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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자리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좌장･발제･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연자님들
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평등권과 자기결정권을 향유하고 각종
법률에서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2013년 7월에 도입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의사결정능
력에 장애가 있는 피후견인의 일정행위를 보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줄곧 성년후견제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
률적 행위에 대한 권한까지 대리하여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 박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 3 -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시행
중인 대행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해외 각국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해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토론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
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길 희망하며 나오는 의견들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짧은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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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국회의원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ʻ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ʼ를 함께 주
최해주시고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
동행동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장애인의 큰 버팀목이 돼주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이동석 위원장님과 제철웅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분들을 ʻ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ʼ
으로 단정한 채,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당연시해왔습
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정신
적 장애인을 포함한 ʻ장애인의 법적능력ʼ에 대한 인정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체의사결정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조력의사
결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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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분들의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주는
것을 지양하고, 그분들이 최대한 자기결정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의 제도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것은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도 먼 훗날에는 오늘의 토론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었고,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자부심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 가지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논의가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발전되고, 결국 우리나라
에서 조력의사결정제도(의사결정지원제도)가 자리잡게 됨으로써, 정신적 장애인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하실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신적 장애인분들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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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필요성, 지원방법
이동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그 동안 자기결정은 법학의 영역에서는 자기의사, 자기지배, 자기책임 등의 용어로서
대표되는 행위자 본인의 사적 영역(privacy)이 강조되어 왔다. 반면 사회복지계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자인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급여하고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수급하는
관계에서 자기결정 문제를 바라보았다(이호용, 2016). 현대 사회보장, 특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주요 키워드는 ʻ자립(Independence)ʼ, ʻ사람중심(person centeredness)ʼ, ʻ이
용자 참여(user involvement)ʼ, ʻ권한강화 또는 자력화(empowerment)ʼ, ʻ개별유연화
(personalisation)ʼ 등인데, 이들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사고는 ʻ당사자의 바람, 선호,
선택ʼ등이다. 결국 당사자 자신의 결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조치제도에서 서비스계약
제도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년대 후반부터 각종 바우처제도를 통해 사회보장
제공방식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정신적 장애인, 즉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것인지, 자기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
는지, 자기결정능력이 있다면 자기결정 행위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의사결정 및 자기결정의 개념,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지원의
사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초적인 고찰을
할 것이다.

1. 의사결정의 개념 및 종류1)
우리는 모두 항상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순간, 우리는 우
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 사항 중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최선이라 생각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원소연, 2010). 이처럼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여러 대
안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고르는 일을 해내는 정신적 지각활동이다. 모든 의사결정의 과
정은 하나의 최종적 선택을 가지게 되며 이 선택의 결과로 어떤 행동 또는 선택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된다(곽호완 외 역, 2003).

1) 이동석(2017)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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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의 의사결정, 즉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자 권리인
자유(freedom)와 자율성(autonomy)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덕적 원칙이자 법적 원리이
다(김기덕･장은숙, 2008). 즉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율
또는 도덕적 가치들에 따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개
념이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최윤진, 2005). 또한 도덕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법적 존재인 인간은 모두 자기결정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의 중요한 특징은 논리성과 불확실성이다. 논리성은 모든 의사결정이 논리성
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주어진 정보와 지식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은 어떤
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거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결정
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선호되지 않거나 대가가 요구된다면 이러한 불확
실한 결정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자발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정보와 지식의 유입에 따라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결과적으로 결정
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경우, 자발적 의사결정(spontaneous decision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완전한 자기결정 형태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자발적인 의사결정은 ʻ타인에
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 아래 행위할
수 있다.ʼ는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적 입장에서 이해되어 왔다(백승흠,
1997).
2) 대체의사결정
그런데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어렵거나, 특히 자발적 의사결정의 해석 중 ʻ타인에 해
를 끼치지 않는 한ʼ의 의미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면서, 이
같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지적장애인과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
에 없다는 관점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김용득･박숙경, 2008).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누
군가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대체의사결정(substituted decision making)이 정당
화되었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정보와 지식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졌다. 또한 의
사결정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타인 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상당하다고 여
겨졌다. 이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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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겨져 왔다.
3) 지원의사결정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해 진다. 우리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받게 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
인의 장애특성은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유입이 타인에 비해 느리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적 장애인들이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김용득 외, 2013).
또한 우리 모두의 의사결정도 불확실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의학적 결정을 위해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대단히 시
간에 쫒기고, 위험도가 높으며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범주화 시킨 특정 집단의 의사결정이 불확실하기 때
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따른 실제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도 유입된 정보와 지식의 부족
에 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불확실성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결국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즉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유입하기
위한 지원,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진다. 결국 이와 같은 지
원을 통해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이 가능하다.
4) 정리 요약
의사결정은 다음 <표 1>처럼 자발적 의사결정(spontaneous decision making), 대체
의사결정(substituted decision making),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극단에 자발적 의사결정과 대체의사결정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지원의사결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의사결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
결정과 대체의사결정 사이에 넓게 퍼져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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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사결정의 종류
대체의사결정
(substituted decision making)

지원의사결정
(supported decision making)

자발적 의사결정
(spontaneous decision making)

∙ 논리성 부족, 결핍 → 논리성 대
체

∙ 논리성 부족 → 논리성 지원

∙ 정보와 지식의 유입에 따라
논리적으로 이루어짐

∙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
존재. 불확실성 존재

∙ 우리 모두의 의사결정도 불확실. 따
라서 특정 범주 집단의 불확실성만
논의하는 것은 부정의
∙ 위험 감수, 위험 평가

∙ 결정에 따른 위험이 없음.
불확실성 소거.

∙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모자라
므로 누군가 대신 판단해 줌
∙ 일정 정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 후견제도(guardianship)

∙ 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 주
는것
∙ 이후 자기결정(의사)에 따라 장애인을
대신하여 주장해 주고 실행되도록 하
는 활동
∙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
는 것 아님
∙ 권익옹호(advocacy)

∙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의
사결정

2. 사회복지계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온정주의(무능력 논리) 대 시민권론
사회복지행정 관료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전
문직이 온정주의 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를 취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자
기결정권울 제한하는 것이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과 온정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기결정 존중 및 지원을 바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이호용, 2016).
1) 온정주의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자기결정이 개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모
든 사람은 자기결정을 하나의 권리로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결정의 개념
에서 한 개인이 자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대별되는 인지능력을 포
함하여 행위능력과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자기결정의 가치를 하나의 권리
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을 행사하는 주체가 일정정도의 인지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인지능력과 행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결
정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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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온정주의적 개입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측면은 무능력 논리라고 불리면서 한 사회
에서 개인이 향유할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그에 근거한 자기결정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당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김기덕･장은숙, 2008).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 조건은 온정주
의 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시각이다. 온정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사는 이용
자의 자기결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원칙이나 권리가 아니
라, 특정 조건하에서는 그 범위와 구현 정도가 일정 정도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조건부
규범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의사에 반해 실천과 관련된 의
사를 재량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김기덕･장은숙, 2008).
그런데 이와 같은 온정주의적 또는 무능력논리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사의 재량적 의
사결정 또는 대체의사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지능력이나 행위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경우 그 결정에 의해 장애인 자신 또
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자기결정
의 제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위험 혹은 위해의 논리(harm principle)이다. 이러한
위해의 논리는 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타인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줄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행위자의 자유로운 자기결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보다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재량적 의사결정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고, 제3자 혹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
제입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부모 등 주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고 있다.
2) 시민권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시민권 시각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다. 결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시민이 누리는 자유와 자율이라는 가치와 그의 구현으로서의 자기결정의 원칙과 가
치는 본원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자기결정은 인간이라면 침해될 수 없는 근
원적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신적 무능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본원적 자유와 자
율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모델도 장애인 당사자의 완전한 참여와 삶에서의 주도성을 목표로 하
는데 이를 위한 출발을 자기결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도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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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도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는 모두 동일하되, 정신적 능력, 행위 능력 등에 따라 자기결정 능력은 사
람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자기결정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는 기본적으로 자
신이 가진 자기결정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는데 제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관
련된 다른 권리까지도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의 원칙과 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최윤진,
2005).
이와 같은 원칙을 반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2항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
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
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
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
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시민권 시각에서 보면, 자기결정권 제한을 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온갖 지원을 강구하는 집합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도 자기결정의 실질적
인 주체이면서 지원을 받는 수혜자여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치료여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실천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 갖는 상대
적 우위는 약화되고 이용자의 최종결정을 돕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김기덕･장은숙, 2008).

