장애, 자폐성장

애, 정신장애, 치매, 뇌질환, 기타의 사유로 자신의 재산

 사무  신상 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는 성인”을 의미하며, “제공된 정보를 수령해서 그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제공된 정보를 의사결정시까지 

보유(기억 는 다른 장치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제공된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의 유리, 불리 등을 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달할 수 있는 능

력”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며 의사

결정능력상에 장애가 있다고 부모나 서비스제공자가 

단한 자를 의미한다. 

3.2.2 시민후견인

후견인은 문직 출신의 직업  후견인과 시민후견인

으로 구분된다.

직업  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문직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후견

인을 말하며, 시민후견인은 시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

으로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후견인을 말하며 실비가 지

될 수 있다.

시민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 운 비용 감을 해 서

구에서 강조되어온 비직업  후견인을 말한다. 시민후견

인은 무료로 활동하거나 피후견인으로부터 실비수 의 

비용을 받고 활동하며,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시민후견

인은 자원 사자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후견인

은 자원 사자와 달리 피후견인의 리인으로 법  효력

이 있는 법률 행 를 행하며 법률행 에 한 법 인 책

임을 지며,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본 연구는 시민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모 등 친척과 서비스제공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제도에 해 부모는 장애인 자녀와의 이해나 

선호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한 서비스제공자는 극히 

외 인 경우가 아닌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

공 결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 서비스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후견인 양성과 련된 함의를 찾고

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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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성년후견제도에 한 후견수요자의 욕구 악  성

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제공자의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식의 수   인식의 차이는 빈도분석과 교차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분석결과

4.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지율은 부모집단 75.3%, 서비

스제공자집단 81.6%로 나타났다 한 성년후견제도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성년후

견제도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지식에 해 <표

2>와 같이 질의하 다.

<표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

첫째,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법률행 를 리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지만 식사, 빨래 등과 같은 서비

스 제공은 하지 않는, 권리보장을 한 제도이다. 둘째,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 등록과 별도로 정신감정에 의

해 법원이 심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당수가 성년후견제도의 상이 될 것으

로 상하지만 등록제도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셋째, 성

년후견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보수 는 실비를 지불하도록 법

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지불액수 등은 법원이 결정한다. 

넷째,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법률상 성년후견인이 피후견

인을 신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성인 이후의 부모

자녀 간의 부양의무 계를 정하는 민법 제974조는 국민

기 생활 보장법의 수  자격 규정에 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성인이 되면 부모-자녀 간의 

친권 계가 없음을 제하지만, 성년후견제도와 민법 제

974조의 부양의무 계는 여 히 공존한다. 마지막으로 

후견인의 활동 기 에 해 질의하 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을 보조 는 보완하기 한 제도이므로 서비스

와 달리 피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이 부분  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의사를 최 한 반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제도 취지는 후견인은 의

사결정을 행할 때마다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음과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해 노력하 음

을 입증해야 한다.

조사 결과, 반 으로 정답률이 반에 미치지 못하

고, 부모 집단이 서비스 제공자 집단에 비해 제도에 

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집단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과 함께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해로 인

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목이다. 한편으로는 외국

의 제도가 한국  정서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4.2 후견수요자의 욕구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장애인으로부터 직  조사하여

야 하나 본 연구는 부모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간 으

로 확인하 다. 따라서 조사 내용은 부모집단과 서비스

제공집단의 인식이 반 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련된 쟁 은 크

게, 일상용품구매, 의료침습과 련된 병원 이용, 재산

리와의 구분, 사회보장 여와 련되어 있다. 

첫째, 성년후견제도는 일상용품에 한 구매에 해서

는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조사 결

과에서도 후견수요자의 다수가 자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 다(87.0%, 68.0%). 둘째, 후견인이 해야 할 사무는 피

후견인의 돌 (청소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40.3%, 22.3%). 재산 조사, 운   처분도 32.5%, 

35.0%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에서 

의료시술 의사결정에 한 사항은 부모 집단은 9.1%, 서

비스제공자 19.4%이었다. 셋째, 반 이상(각각 68.8%, 

74.8%)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병원을 이용할 때 

어려운 은 자기 건강상태의 표 이 부족하다는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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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부모 서비스 제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상