3. 정신역량(mental capacity)과 법적 역량(legal capacity) 개념에 따른 대체의사결
정과 지원의사결정의 이해2)
지원의사결정과 대체의사결정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ʻ법적 역량(legal capacity)ʼ과 ʻ
정신역량(mental capacity)ʼ이라는 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량(capacity)이라는 용어
가 상호 겹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Davidson et
al., 2015). 우리의 경우에도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역량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은 법적 역량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신역량에 따라
2) 이동석(2017)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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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역량은 법적 권리의 보유자(holder)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행위자(actor)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UN CRPD, 2014). 법적 권리의 보유자가 될 수 있
는 역량이라는 것은 법체계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고, 법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법
적 관계를 만들고 수정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법
적 역량은 개인의 법적 지위(legal standing)뿐만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법적 주체
(agency) 또는 법적 권한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다. 법적 지위에는 출생등록권리, 의료지
원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여권 발급받을 권리 등
이 포함된다.
법적 지위나 상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하지
만 법적 주체라는 두 번째 요소는 보다 복잡하며, 현재 무시되거나 제한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UN CRPD, 2014). 예를 들어 법률은 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갖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재산을 사거나 파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행위를 존중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역량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법적 지위를 갖고 법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역량의 두
요소는 법적 역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만 한다. 결국 법적 역
량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타고난 권리이고, 이 두 요소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UN CRPD, 2014).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모든 사람은 법 인격(legal personality)을 소유한 것
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
에서건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제한, 수정을 상상하는 자체는 반인권적인 것이고, 이 명제
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신역량 또는 정신능력(mental capacity)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결정능력기
술을 말하는 것이다(UN CRPD, 2014). 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개인 주변의 환경과 사회
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의사결정이 합리적 이성
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 이성과
더불어 개인의 경험, 편견 등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다(UN CRPD, 2014). 그런데
개인의 경험과 편견 등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
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합리적 이성보다 개인의 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또한 정신역량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 아니다. 정신역량은 이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과 같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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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성물이고 지식일 따름일 수 있다(UN CRPD, 2014).
결국 정신역량과 법적 역량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전후관계도, 인과관계도 성립되
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
다. 즉 인지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의사결정기술이 손상된 사람들에게 특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해 놓은 정신역량기준에 따라
법적 역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결정이 합리적 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후견제도처럼 50%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면
50%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국회의결까지 마친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12조와
이를 상세히 해석해 놓은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호에 따르면, 개인이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 역량은 유지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UN CRPD, 2014). 결국 정신능력이 바로 법적 능력에 영향을 미쳐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역량 행사를 위한 각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UN CRPD, 2014). 정신능
력이 부족하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의 불건강함을 이유로 누군가의 법적 능
력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역량
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 역량은 유지되는 것이고, 국가는 장애인이 법적
역량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대체의사결정을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을 제도화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의사결정은 정신역량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해야
한다. 의사소통 방식이 쉽지 않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적 역량의 행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야 하고 최선의 이익3)에 기반하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기존의 지원이 아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지원을 창출할 필요도 있다. 지원에 대한 비용이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의사결정의 지원에 따라 다른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UN
CRPD, 2014).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기결정권은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의 ʻ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ʼ에 명시되어 있으며, 반면 서비스 제공자 등이 최우선 가치로 두기 쉬운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 3
조에 명시 되어 있는 권리이다(Boylan and Dalrymple, 2009). 즉, 자기결정권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
이고, 최선의 이익은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추정되는 것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아동과 같이 의
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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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특징
대체의사결정

지원의사결정

∙ 정신역량 부족 또는 결핍

∙ 정신역량 부족 → 부족한 만큼 지원

∙ 법적역량 제거

∙ 법적역량 보존

∙ 세 삼자에 의해 대행자가 결정됨
∙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

∙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해야 함
∙ 법적 역량의 행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야 하고 최선의 이익에 기반해서는 안 됨.
∙ 의사소통 방식이 지원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됨
∙ 필요한 경우 기존의 지원이 아닌 적합한 새로운 지원의 창출 필요
∙ 지원에 대한 비용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됨
∙ 의사결정의 지원에 따라 다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
∙ 지원을 받는 개인은 지원관계를 언제든지 변화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 법적 역량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능력 판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
욕구에 대한 지표 필요

4.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의 필요성4)
지원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또한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율권을 촉진하고, 대체의사결정에 대한 필요를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Davidson et al., 2015). 지원의사결정의 필요성은 다양한 측
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기존 논쟁들을 분석해 보면 권리측면에서의 필요성 논쟁, 효과
성 논쟁, 실용성 논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권리측면에서의 필요성
① UN장애인권리협약 등 지원의사결정 권리의 강조
개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삶에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다면, 적절한 지원은 제공되어져야만 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만 한
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의 맥락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체와 완전한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철학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따르면, 개인이 자율권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일차적인 역할이다(Bach and Kerzner, 2010).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법적 행위를 대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인권침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겠다고 하면 쉽게 인정할
4) 이동석(2016) 중 일부를 발췌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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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ʻ어떤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ʼ와 같은 질문
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ʻ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가장 최고로 실행
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ʼ라는 질문을 하여야 한다(Bach and Kerzner,
2010). 이와 같은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가장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과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기
결정 개념은 ʻ누구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ʼ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Loon and Hove, 2001). 즉 자기결정권 자체는 훼손되어서
는 안 되고, 자기결정이 잘 안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권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
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함과 더불어, 자기결정권 실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가와 자기 결정권 행
사를 저해하는 경우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유동
철, 2012).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는 스스로의 결정, 적극적인 지원, 구제 절차가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결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 절차와 같은 지원을 통해 자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자립생활 모델에 따른 장애개념 변화
자립생활 모델과 같은 장애개념 변화에 따라 지원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립이
란 비의존(independent)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과업을 혼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받되, 그 지원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의존적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결국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그리
고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선택과 통제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이루게 되었지만, 정신적 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음에
도 지원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에서 많은 제한을 겪었다. 의사결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정신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
려 현재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원이 결핍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정신
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
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추가 되었
고, 자기결정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신적 장애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2000년 스코틀랜드의 무능력성인법, 2005년 잉글랜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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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의 정신능력법 등은 대체의사결정의 필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ichardson, 2012). 특히 정신능력법은 우리나라에 후견제도관련 입법으
로 알려져 있지만, 후견제도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고, 이 법은 후견제도에 의해 개인
의 법적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법이다. 하
지만 이 법도 현재의 UN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결정권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5)를
보면, 제1항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의
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자가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이때에는 최선의 이익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천가는 발달장애인에
게 가능한 대안의 장･단점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주고, 발달장애인이 선택･결정
(informed choice, supported decision making)하게 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주장･실천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실천현장은 이 법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발달장애
인의 자기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들의 바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최선의 이익
추정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하고 있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에게 필
요한 최선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왜곡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발달장
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로서 자기결정과 이를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효과성 측면에서의 필요성
효과성 논쟁은 지원의사결정이 개인, 가족, 사회에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
을 맞추는 것이다. Chartres and Brayley(2010)는 지원의사결정이 세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지원의사결정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이 갖게 되는 개인
의 자결권, 권한, 통제권을 지원한다. 둘째, 지원의사결정은 협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보다 명백한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가족, 친구, 비공식적 돌
봄 제공자, 서비스의 맥락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셋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5)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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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법적 능력과 개별적 능력이 증진되고 존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
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 외에도 시민권, 개인적인 권한강화(empowerment), 자기결
정, 자기 존중감, 결정에 대한 존중,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 의사결정에의 자신감, 권
리에 대한 확신, 의사결정 기술과 역량의 발달, 의사결정 영역의 확대, 지원 네트워크의
확대 등 개인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Chartres and Brayley, 2010).
또한 지원의사결정을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과정은 사회적 이익을 만들어 낼 수도 있
다. 모든 시민들의 권리 존중 중요성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보다 넓은 이해를 할 수 있
도록 기여할 수 있고, 정신보건 및 장애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inclusive) 접근이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3) 실용성 측면에서의 필요성
지원의사결정은 보다 나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지원의사결정을
통해 실용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용성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절차 공정
성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지원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사정과정에서 개인이 경청되어지고,
존중받고, 그들의 견해가 고려된다고 느낀다면, 혹시 사정과정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정과정이 강압적이었거나 불만족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Galon and Wineman, 2010; McKenna, Simpson, and Coverdale,
2000). 또한 개인이 이용할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면, 이
용자는 그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5. 지원의사결정의 지원 내용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①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한다.
② 정보를 기억 속에 (잠시) 유지한다.
③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써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정보의 비중을 다룬다.
④ 자신의 결정을 언어, 그림언어,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따라서 지원의사결정은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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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한다. 상황이 위급하지 않는 한, 짧은 시간 동안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설명
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관련 정보에는 결정의 본질, 결정이 필요한 이유, 결정을
했을 때의 가능한 결과, 또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이 포함된
다. 또한 정보는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되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
다. 간단한 언어, 그림언어, 시각적 소통 방식, 컴퓨터를 이용한 지원, 또는 다른 모든
수단 등이 적절한 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
2) 정보를 기억 속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보를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결정이 이어지기 전까
지 단기적으로 정보를 유지하여도 된다. 따라서 잠시 동안만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결정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노트북, 사진, 포스터, 비디오, 음성녹음기 등은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의 사
용방법을 훈련,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써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정보의 비중을 알 수 있도록 지원
정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손상이나 장애 때문에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장애 또는 손상 때문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이해나 사용 없이 특정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식
증 환자의 경우 먹지 않음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거부하는 힘이 강해 이 정보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부 뇌손상 환자의 경
우 주어진 정보 또는 이해한 정보와 상관없이 충동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4) 자신의 결정을 언어, 수화,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가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혼수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경우, 감금증후군처럼 의식은 있지만 말이나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처럼, 이 경우
는 아주 예외적인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이 범주에 누군가 속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의
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 21 -

다. 언어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우선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한 근육
의 움직임에 의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ʻ예ʼ, ʻ아니오ʼ를 표현하기 위해, 눈을 깜박일 수 있거나 손을 오므릴 수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6. 결론6)
지원의사결정제도를 확립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확립
의사결정의 개념에서 보았듯, 지원의사결정은 한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
적 의사결정과 대체의사결정의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원방식
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원방식이 존재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면, 의사결정 지원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
다. 크게 보면 사적인 합의계약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앨버타 주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고, 호
주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지원자 유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명한 또는 사회적
으로 전문성을 부여받은 역량평가자(capacity assessor)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의사
결정 역량은, 의사결정 지원자 희망에 대한 의사소통여부,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표현
가능여부, 대리합의계약 작성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여부, 의사결정지원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의사결정 역량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역량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의사결정 지원자가 신의원칙에 위반하여 성실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본인,
감독기관 등에 의한 고소가 가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불성실한 실
천이 명백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사결정 지원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확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사결정, 지원의사결정 등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에
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지기
6) 이동석(2016) 중 일부를 발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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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라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의 적용
2013년 7월부터 개정민법에 의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ʻ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ʼ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성년후
견 이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일면 후견인 제도는 장애인의 인격을 발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익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보
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후견인제도는 기본적으로 ʻ장애인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
다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
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 예로 2012년 여름, 요양원에서 시설로 이전하려는 발달장애인
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은행 측이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통장 개설은 가능하나, 2013년 7월 이후 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후견인이 선정되
면 현금카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은행은 아예 후견인이 없으면 통장도
만들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후견인제도가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하는 제
도로 사회에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만든
후견인제도가, 자칫 장애인의 사회적 열등감을 강조하고 장애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
는 낙인을 주는 제도로 오해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
로막고, 제도가 장애를 만드는(disabling)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의 주인은 장애인보다는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을 열등한 존
재로, 판단을 대신해 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장애인과 후견인 사이에 위계성
이 존재하게 되고, 이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후견제의 남
용과 오용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존 능력의 극대화, 후견
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최소개입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다. 즉, 후견인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현존 능력을 극대화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당장 후견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옹호활
동의 과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농어촌
지역과 같이 장애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근로
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당하면서도 스스로
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작은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
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보호자를 자처하여 위장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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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기 때문에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옹호서비스
가 필요하다. 그러나 옹호서비스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어
렵기 때문에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발달장애인의 성년
후견인이 부당한 상황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꼭 필요한 경우
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ʻ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ʼ의 권고처럼 지속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이 제도를 약 20년 후에는 없앨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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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제도의 도입방안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 방안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역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이다.1) 의사결정능력
이란 결정할 어떤 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비교한 끝에
특정한 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은 장애만이 아니라 학력이나 경험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비교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장애, 학력,
본인의 성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
사결정을 하는지는 본인의 성향, 가치관, 희망, 욕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인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장애, 언어능력, 소통
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여러 요소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 뇌병변 등의 장애로 인해 이런
의사결정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라 부를 수 있다. 장애의 정도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아무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원 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지원의
정도도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위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람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특히 성인의 경우, 개개인의 의사결정
을 통해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은 사회적 자원
배분절차에 대리인(본인이 선정하여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대
리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하도록 사회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즉 의사결
1) 우리나라는 의학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를 분류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 장애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e는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
란 신체나 정신상의 손상(impairments)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장애(disabilities)라고 정
의한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치매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지만, 의학적
모델에 따르더라도 치매는 장애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민사법학 56호(2011.12), 28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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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능력이란 사회제도의 산물이지 자연적인 어떤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회구조, 즉 자원배분시스템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직접 참여를 가
급적 배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그의 의사결정을 대행(법적으로
는 많은 경우 대리하는 것)하는 제도를 둘 때의 인권법적 요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
약 제12조에서 직접 다루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의사능력
(mental capacity to make decisions)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능력과 행
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동 협약 제2항).2) 동 협약 제12조 제2항에
서 협약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legal capacity)를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3) 둘째, 장애인이 보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의사결정지원은 보편적 수단일 수도 있고, 개
인적 수단일 수도 있다. 전자는 대체의사소통기구의 개발, 장애인이 권리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소통지원자를 두는 것 등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의사결정
지원자만이 아니라 후견인처럼 대체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다.4) 셋째, 제4항에서는 의사결정지원으로 제공되는 각종의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두도록 한다. 그 안전장치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조치가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도(will and preference)를 존중할 수 있도록 보
장하고, 이익상충과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로부터 벗어나고, 개인의 사정
에 맞춘 비례적인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단기간이어야 하고, 권한 있는 중립적 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전장치
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조치가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정도에 비례적인 것

2) 의사능력은 개별 법률행위별로 판단하지만, 행위능력은 획일적 기준으로써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는 자격을 정한 것이다. 개개의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행
위능력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거나(민법 제5조), 처분을 허
락한 재산(제6조)이 아닌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위능력(그
제한)의 문제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사무능력이라는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의사무능력이라도 그의 욕구와 선호도(will and preference)를 존중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도록 요구한다.
3) 이 점은 이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12조 평석초안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raft General Comment on Article 12, CRPD/C/11/4, n.
11-13.
4)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2조의 일반평석에서 후견제도의 즉각적 폐지(abolition of guardianship system)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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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가령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피해를 입을 위
험성이 높은 경우 그의 의사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것,5) 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다
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런 안전장치의 하나이다. 넷째, 제5항
은 장애인이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한,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2조의 일반평석에서 의사결정대행제도(substitute decisionmaking regime)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적 대체(supported decision-making
alternatives)를 발전시켜 나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6) 의사결정대행제도란
단일한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를 박
탈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대행자를 선임하며, 특히 그가 원치
않는데도 의사결정대행자가 선임될 수 있거나, 장애인의 욕구나 선호도에 법적인 효
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본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을 대
행하는 제도 일반을 의미한다.7) 이런 의사결정대행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유지하는
후견제도에 상당부분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다.8) 본인의 욕구나 선호도가 아니라 최
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장애인에게 응당 보
장되어야 할 위험 인수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 그렇지만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도에 부합한다고 하여 과도한 위험, 과도한 부당한 영향력을 방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10)
의사결정대행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야 할 부분은 장애인이 의사결정지원을 받아 작성한 사전지시서, 지속적 대리권의
활용이다. 이는 의사결정대행제도의 단점이 없으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지원제도로 활
5) 가령 지적장애인이 이웃사람의 꾀임에 빠져 보증을 섰을 때, 그 보증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판결도 이런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Comment No. 1 (2014),
CRPD/C/GC/1, n. 28. 참조.
7)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위 주 6), n. 27.
8) 후견제도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다. guardianship(미국, 호주의 신상보호 후견), trusteeship(캐나다 및
호주의 재산관리 후견), conservatorship(미국의 재산관리 후견), deputyship(영국의 후견), betreuer(독
일의 후견) 등이 그 예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본문의 속성을 가진 것은 모두 다 폐지되어야 할 의사졀정대행제도인 셈이다.
9)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위 주 6), n. 12.
10)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4항의 안전장치(safeguard)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험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 장애인이 응당 감행할 수 있는 위험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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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제도를 장애인도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11) 한편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이 지원을 하더라도 스스
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 누군가가 장애
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 때에도 객관적인 최선이 이익이 아니라
장애인의 현재의 욕구와 선호도를 최선을 다해 해석해서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부여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12)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관점에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후견, 장애인의 현실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개시되는 후견 및 후견인의 권한, 후견개시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 또는 박탈되는 것 등은 모두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된다. 우리나라
의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제도 자체만으로 이미 동조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다.

3. 그런데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의견은 실무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의사결정대행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13)를,
우리나라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모든 후견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
는 것은 넌센스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과 제4항을 결합해서 보면, 후견
제도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견을 개인맞
춤형으로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서 최대한 단기간 개시하도록 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후견인이 활동하도록 지원･감독한다면 이를 동조 위반이라고
보기 보다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안전장치(SAFEGUARD) 또는 동
협약 제3조의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제12조
제3항의 요청을 염두에 두면 후견은 최후의 불가피한 때에 활용되어야 할 최후의 수
단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4. 의사결정지원과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둘 협약국의 의무를 고려한다면, 의사결
정지원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협약국에 있는 셈이다. 이 글은 어떤 내용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11)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위 주 6), n. 17 참조.
1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위 주 6), n. 21 참조.
1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위 주 6), n. 30에서는 점진적 실현
(progressive realization)은 제12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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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처한 진정한 문제
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II), 이어서 의사결정지원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현가능한 방법
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와 같은 방법들이 잘 발전되어 정착된다면 장애인권리협
약 제12조 제3항,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의사결정대행제도의 현황
1. 헌법 및 민사법상의 정신적 장애인의 법적 지위
(1) 우리 민사법은 출생의 시점부터 각 개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본다(민법 제3
조). 성인인 권리능력자가 법률행위(또는 준법률행위. 이하 ʻ법률행위ʼ라고만 표현한
경우에도 그 설명은 준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
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민사법 질서의 기본에 속한다. 이는 동시에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행사이자,14) 인간의
존엄성의 표현이기도 하다.15) 각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
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령,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나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 성인(이 글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이라 칭한다)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불가결한 타인과의 법률관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재화를 타인이 약탈할 위험도 커진
다. 나아가 이들에게 귀속된 재화(그 법적 표현인 권리)의 사회적 유통도 어려워진
다. 이 점에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직면한 이런 곤란을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
14) 헌법재판소 1990.9.10., 89헌마82 결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헌법재판소 1991.6.3., 89헌마204
결정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1996.12.26., 96헌가18 결정에서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각
기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서 파생되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으로서 어떤 성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12판), 박영사(2016), 344면 이하 참조.
15) 독일 학설과 판례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 제2조 제1항의 인격전개의 자유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인격권의 핵심이라고 한
다. 그 자유에는 여기서 다루는 자기결정권(BVerwGE 27, 305), 계약의 자유(BVerfGE 12, 341,
347)도 포함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Bleibtreu/Hofmann/Hopfauf, Grundgesetz (12.
Aufl., Carl Heymanns Verlag(2011), Art. 1, Rn. 58ff; Art. 2 Rn.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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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뇌사고, 질병, 치매 등과 같이 우연적 사건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
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지속적 대리권16)을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타
인에게 수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민법은 본인의 의사무능력이 이미 수여한 대
리권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민법 제127조),17) 지속적 대리권
은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된다. 둘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돌보아 줄 가족이 있
고, 그 가족이 자신이 보유한 재화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
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의 약자를 부양해 왔다.18) 만약 3세대 가구가 일반적이라면, 고령이나 치매로 판
단능력이 떨어지는 부모가 있더라도 가족들이 자신의 재화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는 부모의 생활상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셋째, 본인이 지속적 대리권을 부
여하지 않았거나 부여할 수 없었고19), 자신의 재화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생활
상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의향과 역량이 있는 가족이 없다면, 후견인을 통해 사회생
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대행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2) 사회보장법에 의해 각 개인은 사회보장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34조의
구체화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청구권은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타의 사
회보장 제공기관(이하 총칭할 때 보장기관)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청구권이다. 사
회보장급여청구권의 내용은 현금급여, 현물급여(물건 또는 각종 서비스)로 되어 있
다. 사회보장급여는 보험의 형식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공공부조나 기타의 사회서비
스로 제공되기도 한다. 사회보장청구권 중 이미 금전으로 지급되고, 지급될 금전 액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의 사회보장급
여는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장급여 청구권은 민사법상의 청구권처럼
쌍무적이거나 유상적인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20) 치료, 요양,
16) 여기서의 지속적 대리권은 일회적인 대리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를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사망
시점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로 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활용된다. 특정 직책을 가진 법인의 직원이 이사로부터 대
리권을 수여받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법인을 대리하는 것, 수임인인 재산관리인(가령 변호사, 법무
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이 관리할 재산에 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17) 우리나라와 달리 보통법에서는 본인의 의사무능력이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된다. 후견제도와 관련하
여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는 제철웅, 영국법에서의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비교사법 17권 4호(2010.12), 218면 이하 참조.
18) 이는 1990년 민법 개정 전 민법 제797조의 호주의 가족부양의무, 현행 민법에도 존속하는 제974조
이하의 친족 부양의무 등에 근거한 것이다.
19) 의사능력을 합리적 판단능력으로 해석하는 한,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는 쉬운 용어로 설명한다고 하더라
도 대리권의 법률효과, 대리권 수여에 수반하는 각종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이다. 이 경우에는 지속적 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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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일상생활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국가의 일방적 의무
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즉 급여 내용이 국가재정과 당사자와의 개별적 사정을 감안
하여 행정처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희망자가 그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보
장되어야만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정과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에 의해 급여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은 민사법상의 부양청구권과도 유사하다. 민
사법상의 부양청구권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부양청구권자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민사
법은 각 당사자의 주체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부양청구권자에 대한 지
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장기관의 행정처분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지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희망자의 절차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적 사정에 맞
는 사회보장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보장급여
는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급희망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로 가장 적
합한 형태의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개인별지원계획
의 수립을 위한 국가의 협의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협의의무는 영국, 독
일, 호주 등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회보장급여는 먼저 급여청구권이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보장기관(Leistungsträger)을 상대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해 줄 청구권이 있음이 전제된다. 이어서 상담과 협의를 통해 구
체적으로 개별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게 된다. 한편 확정된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
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사회보장급여청구권자가 여타의 이유로 생활시설
(요양원) 또는 수용시설(정신병원 등)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용시설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장급여청구권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야 할 것이다.21)
한편 민사적 권리의 경우 위 (1)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이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성인의 민사적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22) 가족이 정신적 장애인과 치매
환자를 민사적 의무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는데(민법의 부양의무), 그렇다고 하더라
도 가족에게 이들의 민사적 권리를 대신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
급여청구권 역시 공법상의 개인적 권리라는 점에서는 일반 민사적 권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의 전달체계에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부담하더라도 그
20) 사회보험급여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민사법상의 보험청구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21) 가령 독일의 경우 청구권자가 보장기관에 서면으로 직접지급(Überleitung)을 통지하면, 보장기관은 수급권
자에게 지급할 사회보장급여를 그 시설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Maydell/Ruland, Sozialrechtshandbuch
3.Aufl., 8 Rn. 324 ff. 참조.
22)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만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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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일종인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
제37조의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따라야만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물론 후견인 선임 대신, 사회보장기관에서 법에 따
른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지원자를 선임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감독
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가 본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권리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추는 나라도 있다(호주의 NDIS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
결정지원자).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권대리
(1) 과거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는 법정후견인을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표 1> 한정치산 및 금치산 신청 및 인용건수(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