용품 

구매 

자력 구매 가능 67 87.0 70 68.0 

자력 구매 불가능 9 11.7 32 31.1 

모름/무응답 1 1.3 1 1.0 

1년내 

병원 

이용

53 68.8 77 74.8 

아니오 23 29.9 23 22.3 

모름/무응답 1 1.3 3 2.9 

어려움 

내용

자기 건강상태 표  부족 50 64.9 41 39.8 

의사 등의 설명 이해 부족 2 2.6 15 14.6 

병원비용에 한 처리   3 2.9 

기타 3 3.9 4 3.9 

모름/무응답 22 28.6 40 38.8 

어려움 

해결

방법

보호자가 신 결정 52 67.5 57 55.3 

다른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1 1.3 1 1.0 

일정 시간 후 다시 시도   2 1.9 

해결하지 못하 다 1 1.3 1 1.0 

기타   1 1.0 

모름/무응답 23 29.9 41 39.8 

재산

거래

필요성

20 26.0 24 23.3 

아니오 54 70.1 78 75.7 

모름/무응답 3 3.9 1 1.0 

필요한

재산

거래

내용

치료비용 조달용 재산처분 8 10.4 11 10.7 

자녀에 한 재산지 5 6.5 1 1.0 

일상용품 이외의 재산구입 4 5.2 6 5.8 

종 의 재산 리 업무 2 2.6 3 2.9 

기타 3 3.9 3 2.9 

모름/무응답 55 71.4 79 76.7 

여

수령의 

어려움

있다 5 6.5 14 13.6 

없다 5 6.5 22 21.4 

모름/무응답 67 87.0 67 65.0 

여 

사용

수 자가 직  여 사용 2 2.6 18 17.5 

수 자가 여 사용 못함 7 9.1 18 17.5 

모름/무응답 68 88.3 67 65.0 

성년후

견제도 

이용 의향

있다 49 63.6 65 63.1 

없다 3 3.9 5 4.9 

조건부로 이용 의향 21 27.3 29 28.2 

모름/무응답 4 5.2 4 3.9 

후견인이 

해야 할 

사무

피후견인의 돌 (청소 등) 31 40.3 23 22.3 

재산 조사, 운   처분 25 32.5 36 35.0 

의료시술 의사결정 7 9.1 13 12.6 

계약의 행 3 3.9 20 19.4 

주거 결정 5 6.5 5 4.9 

기타 2 2.6 5 4.9 

모름/무응답 4 5.2 1 1.0 

<표 3> 후견수요자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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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부모 서비스 제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당한 

시민

후견인 

유형

퇴직공무원 1 1.3 4 3.9 

주부 1 1.3 5 4.9 

자 업자 1 1.3 - - 

사회복지사 48 62.3 41 39.8 

성직자 8 10.4 4 3.9 

법조인 5 6.5 5 4.9 

직업과 무 12 15.6 41 39.8 

기타 -  - 2 1.9 

모름/무응답 1 1.3 1 1.0 

비용 

지 의 

필요성

60 77.9 80 77.7 

아니오 13 16.9 23 22.3 

모름/무응답 4 5.2 - - 

지  

비용

1인당 월 5만원 13 16.9 7 6.8 

1인당 월 10만원 21 27.3 25 24.3 

1인당 월 15만원 2 2.6 9 8.7 

1인당 월 20만원 18 23.4 29 28.2 

기타 6 7.8 11 10.7 

모름/무응답 17 22.1 22 21.4 

지 자

후견수요자 본인 2 2.6 7 6.8 

정부 57 74.0 57 55.3 

기타 5 6.5 17 16.5 

모름/무응답 13 16.9 22 21.4 

시민

후견인 

담당 

피후견인

유형

시설입소자 1 1.3 4 3.9 

가족이 없는 자 24 31.2 24 23.3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3 42.9 47 45.6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17 22.1 28 27.2 

모름/무응답 2 2.6  -  -

시민 후견인 

양성 

로그램 

내용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에 한 법지식 42 54.5 72 69.9 

피후견인이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 여 안내 12 15.6 11 10.7 

피후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한 이해 30 39.0 26 25.2 

의사소통기술 20 26.0 32 31.1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11 14.3 9 8.7 

인권침해 방교육 20 26.0 39 37.9 

기타 1 1.3 2 1.9 

모름/무응답 18 23.4 15 14.6 

계 77 100.0 103 100.0 

<표 4> 시민후견인에 대한 인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2013.4)

20

다(각각 64.9%, 39.8%).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재 

보호자가 신 결정(각각 67.5%, 55.3%)하고 있었다. 성

년후견제도는 침습  의료행   생명 신체에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

으나 인권 보호와 빠른 의사결정 방안에 해 세부 으

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넷째, 성년후견제도의 주

된 사무는 신상보호와 재산 리이다. 우리나라는 후견인

이 두 가지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산 리를 

분리 운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 다. 재산 리 수

요를 살펴보면 체로 1/3 수 에 머물 다(각각 26.0%, 

23.3%). 한 재산 리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 모르겠

다고 응답(71.4%, 76.7%)하고 있었고, 치료비용 조달하기 

한 재산처분 등에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비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후견인의 경우 사회보장 여를 수

령하게 되는데 수 자가 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리

나 재산에 한 보호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다수가 여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악하지 못하 다

(88.3%, 65.0%).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해서 사회

보장 여와 련되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 주요 쟁 별로 후견수요자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향에 해서

는 다수(63.6%, 63.1%)가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 후견인이 직  해야 하는 활동으로 부모집단은 ‘집안 

정리  청소 등 피후견인의 돌 ’이 40.3%로 나타났으

며, 서비스제공기 은 35.0%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의 

조사, 재산의 운   처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는 원칙 으로 돌 (care)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도 오용을 막기 해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부모집단이 제도에 한 이해가 부족하

다는 과 함께 서구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직  용하

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나아가 제도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 시민후견인에 대한 인식 비교

시민후견인에 한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조사 항

목에 있어 부분 비슷한 인식 수 을 나타내었다. 