접수건수(증가율)

인용(증가율)

연도

접수건수(증가율)

인용

2001

323

176

2007

747 (12.6%)

334 (10.2%)

2002

421 (30.3%)

208 (18%)

2008

804 (7.6%)

391 (17.0%)

2003

433 (2.8%)

250 (20%)

2009

944 (17.4%)

493 (26.0%)

2004

473 (2.8%)

274 (9.6%)

2010

1,024 (8.4%)

515 (4.4%)

2005

529 (9.2%)

291 (6.2%)

2011

1,290 (25.9%)

617 (19.8%)

2006

663 (25.3%)

303 (4.1%)

2012

1,342 (4%)

705 (14.2%)

출처: 사법연간 2002~2012년 자료에서 재정리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반 정도가 지난
2017년 초반 현재,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후견신청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한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피
해를 구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 2>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후견신청건수의 변화추이23)
구분

2013년(7.~)

2014년

2015년

727

한정후견

116

245

276

282

919

특정후견

50

355

181

158

744

임의후견

7

8

8

17

40

900

2,575

3,478

4,173

11,126

23) 위 자료는 법원의 비공식통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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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3,716

합계

성년후견

소계

1,967

2016년

9,423

동시에 선임된 후견인의 수도 2013년 564건, 2014년 1,723건, 2015년 1,566건
등으로 증가하여 2016년 말까지는 약 6,000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만큼 후견제도 이용의 증가속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의 후견제도 이용 건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 이용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비교를 위해 각 국의 인구수를 우리나라 인구
수로 환원시켜 선임된 후견인 수를 조정하였다.24)
<표 3>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최초 선임된 후견인 수의 추이
연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독일

46981

65319

70,691

77,072

89,373

92,406

일본

1,390

3,121

4,182

5,605

5,707

6,873

12,079

대만

5,279

6,418

7,048

7,254

7,866

8,326

8,762

싱가폴

1,887

3,180

3,313

2,839

3,801

3,117

3,838

한국

1,128

1,723

1,566

8년

9년

10년

99,790 110,782 120,175 128,291
9,078

9,579

9,951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우리나라는 선임된 후견인이 매해 2,000명이 되지 않지만,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국가인 일본, 대만, 싱가폴은 시작부터 우리보다 많은
수의 후견이 개시되고 또 증가추세도 빠르다. 싱가폴의 위 수치에 지속적 대리권
(lasting power of attorney)을 포함하면 후견제도 이용은 훨씬 더 가파르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약 24,822명(가중치로 환산하면 229,603명)의 지속적 대리
인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견제도
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이 낮아서 수요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합법 및
비합법의 다른 후견대체수단의 존재25)로 인해 후견제도를 이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24)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원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후견인 선임 건수를 비교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가 시행된 해는 독일(가중치 0.625)은 1992년, 일본(가중치 0.396)은 2000년, 대만(가중치 2.17)은
2009년, 싱가폴(가중치 9.25)은 2010년, 우리나라는 2013년(7월 1일)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 수치
는 6개월을 더 가산한 숫치이다. 독일 후견건수는 Bundesamt für Justiz, Justizstatik GÜ 2 der
Amtsgerichte 2002-2013, erg. Mitteilung der JM Baden-Württemberg; Auswertung:Deinert.를
참조. 일본의 후견(보좌, 보조, 임의후견 포함) 건수는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槪
況, 2000년(平成 12년)부터 2010년 자료, 대만 자료는 Sieh-Chuen Huang, Adult Guardianship
and Care in Taiwan, in: Waltjen/Lipp hrsg., Liber Amicorum Makoto Arai, Nomos(2015),
pp.382 참조. 싱가폴은 공공후견청의 비공식자료 참조(법정후견만 표시. 지속적 대리권인 lasting
power of attorney는 본문 참조). 우리나라는 대법원 사법연감 2013년부터 2015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25) 광의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사회보장을 규율하는 법)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합법적인 대체수단이라면,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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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거나, 현재의 후견제도가 잠재적 이용대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후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최대한 그 이용을 주저하기 때문일 것이다.26) 위 II의 1에서 언
급한 것처럼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의 생활상의 필요성을 충족
시켜 주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사회보장법상의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도 그
산물이기도 하다), 지속적 대리권을 미리 부여하는 관행은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한다
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권대리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3. 무권대리 관행을 조장하는 사회보장법: 관리-감독되지 않는 의사결정대행자가
만연하는 사회보장급여 전달시스템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로는 장애인 학대와 방임을 막기 보다는 오
히려 이를 조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밑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구적 관
점에서 볼 때 매우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은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현
장에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성인을 대신하여 수술에 동의하고, 요양원과 생활
시설에 입소시키는 관행이다. 이는 헌법과 민사법질서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응급상황에서는 사무관리의 법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규정도 없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
법 제11조는 사회보장급여에서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보장기본법의 신청주의는 개별 사회보장법에서 대부분 무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인은 가족, 자신이 사실상 돌보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대신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처
럼 여겨진다. 이런 환경이 신안염전피해자, 가축노예, 장애인 성폭행 등의 암적 존재
가 생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2) 아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의사결정대행자”에 관한 개관이다.
아래 <표 4>의 현행 법률규정을 보면,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
정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경우 거의 모든 단계에서 대부분 타인에 의한 의사결정대
행을 제도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타인의 자격,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양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는 계약을 가족 등이 대신 체결하는 것, 본인의 인감도장, 체크
카드를 소지하는 가족 등이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대리권 수여 없이 은행거래를 하는 것 등은 비합법
적 대체수단이라 할 수 있다.
26) 세칭 신격호 사건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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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시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반된다. 동조는 장애인은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의사결정대행 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의사결정
대행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형식 여하를 불문하는 것인데, 현행 사회보장법은 정
신적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 조달체계인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에
<표 7>과 같이 의사결정대행제도를 잔존시키고 있다.
<표 4>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사회보장법 관련규정
유형

법률

현행법의 내용

헌법 및 민사법의 일반 원리에
따를 경우의 조치

• 신청은 수급자, 수급자의 권한 있는
• 신청은 수급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기타
(제21조)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
• 금전 또는 현물을 직접 수급자에게 제공(제9조 2항)
할 수 있음
•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수급자가 관리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
• 급여의 지급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
일정한 사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
보장법
에 입금
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시행령 제
• 보장시설 수급자도 수급권자에게 바
6조 1항; 시행규칙 제6조 6항)
우쳐 등의 형태로 직접 지급하고,
• 보장시설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이 시설에 지급(제
수급권자가 시설에 지급하는 것이
9조 3항; 시행규칙 제6조 1항~3항).
원칙임
의료급여법

• 수급권자로 되려고 하는 자가 신청(제3조의3)
• 수급권자로 되려는 자 또는 권한 있
• 의료기관이 의료급여기금에 비용청구-지자체에 지
는 대리인이 신청
• 좌동
급청구한 것으로 간주(제11조)

• 수급희망자가 신청(제8조)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단,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제8조)
• 수급희망자 및 그의 권한 있는 대리
•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미지급장애인연금은 생계를
인이 신청
장애인연금법
같이 한 유족이 청구(제14조)
• 지급은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수급권자가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경우(법정사유)
공공부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9조)

기초연금법

• 수급희망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신청(제10조). 대리인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
담당공무원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시행 • 수급희망자와 그의 권한 있는 대리
규칙제6조)
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 단 의사결정에 장애가 •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
있는 경우(법정사유가 있음) 배우자, 직계혈족, 3
촌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지급(제9조)

• 장애인등록신청은 장애인,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시설장, 사실상의 보호자)-법제32
• 장애인 및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조, 시행령 제20조
신청
(경증장애) • 장애수당은 지급은 본인, 본인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 장애수당 지급은 본인 계좌로 지급
있는 경우(법정사유)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
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지급(시행령 제32조)
긴급복지
지원법

• 긴급지원대상자, 친족,그 밖의 관계자가 신청(제7조)
• 긴급지원대상자 및 그의 권한 있는
•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 확인-조사(제8조)
대리인이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제공
• 기타는 좌동
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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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법률

현행법의 내용

헌법 및 민사법의 일반 원리에
따를 경우의 조치

• 장애인,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시설장, 사실상 보호자)가 장애인등록신청(제32 • 장애인 및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조. 시행령 제20조)
신청
장애인복지법
• 장애수당의 지급은 본인,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 장애수당 지급은 장애인 본인계좌로
경우(법정사유)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
지급
혈족의 계좌로 입금(시행령 제32조)

사회서비
스

장애인활동
지원법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
• 본인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계인, 전담공무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
신청
람)이 신청(법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

정신보건법

• 자의입원
• 자의입원
• 보호의무자(민법상의 부양의무자, 후견인, 지자체 •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등록된 지원자
의 장)에 의한 입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한 입원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법 제8조)
• 복지서비스를 발달장애인 본인이 신청. 의사결정능
• 복지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 및 그
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후견인, 민법
발달장애인법
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
제777조의 친족이나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보호하
는 자, 지자체장이 선임한 자) (법 제2조, 18조)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노인에 대한 돌봄제공자, 지원자로 명
부양의무 및 업무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칭을 변경
를 보호자로 지칭(제1조의2)

• 노인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은 본인이 하거나(제13
조), 가족,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대리신청할
• 장기요양신청은 본인 및 권한 있는
노인장기요양
수 있음(제22조). 전담공무원이 본인이아 가족의
대리인이 신청
보험법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음. 지자체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음(제22조)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제50조)
•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 수급권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
손자녀, 조부무 및 형제자매가 미지급급여 지급
신청(제55조)

산업재해보상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
보험법
(제41조. 시행령 제21조)
국민건강
보험법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 및 권한 있
는 대리인이 신청

• 요양급여는 요양기관과 가입자, 피부양자의 의료
• 본인 및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의
계약에 의해 의료가 제공된 뒤, 요양기관이 건강
료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해야 함
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식.

제5조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
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
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
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
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일반법적
⦁제5조, 제21조의 경우 모두 “수급
수 있다.
성격이 사회보장급여
자와 권한 있는 대리인”에 한정하여
제21조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
있는
법
신청권한을 부여함
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
경우
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
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40 -

4. 소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법정후견제도의 이용이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정후견제도 이용빈도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잘 준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 협약 제12조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
회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신안염전피해, 지적장애인의 강제노동,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이 희귀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들추면 언제라도 나
타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III. 의사결정지원의 내용과 방법
의사결정지원이 무엇이며, 왜 중요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
라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대행의사결정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폐지나 비판적 문제제기는 없는 것, 그렇지만 각종의 대행의사결정 수단 중 비교적
대행자의 선정과 대행할 권한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를 받는 법정후견에 대해서는 장
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근거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것 등이 의사결정지원이 무엇이
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의
사결정지원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에 필요
한 의사결정지원의 여러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1. 의사결정지원의 내용
(1) 가장 최근에 제정된 ʻ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
인법이라 한다)ʼ 제10조는 ʻ의사소통지원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사결정지원은
발달장애인법 제10조의 ʻ의사소통지원ʼ과는 어떻게 다른가? 의사소통지원은 장애인이
표현하는 욕구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장애인이 의사나 욕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변형하여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장애인은 그
정보를 이해하여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자
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달될 정보를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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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바꾸는 것, 그의 표현을 비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쉽게 전달하
는 것이 의사소통지원인 셈이다. 이런 의사소통지원은 특히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발
전해 왔다.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 진술조력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서의 의사
소통수단(제4호) 등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의사결정지원은 의사소통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누구라도 자
신의 인격의 실현과 전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사소하거나 중요한 결정
을 하게 되며 그 과정이 중첩되면서 한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어 간다. 그 결정은 언
제나 정보제공 후의 결정(informed decision-making. 이는 의료적 처치에서의 동
의인 정보제공 후의 동의(informed consent)와 같은 맥락의 것이다)을 전제로 한
다. 그 과정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결정의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발달장애, 정신장
애, 치매, 뇌사고 등으로 인지기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
는데 필요한 정보접근성, 정보의 비교가능성 등에서 타인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보제공, 정보분석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
에서 감금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결정 내지 반응을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지원이라면, 의사결정
지원은 의사의 그와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단가능성은 없는지, 정신병원
입원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지,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감금 아닌 자유공
간에의 입원은 가능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각각의 장･단점을 비
교하여 이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면 이는 의사결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나 가
족이 제시한 치료나 요양에 관한 중증치매환자의 반응을 타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
는 것이 의사소통지원이라면, 그 치매환자의 치료･요양에 관한 과거의 선호도는 무
엇이었으며, 현재의 내적 욕구는 어떤 것이고, 그의 선호도와 내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방법은 없는지를 조사하여 그것에 대한 중증치매환자의 반응을 확
인하여(즉, 양자를 비교하여) 치매환자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사결정지원이다.
의사소통지원이 양적･형식적 지원이라면, 의사결정지원은 질적･실질적 지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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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지원은 왜 중요한가?
(1) 그간 우리 사회는 물질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더
많은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장애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
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를 위한 사회체계의 정비에 대해서
는 등한시해 왔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도 장애인, 치매환자 당사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런 현상은
물질만능주의와 동의어인 천박한 자본주의적 성장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
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인 사회보장은 물질중심이었고,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보장과 실현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한 인간으로서 장
애인이 어디에 거주하며, 누구랑 만나며, 어떤 일상생활을 하며,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가는 그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 못지 않게,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
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요양보호사,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거주시설, 기타 돌봄서비
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한 적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하는 것이 장애인 자신의 결정이었는지,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는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해 왔는 치매 부모에 대해 자녀들이 민법에 의해 부
담하는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아니 치매환자의 수중에 있는 재산을 다
소진하고 돌아가시게 배려하였다면, 과연 그 많은 치매환자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겠는가? 장애인에게 돌아 갈 상속재산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다 남겨 두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였다면 그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에 방치되었겠는가? 이런 현상은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것에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결과이다.

(2) 사람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현상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 즉 헌법상의 기본권,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
이다.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가족, 친족, 공무원 등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에 입소시키거나, 의료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 그들의 거주장소를 변경시키는 것,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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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사 또는 의사가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가 장애인의 신체
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신체에 대한 접촉 또는 침해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를 돌보는 제3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 등은 모두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과연 가족, 친족,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
하는가? 최소한 성인에 대해서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주장소를 정
할 수 없고, 누군가가 자신의 거주장소를 지정하여 거주하게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감금 내지 자유의 제한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성인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나 침습이 있다면 그것 역시 위법행위가
될 것임을 간과해 왔다.

(3) 의사결정지원이 중요한 것은 거주의 결정, 신체의 침습에 대한 결정, 타인과의
접촉, 사회활동의 결정 등이 비장애인 못지 않게 장애인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관한 의사결정을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여러 대안적 방법 중 그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능한 한 그의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장애인 역시 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지원은 한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기회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도 중요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욕구들의 총합으로서의 다양성 있는 사회를 구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순기능을 한다. 나아가 각 개인들의 욕구가 그의 죽
음에 이르기까지 존중받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개의 성
인들의 경제적 활동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효과, 즉 유효수요의 감소 없이 오히려 그 증대가 있
다는 점에서도 사회경제적 순기능이 있다.

3. 의사결정지원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의사결정지원은 크게 분류하면 두 영역에서, 네 가지의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첫
째, 사회보장급여의 전달체계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과 독립의사결정지원자
또는 독립권리옹호지원자 제도의 도입, 둘째, 비사회보장급여전달체계에서의 지속적
대리인제도의 활성화와 최후 수단으로서의 특정후견제도의 이용이 있다.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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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1)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에서의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도입
가) 원칙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수급권자의 개인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보장기관은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수급권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
반 민사적 채무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다시 한번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
보장급여청구권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이 있는 급여(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등)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
면 그 때 비로소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는 급여의 명칭이 다르다 하더
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복수혜가 되지 않는다. 가령 산재보
험, 건강보험이나 산재상의 연금과 장애연금 등의 중복수혜가 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전체 급여
량의 제한 때문에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수
급권자는 보장기관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에게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ʻ개인별지원계획ʼ을 수립
할 때 본인이 참여할 권리(참여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민사적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청구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
과 유사하게, 보장기관의 경우 수급권자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대로 지
급될 수 있게 배려할 의무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그 특성
상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실히 수급권자에게 전달되어 수
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보장기
관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청구권의 행사와 수령에 있어서 정신
적 장애인에게 의사결정지원자(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대행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두어 그의 지원 하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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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확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전달
등의 각 단계에서 수급을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제공청구권, 절차참여권, 급여 확정
후 급여수령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확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전달 등의 각 단계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보장기관의 재원으로 ʻ지원자ʼ를 등록시켜 그로 하여금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볼 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결
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수급권자(또는 수급을 희망하
는 자)가 각 단계마다 가지는 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능력이 의심되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계획수
립, 지급, 재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의 개인적 욕구에 맞는 사
회보장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자를 두는 것이며, 그의
대행결정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원자는 정신적 장애인에게 속한 여타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행결정권이 없음. 오
로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계획수립, 지급, 재평가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에서만 지원 및 대행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가 그의 재산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 때에는 보장기관과 지원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권익옹
호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이 서비스는 각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정신
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나 선호고, 감정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다) 지원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
정신적 장애인이 지정하거나 그의 희망, 의지, 의사,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선
호하는 사람으로 지원자를 정하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지원
자는 모든 보장기관에 대해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
다.정신적 장애인이 지정하거나 선호하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신적
장애인의 희망, 의지, 의사, 감정, 생활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사람을 지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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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수 있다. 지원자는 정신적 장애인의 희망과 감정,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가 원
하는 대로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게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다만, 정신적 장애인의
희망 등이 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내용으로 대행결정을 할 수 있다.