첫째, 부모 집단은 사회복지사를 당한 시민후견인유

형으로 선택한 것이 다수(62.3%)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복지사와 직업과 무 하다는 의견이 각각 

39.8%이었다. 한 시민후견인에 해 보수 는 실비 

지  필요성에 해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77.9%, 77.7%). 셋째, 지  비용에 있어서 부모집단은 

월10만이 27.3%, 월20만원이 23.4%인데 반해 서비스제공

자 집단은 월20만원이 28.2%로 가장 많고, 월10만원이 

24.3% 다. 넷째, 비용지 자는 정부가 지 해야 한다는 

비율이 부모집단 74.0%, 서비스제공자집단 55.3%로 나

타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사용자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에 한 이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시민후견인 담당 피후견인 유형으로 연고자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사람이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았고

(각각 42.9%, 45.6%), 다음으로 무연자로 나타났다(각각 

31.2%, 23.3%). 여섯째, 시민후견인 양성 로그램의 내용

도 두 집단 모두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에 한 법지

식’이 가장 많았다(54.5%, 69.9%). 다음으로 부모집단은 

‘피후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한 이해’(39.0%)를 요

하게 여긴 반면,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인권침해 방교

육’(37.9%)을 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두 집

단 간 우선 으로 요구되는 로그램 내용의 순 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로 일치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5. 결론 

2013년 7월에 시행될 성년후견제도는 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았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  시행을 해서는 

후견인의 공 과 교육양성이 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 

후견인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해, 장애인 성년후

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

서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성

년후견제도에 한 인식을 확인하고, 후견수요자의 욕구 

악  시민후견제도에 한 인식을 비교하 다. 이러

한 목 을 달성하기 해 2012년 장애인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를 상으로 한 180개의 자료를 이차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식도는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지율은 높았으나(부모집단 75.3%, 서비스제공자집

단 81.6%), 다수가 성년후견제도에 해 잘못 이해하고 있

었다.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특징을 담고 있는 5개 질문에 

한 정답률은 평균 35.2%에 머물 고 부모집단(29.1%)이 

서비스제공자집단(39.8%) 보다 이해도가 낮았다.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일상용품구매, 의료침습과 

련된 병원 이용, 재산 리와의 구분, 사회보장 여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비교 연구

21

련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일상용품 구매는 자력 구매

율이 높아서 의사결정권을 후견인이 일방 으로 행사하

는 것을 지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건강상태를 의료

진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 보

호자가 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습  의료행

가 인권보호와 함께 응 상황에서의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지침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재산 리는 20% 에서 수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수가 재산 리 사항에 해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

여를 장애인 수 자가 직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부분에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성년

후견제도는 반이상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기에 신청자가 다수 발

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은 후견 수요를 안정 으로 운 하기 해 

시민후견인의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민후견인 제도의 운  방향을 설정하기 해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집단간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분

의 항목에서 유사하 다. 

다만 일부 견해 차이가 존재하 다. 첫째, 시민후견인

이 될 집단으로 부모 집단은 사회복지사를 다수가 선호

(62.3%)하 으나, 서비스제공자는 사회복지사와 직업과 

무 하다는 의견이 약 40%씩 차지하 다. 둘째, 지 비

용은 부모집단은 월10만이 가장 많았으나(27.3%) 서비스

제공자집단은 월20만원(28.2%)이 가장 많았다. 셋째, 선

호하는 시민후견인 양성 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부모집단은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에 한 

법지식’(54.5%,)과 ‘피후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한 이

해’(39.0%)를 요하게 여겼다. 반면 서비스제공자는 ‘성

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에 한 법지식’(69..9%)과 ‘인권

침해 방교육’(37.9%)을 강조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후견인에 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

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

민후견인 양성 로그램 내용에 해 유사한 인식 수

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후견인을 심의 성년후견제도

를 마련함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를 제공해 다. 시민후

견인은 사회복지사가 주로 담당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겸직 지 조항을 용하면 법과 법제정 취지에 부합한

다. 시민후견인에게 비용 지불에 해 동의하고 10,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지 해야 한다는 견해

가 반 이상을 차지하 다. 한 시민후견 양성 로그

램 내용은 법지식 등에 한 교육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년후견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조사결과, 성년후견제도에 한 인지정도가 

반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제도 도입 후 부모

와 후견인 간의 갈등을 래할 우려가 있다. 

셋째, 후견수요자의 욕구에 응하기 해 병원 이용

에 따른 의사결정 세부 지침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보장 여와 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장 여는 랑스와 같이 해당 사회보장 여 

한하여 담당공무원이 당연 후견인으로 지정되도록 입법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일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산권 행사의 제한 

문제에 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넷째, 부모집단이 선호하는 사회복지사 집단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제공자는 인권 

보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해가 우선시될 여지가 있

으므로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직에 없는 경우 후견인

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

는 의료  행 에 한 지침  사회보장 여에 한 처

분 규정을 마련하기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

째, 시민후견인을 활용하기 해서는 시민후견인에 한 

체계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한 교재가 개

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후견인에게 시민후견제도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재 개발이 시 하다. 셋째, 성년후견

제에 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해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홍보매뉴얼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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