라) 의사결정지원자의 역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단계,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 사회보장급여 지급단계에서 수급
권자(또는 수급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
하지만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전달
체계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사결정지원자가 본인의 희망, 선호도에 최대
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중증의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원자를 선임하
여 모든 사회보장급여제공의 각 단계마다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예외적인 경
우 대행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 때 그 결정이 수급권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희망, 선호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독립권리옹호지원서비스 제도의 도입: 위험방지의 특수 형태
정신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가 그의 재산과 신체, 생명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 때에는 보장기관과 지원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실상의 ʻ보호자ʼ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사회화시킴으로써 그의 부담을 줄여주고(동시에 권한 남용도 막고),
정신적 장애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 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각 서비스제공자로부
터 독립된 지위에서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나 선호, 감정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독립 의사결정옹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가족, 후견인, 기
타 지원자에 의한 권한남용이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의 방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각종의 우
려를 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래 세
분야는 특히 독립권리옹호서비스가 필요하며, 여타의 경우도 포섭하기 위해 이 서비
스 제공 필요성을 개방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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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사회보장급여가 정신적 장애인의 신체, 생명, 거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 경우 언제나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병원에 입원, 약
물치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치료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지원자의
선임과 개임, 신탁서비스의 신청 등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신청, 계획, 점검 및 재평
가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시급히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정신적 장애인의 신
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치(정신병원에 비자의입원 포
함)를 취할 때 독립 의사결정옹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들은 가족, 정신과의사 등으
로부터 독립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희망, 욕구를 정확히 조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나) 지원자와 정신적 장애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사안이거나 지원자가 부적절한 행
위를 한다는 의심이 있는 사안
지원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원자와 정신적 장애인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권익옹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지원자 서비스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등
이 정신적 장애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정신적 장애 가족으로 인해 큰 심리적, 정
서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결정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
기 쉽다. 이럴 때 독립 의사결정옹호 서비스는 지원자(가족 포함)와 정신적 장애인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다) 요양시설, 생활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점검
정신적 장애인(또는 치매환자)이 시설에 있을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개선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방
문이 드문 경우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권익옹호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질환
자가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원을 한 경우 가족이 방문하지 않거나,
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장애인
의 권익을 충실히 옹호하기 어렵다. 독립 의사결정옹호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를 보
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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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급여전달체계 외부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지속적 대리권 등록제도
가) 임의후견계약 제도의 한계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장래 사무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을 위하여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타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대리권
수여부 위임계약이다.27) 통상의 대리권 수여부 위임계약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즉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
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접촉과 침습을 수반하는 요양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의후견계약이 통상의 대리권수여부
위임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하여 임의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임의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임의후견인을 해임하거나(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임의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18)는 점이다. 또한 임의후견인이 활동하는 시점부터는 법정후
견의 개시는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신청 없이는 가능하지 않도록 한 것
도 통상의 위임계약과 차이가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그 계약의 체결을 공정증서로 하게 한 것(민법 제959조의14 제2
항),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비로소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
도록 한 것(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가족이어서는
안 되는 것(민법 제959조의15 제5항, 제940조의5) 등의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 때
문에 임의후견계약은 고령 또는 장애로 일상생활, 치료, 요양을 위한 목적의 법률행
위 대리권을 부여하려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과 부담이 따른다.28)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지속적 대리권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후견 이용은 지속적 대리권
이용의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장애
인권리협약 제12조의 일반평석상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의사결정지원수단
으로 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제도는 관리할 재산이 많고, 본인이 지정한 지속적 대
리인으로는 본인의 의사능력 쇠퇴 이후의 시점에서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27)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민사법학 66호
(2014.3), 115면 이하 참조.
28) 그 문제점은 제철웅(위 주 27), 1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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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증을 통한 계약 체결을 통해
위임 계약의 내용에 대해 법률가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속적
대리인의 활동을 감독할 장치를 스스로 설정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인데
이를 원치 않고 가정법원의 감독에 맡기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 요양 및 의료에 관한 영역: 사전지시서 및 지속적 대리권과 정당한 편의제공
a) 연명치료의 중단을 제외하면, 요양 및 의료에 관한 사전지시서는 지금도 아무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다. 요양 및 의료에 관한 사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 둘 필
요가 있는 것은 신체자유가 박탈되거나 신체 접촉 및 침습이 요구되는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안들이다. 거주하고 싶은 장소, 섭취하기를 원치 않는 음식,
복용하기를 원치 않는 약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구속(요양시설 등에서의 신
체억제대 사용 등), 신체 침습적 치료에 불가결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사전
지시서를 작성해 두면, 그 사전동의의 효력으로 후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 있다.
사전지시서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전 동의가 법률적으로 효력 있게끔 작성하는 것,
사전 동의가 통상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사안은 모두 망라할 수 있게 서면을 작성하
는 것, 작성된 서면을 보관하여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등이다. 이 일을 국가가 지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의 의
사결정지원이 될 것이다. 그 방법에는 사전요양지시서와 사전의료지시서의 등록, 환
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것,
사실상 돌보는 친족이나 제3자가 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시서의 경우 상황에 맞는 동의의 의사표시
를 미리 망라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의 단점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곤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
여금 반복적, 계속적으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체자유 박탈, 신체 접촉과 침습을
수반하는 요양 및 의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b)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진 시점에서도 본인이 해야 할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지속적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결정지원
중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필요성에 맞게끔 스스로 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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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의사결
정대행의 방법까지도 본인에게 맞게끔 미리 정하고, 대리인의 활동 감독 방법과 수
단까지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대리인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시점
에서도 본인의 욕구와 선호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다. 이 점
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지속적 대리권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지속적 대
리권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 거래에서는 대리권을 증명할 때에는 본
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통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런데 지속적 대리권은 반복적, 계속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둘째, 대리
권은 통상 위임이나 고용 등과 같은 내부관계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행사의 전말을 보고받음으로써 그의 활동을 관
리･감독할 수 있다. 부적절한 대리권행사가 있을 때에는 대리권을 철회할 수도 있
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지거나 쇠퇴한 경우 본인의 관리･감독 능력
이 현저히 상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첫째의 단점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사서증서의 인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공
증인법 제57조 이하). 둘째의 단점은 복수의 대리인을 두고, 그 중 일부는 본인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위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관리･감독권한을 대
행하는 대리권을 공익법인 또는 신뢰할만한 법률가에게 부여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
게 함으로써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장래의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권 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리인이 선관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수
행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권한을 대리할 공익법인이나 유사한 기관, 개인을 활용하
도록 관련 법률문서를 작성해 줄 유능한 법률가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c)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모든 협약국에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하고(제12조 제3
항), 그 의사결정지원체계의 안전성을 담보할 의무도 협약국에 있다고 한다(제4항).
국가가 지속적 대리권 양식서를 개발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대리권의 존재를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리인의 활동을 국가가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
리･감독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부족한 관리･감독 역량을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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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즉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이런 안전장치(safeguard)가 될 것이다. 영국
의 영속적 대리권의 등록제도, 독일의 장래대리권의 등록제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
비아주의 ʻ대리합의서ʼ 등록제도, 싱가폴의 영속적 대리권 등록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
다. 영국의 공공후견인청,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공공후견인청, 싱가폴의 공공후견인
청 등이 바로 그러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이미 현행법으로 인정되는 지속적 대리권을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련된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미리 부여하는
지속적 대리권 증서를 등록하게 한 후, 등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반복적, 계속적
대리권 행사에서의 대리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활동을 등록기관이 관리･감
독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4항
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길일 것이다.
지속적 대리권에 대한 또 다른 정당한 편의제공은 지속적 대리인의 의사결정이 본
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 때에는 설사 본인이 대리인
에게 동의를 대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적정성을 사법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와 완전성을 침해하는 요양 및 치료
에 관한 동의의 대리, 생명과 신체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동의를 대리하는 것 등이 그 예일 수 있다. 다만 사법적 심사의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지침을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후견서비스
가) 필요성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의사결정(소송,
신청, 계약 등)이 필요할 때,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의사결정지원
또는 의사결정대행자로서의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구제받거나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법률행위(계
약체결)를 해야 할 경우, 정신적 장애인에게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후견인에 의한 지원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신안염전피해자, 전남 축사노예노동, 청주 축사노예노동, 홍성 실로암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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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 등 유사한 유형의 사안을 보면 피해를 입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후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 중 특히 공공후견서비스는 일정소득 이하의 정신적 장애인이 사회보장급여 전
달체계 바깥에서 법률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들에게 의사결정지원과 의사
결정대행을 한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나) (공공)후견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사안
a) 재산적 권리를 침해당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례 1] 인지능력이 많이 쇠퇴한 고령 발달장애인 D씨의 친족 E씨는 D 씨의 인
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D씨 소유의 X 부동산을 E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E씨 명의의 통장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었다. E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제5호의 부양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E 씨 명의로 된 재산은 자산의 소득환산에
서 고려되지 않는다.

위 사례의 D씨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고령자-장애인 신
탁에 이전해서 D씨의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D
씨는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침해된 재산을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D씨의 이런 사무의 처리를 위해 특정후견 개시 신청을
해 줄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9). 동시에 그 특정후견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이런 업무를 공공후견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b) 상속재산 또는 다른 경로로 목돈을 받게 된 장애인
[사례 2] 40세의 A 씨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신이 살던 곳, 현재 병명,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고 식음, 의복 착용 등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해서만 비언어적 소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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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할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에 대해 매
우 소극적이다. A씨를 열악한 병원시설에 입원시킨 후 제대로 된 재활치료는 제공하
지 않은 채 뇌손상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A씨를 위해서는 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을 받는 것(재판외 또는 재판상 화해를 포함), ②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그 돈이 A
씨의 치료와 재활, 장래의 안정적 일상생활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는 것 등의 사무처리가 필수적이다. A씨가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송을 통해 A씨가 손해배
상금을 받을 경우 그 돈을 정신적 장애인 신탁에 이전시켜 A씨의 치료, 재활과 요
양,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9). 동시에 특
정후견인이 위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c) 근로하는 정신적 장애인
[사례 3] 친족이 없는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단순노동을 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
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도 지원이 있으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
을 살 때 거스름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사람에게 잘 속기도 한다. B씨는 상속받
은 부동산 X가 있었는데, 이웃사람 C씨는 B씨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변사람들에게는 C씨는 자기가 B씨를 돌봐 준다고 말하고 다닌다. B
씨는 부동산 소유권의 의미나 소유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매매 등)의 장
점과 단점,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B
씨는 X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매월 5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 C씨는 X 부동산을 취득한 후 B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든 후 수급
비통장을 관리해 준다면서 그 돈의 일부를 횡령하는 의혹이 있다.

B씨를 위해서는 ① X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②
X 부동산을 회복한 후 A씨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B씨는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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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견인이 B 씨를 위해 소유
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한편
B씨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그 부동산을 정신적 장애인 신탁에 이전시켜 B씨의 일
상생활을 위해 사용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목적의 정신적 장
애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9). B씨는 근로를 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일부로 B
씨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B씨가 취업을 할 경우 임금을 정신적
장애인 신탁에 이전시킨다면 B씨의 재산을 타인이 뺏어갈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IV. 결론
우리는 지금 장애인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ʻ물질숭배ʼ가 아
니라 ʻ인간다운 삶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외
견상으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만, 그들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 할 존엄한 인간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일상생활, 요양, 치료 등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욕구, 희망이 무엇인지, 그
희망을 실현해 줄 여러 대체수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그의 욕구
와 희망을 실현시켜 주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지원이다. 이
런 의사결정지원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
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의 일거리가 아니라, 장
애인 자신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 장애인의 욕구를 탐색하는 것, 그들의 욕구에 법
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사
결정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급
여의 증액에 그치는 것은 그동안의 폐해였던 물질만능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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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토론문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숔 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共感)”
1. 법적 근거
가.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12조 (법 앞의 평등)
①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②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
유함을 인정한다.
③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
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
례한다.)
⑤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
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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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자기결정권및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
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
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ʻ권리ʼ의 시각으로 전환
가. ʻ어떤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ʼ ⇒ ʻ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가장 최고로 실행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Bach and Kerzner,
2010)ʼ

나. 지원의사결정은 정신역량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해야 한
다. 의사소통 방식이 쉽지 않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적 역량의 행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개인
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야 하고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기존의 지원이 아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지원을 창출할 필요도
있다. 지원에 대한 비용이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의사결정의 지원에 따라
다른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UN CRPD General Comment No.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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숕 주제 발제에 대한 “의견(意見)”
1. 지원 의사결정의 중요성
- “지원의사결정은 한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결정과 대체의
사결정의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제1주제발제자)
○ 의사결정 지원자 다양성
○ 의사결정 역량 평가 필요
(의사결정 역량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역량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 의사결정지원자 대상 사법적 처벌 보장
○ 의사결정지원자 지원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 지원의사결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지원의사결정은 “대체의사결정”의 우선(于先) 대안이자 핵심 지원체계로 인식되
어야
: 권리에 기반한 지원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선
적 접근법이자 지원책이 되어야 함.
: 의사결정능력 역량평가, 자해 및 타해 위협 판단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선행

2. 지원 의사결정의 필요성 (효과성 측면)
- “첫째, 지원의사결정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이 갖게 되는 개인의 자결권, 권
한, 통제권을 지원한다. 둘째, 지원의사결정은 협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개인
과 가족에게 보다 명백한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가족, 친구, 비공식
적 돌봄 제공자, 서비스의 맥락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셋째,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법적 능력과 개별적 능력이 증진되고 존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수단을 제공해 준다.” (Chart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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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yley(2010), (제1주제발제자))
☞ 당사자의 의사결정 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법적 능력과개별적
능력이 증진되고 존중되었는지 별도의 평가 및 follow-up 필요

3. 의사결정지원의 방법
- “첫째, 사회보장급여의 전달체계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과 독립의사결
정지원자 또는 독립권리옹호지원자 제도의 도입, 둘째, 비사회보장급여전달체
계에서의 지속적 대리인제도의 활성화와 최후 수단으로서의 특정후견제도의 이
용” (제2주제발제자)
☞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의사결정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대행의사결정의 최소화 원칙 마련
: 독립권리옹호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의 ʻ자격, 역할범위 및 권한 (서비스 점검
등)ʼ 명확화
: 지속적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필요성 및 장점) 강화, 단점
보완(관리․감독기관 활용 접근성 강화) 등

4.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 적용
- “후견인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현존 능력을 극대화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는 서비스가 더 중요 /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폐지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제”
(제1,2주제발제자)
☞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성년
후견제도의 장점 살리되, 권리 침해 등 부작용 최소화 필요
: 성년후견 개시 사건(총 981건) 중 피후견인 절반(51.2%)이 60세 이상이고,
뇌병변 장애 41.59%, 치매환자 25.99%로 총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
장애의 경우 22.22%, 정신장애의 경우 7.44%로 정신적 장애 경우 30%미만
으로 나타남(2016.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 ʻ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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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이 우선적 접근 방안이 되어야함.
: 정신적 장애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구제받거나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법률행위(계약체결)를 해야 할 경우, 정신적 장애인
에게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후견인에
의한 지원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태 등 (제2주제발제자) 불가피
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성년후견제 활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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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노경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안마련을 위하여
노경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조력자들
이 투쟁하고 일궈낸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할 것도, 개선하여 더 나아가야 할 점도 많아 보인다. 지금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
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잘못된 정책과
인식 등에 대해 명철한 시각과 사고를 통해 합의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다양한 이슈 중 꾸준히는 다뤄져 왔지만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 후속
작업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에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
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그동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권리
보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
용을 지원하고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ʻ발달장애인 권
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ʼ이 제정되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ʻ정신건강복지법ʼ도 개정 되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장애계는 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 우려를 표하는지,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
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 제도이다. 위에
서도 언급했듯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사회 전
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을 배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1년 2월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를 도입
하였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발달장애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 설정은 사회 전반에 있어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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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체크카드 발급을 원할 때 후견
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 사례이다. 여기에는 지적장애는 없으나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의사전달이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로 서류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사
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응대하는 현상이다. 이는 시설 거주 장애인
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일부 시설은 거주인의 금전관리에 있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필요시 마다 물건을 구매하고 거주인에게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서 구입에 대한 개념
을 이해시키고 금전사용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어떤 시
설의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 받아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
황도 다수 목격했다. 여러 거주인의 물건을 시설카드로 결제하고 1/n하여 추후 정산
하기도 하고, 매번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이는 오히려 투명한 금전관리를 막고 당사자자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금전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은행마다 통장과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장애에 대한 기본적
인 이해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조력을 통해 장애인이 충분히 본인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식도 사회 전반에 부족하다고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사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간단한 위임장 작성만으로 거주인의 금전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임장 작성에 있어
서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시설에서 종사자가 일괄적
으로 서류 처리 해두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는 입소 당시 위임장으로 거주기간 내
내 금전과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종사자가 위임하고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재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
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거주인의 금전과 개인정보도 시설에서 일괄 관리하는 곳도
다소 확인된다. “거주인에게 맡겼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재발급하는 절차가 복잡
한데, 어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들이 한 번 일해보고 이야기 하세요ʼ라고
이야기하는 종사자의 말도 가끔은 직접, 또는 다른 이로부터 전달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성년후견제에서 기인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현재의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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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의사조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 한
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위임장>이라는 양식에 서명만 받으
면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종사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의사표현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 종사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견제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현재 성년후견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위임 받은 종사자 또는 시설장이 장애인의 결정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욕구보다는 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선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완할 수 있다. 또 후견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상호 견제하
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중요한 사안
을 결정할 때 후견인에게 의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조력하는 것이므로 본인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인 시설입소, 학대, 신상보호 방치, 대리권 남용 등에 대한 안전망으로 작용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에 의해 제한되는 활동(교제, 결혼 등)이나 자립, 퇴소의 권
리를 보장할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 착취당하는 거주인의 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시설의 경우에는 거주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
지만 보호자의 요구에는 반기를 들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시설 입소와 정신병원의 비자의입원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연고 장
애인의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았겠으나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대게 당사자의 의견 보다는 보호자의 사정과 입장에서 입소절차를 밟는다. 많은 거
주인들은 가족과 원가정을 그리워하면서 시설생활을 이어나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신에 위험이 감지되거나 문제 행동 등에 있어 일상생활이 어
려운 경우 스스로 병원을 찾고 입원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사자
의 의사는 처참히 무시된 채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 있다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퇴원의 의사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지 못하
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시설에서는 알코올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주인이 음주
후 종사자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거주인을 입원시킨 사례가 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종사자가 해당 거주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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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라는 거주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낙인 되어 더 이상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
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당사자를 둘러싼 전문가와 보호자의 의사결정이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높이고 보호할 수 있다는 의식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소수가 바로 나라
고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누구든 인간은 인권을 보장 받
을 권리를 갖고 있으니 말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번의 실수로 당사자
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용인되는 이 사회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
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따라서 비자의입원이나 시설입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독립의사결정옹호서비스
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보호자(가족)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독
립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희망,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당사자가
비인권적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인의 이익
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은 당사자의 이해가 전제되므로 더욱 적절한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콜롬비아의 사전지시서와 같
이 의료에 대한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우리나라 의료계와 거주시설 입소에
적용해보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요양보호,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 기타 돌봄서비
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한 적이 있는가를 되짚어 보았다. 추가적으로 살펴
볼 사항은 당사자에게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었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양
한 대안을 찾고 비교하여 선택하고자 하였지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다
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영
위해 나가기 어렵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마
련되어 있었다면 가슴 아픈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제도나 실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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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무엇이 고려되고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정신적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런 현상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정과 시설이다. 보호자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
이 지배적이므로 대체의사결정 중심으로 당사자를 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성인의
장애인이 지적･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를 어린아이로 대상화하여 대하
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법적 지원,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
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부터 사회 전반으로 인식개
선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식개선교육을 확장하여 ʻ조력의사결정ʼ을 교육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원
해야 할 것은 체계들과 역할을 교육하는 것이 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고 능동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다.

사법 접근성, 투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철회, 근로, 결혼, 노동, 거
주지 선택 등 전 생애에 걸쳐 선택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에 반해 당사자들의
선택권은 너무 적다. 이렇듯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은 주변인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선택되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적 장애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체의사결정이 아닌 조력의사결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
단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조력의사결정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원체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
육이 필요하다. 부모, 형제, 특수교사, 생활재활교사, 동료, 의료기관, 공무원, 법조
계, 후견인,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조력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다음으
로 조력의사결정을 위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보제공 방법과 매뉴얼이 마련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각 상황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정리
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 선택에 있어서 위험도 측정 기준을 세우고 당사
자의 욕구가 개인이나 주변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최선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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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또한 지원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보수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후 대리행위의 적정성을 사
법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사
결정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력의사결정에 대한 교육도 한 방편일 수 있겠으나 사회복
지 전공 커리큘럼에 ʻ조력의사결정ʼ의 개념부터 활용방법까지 필드에 나오기 전에 교
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필드에서 관련 교육을 받게 되면 현
장 상황에 따라 접목하여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근무환경에 익숙해지고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영향력 있고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법적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영국의 정신능력법(MCA)와 같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법적장
치가 필요하며 세부내용은 의사소통 조력인을 양성하고 분야별/영역별 지원 매뉴얼
을 마련하여 교육/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부적절
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는데 상당 시간 소요된
다. 따라서 공적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조력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체계들이 한순간 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
별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나아가서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확립하
는 그림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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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전창훈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변호사)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전창훈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부센터장(변호사)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기결
정권에 근거한 재산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
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발달장
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은 단순히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한다는 목적만을 가지
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발표의 내용에
는 이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가졌던 많은 고민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리된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
에서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였습니다.

현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신탁사업을 전담하며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에 비추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에게도 논의된 의사결정지원체계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림으로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신탁이 단순한 재산관리체계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 또는 그 일부가 되어 당사
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까지 담당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후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현재의 후견제도의
모습이 대체의사결정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지속적 후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
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후견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 현실적인
사무들의 처리를 위해 특정후견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발제자들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견제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또는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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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후 후견제도의 폐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지원체계의 다양
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적,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후견제도가 남용
되거나 적법한 권한이 부여 없이 사실상의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재 자폐인사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탁은 이러한 재산관리와 그와 관련된 의사
결정지원을 제공하여 정신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지원체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후견을 대체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독립권리옹호지원자제도,
지속적 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감하는 바
입니다.

발달장애인 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그
특징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신탁은 계약에 기반을 하며, 그 신탁재산의 사용과 관
련된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수익자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
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발달
장애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발달장애인이 되므로 발달장애인과 직접 신탁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의후견이나 지속적대리권의 설정
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만 발달장애인과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재 신탁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최대한
가능하다면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의사결정지원의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발제자가 언급한 의사
결정지원 과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설명과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그
정보에 대한 인지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그에 대한 본인의 결정 즉, 계약의 체결여부
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과정에서는 신탁을 통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함, 도
움, 활용방법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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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는 그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은 당사자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
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신탁계약에도 발달장애인이 신탁재산의 사용에 도움
을 주는 지원자가 존재하나 지원자는 신탁계약 체결 당시 설정된 신탁목적으로 재산
을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며, 신탁목적의 설정 및 변경의 주도권은
위탁자/수익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수탁자는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이
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과정들을 거쳐 신탁목적이 설정될 수 있도
록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탁계약의 체결 및 수립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행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사용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다시 주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행과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수익자인 발달장애인과 지원자 또는 수탁자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
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그 선택이 우리가 아는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일부 벗어나더라
도 그러한 결정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자신의 기호, 선호, 경험이
따라 비합리적인 결정 혹은 주관적인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게 그러한 결정을 할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 같이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발달장애
인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감수하여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사
실입니다.

의사결정지원제도라는 큰 주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다보니 제 논의가 협소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발표한 내용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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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에서도 오늘 제가 현재 제가 수행하는
신탁사업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체계화시키고 공유하
여 향후 우리 사회에서 등장할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체계들이 수립되고 정착하는 데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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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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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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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방안 토론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발제자의 의견대로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 문제는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구체적으
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이다. 장애인이 표현하는 욕구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소통지원은 성폭력특별법 35조의 진술조력인, 장애인차별금지
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 내용인 의사소통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장
애인 당사자의 의사나 욕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이를 본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의사결정지원인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호나 욕구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후견인 이외에 당사자의 선호나 욕구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하
더라도 의사결정지원인을 누구로 정할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제철웅 교수님
의 발제문에 의하면 의사결정지원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ʻ정신적 장애인이 지정하거나
그의 희망, 의지, 의사,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선호하는 사람으로 지원자를 정하
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지원자는 모든 보장기관에 대해 정
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ʼ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등록한 의사결정지원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결정지원인은 가족들에 의해 충분히 오･남용되기 쉽다. 그러한 의사결정지원인
이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ʻ대행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사회
보장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되지 않은 가족･친족의 무권대리 관행이 조장되는 현
실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한편 제교수님 발제문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가 그의
재산과 신체,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일 때에는 보장기관과 지원자
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별도의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독립적 권익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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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들은 가족, 정신과의사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희망･욕구를 정확
히 조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독립적 권익옹
호자는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누가 관리･감독할 수 있을까?

2. 임의후견제도 및 지속적 대리권 수여 제도
임의후견 내지 지속적 대리권 수여계약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
약으로 장래 사무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을 위하여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타
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대리권수여계약이다. 민법상 임의후견계약과 지속적 대리권
수여계약의 차이는 계약의 체결을 공정증서로 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임의후견계
약의 효력발생시점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인지 여부에 있다. 임
의후견계약에는 이 2가지 요건이 강제되어 있고, 지속적 대리권계약에서는 강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의후견이든 지속적 대리권 수여이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본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이 잔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후견･지속적 대리권수여계약 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래에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치매노인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상정되고,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의사결정역량에 대한 평가주체
이교수님 발제문에 의하면 의사결정 지원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크게 보면 사적인 합의계약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자가 필요하고, 의사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러한 의사결정 역량
평가는 법원이 지명한 또는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부여받은 역량평가자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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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역량에 대한 평가는 일종의 행위능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로 생각된다.
행위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결정되므로, 의사결정
역량평가는 사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 법원의 결정에 의한 성년후
견･한졍후견･특정후견 외에 별도로 의사결정 역량만을 평가하는 것일텐데, 법원의
의사결정 역량 평가와 그에 맞는 의사결정지원인에 대한 지정 및 지자체 등록 절차
를 별도로 하는 것이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4.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의 적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2조 3항(장애인이 보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의 요청을 염두에 두면 성년후견은 불가피한 때에 활용되
어야 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은 명확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이 스스
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 누군가가 장애
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 때에도 객관적인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장애인의 현재의 욕구와 선호도를 최선을 다해 해석해서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부여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체의사결정방식보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방식으로 정
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원의사결정방식을 구체
화한다고 할 때, 기존의 성년후견제도 중에 특정후견･한정후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이 좀더 현실적일 수 있다.1)

5. 장애인 당사자의 위험 인수의 기회 제공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도 응당 보장되어야
할 위험인수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염전노예사건의 피해 장애인들의 경우
에 염전노예로 지냈던 신의도에서 ʻ구출ʼ되어 목포･광주･서울의 ʻ시설ʼ로 인계되었다.
1) 박인환 교수님도 비슷한 취지로 기존 발제문에서 설명한 바 있다. 박인환, ʻ한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권익보호의 새로운 흐름-대체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의 모색ʼ,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
제포럼 5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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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복지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ʻ시설ʼ로 인계된 상당수의 피해
장애인들은 다시 자신이 노예로 지냈던 신의도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 관점에서 보아 장애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당사자의 거주지를 결
정한다면 응당 염전노예로 지낸 신의도는 선택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재의 욕구와 선호도를 최선을 다해 해석해서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방식
의 지원의사결정방식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다시 선택한 신의도는 장애인의 욕
구와 선호도에 가장 부합되는 거주지일 수 있다.
다른 사례로, 성인 발달장애인이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각종
앱이나 유료사이트에 접속하여 월 100만원의 사용료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러
한 사례는 현실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대
처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①발달장애인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통신사와의 핸드폰 사용
계약을 취소한다. ②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월100만원의 사
용요금을 납부한다. ③통신사에 연락하여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호소하며 요금 감액
을 시도한다. ④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성년후견(혹
은 한정후견) 신청을 한다. 어떠한 대처방안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인가. 응당 ②번이어야 하겠으나, 현실에서 ②번은 보호자와 장애
인인권단체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게도 위험 인수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6. 무권대리 관행 조장하는 사회보장법
제교수님의 발제문에 설명된 대로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보장 관련법령에서 관리･
감독받지 않는 의사결정대행자(보호자, 친족, 보장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가 장애인
당사자를 권한 없이 대행하도록 방임･조장하고 있다. 보호 내지 선행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방치･방임･조장되는 무권한자의 의사결정대행으로 인하여 장애인 당사
자의 자기결정권은 더욱 위축되고,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은 고사하고 현행 성년
후견제도 조차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권한자의 의사결정대항을 가능
하도록 하는 사회보장 관련 규정들은 속히 삭제 혹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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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토론자의 제언은
① 현행 성년후견제도 중에 특정후견(내지 필요한 경우에 한정후견까지)을 활용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은 폐지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도록 한다.
② 성폭력특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규정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지원
제도를 정신적 장애인에게 전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예를 들어 정신
병원 입･퇴원 등 중대한 신상에 관한 결정)은 전면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④ 각 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ʻ보호ʼ하고, 서비스를 ʻ제공ʼ하면 된다는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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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보건복지부

MEMO

- 93 -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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