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1. 치매신탁의 필요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매초기인 경증기에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수발가능 시간과 형편 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치매자와 부양가족의 처지에 맞게 설계하여 

요양과 수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양플랜은 이미 경증치매가 발병된 후

의 상황이므로 치매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

다. 동경대학 고령사회총합기구는 경증기 케어에 필요한 핵심사항으로서 장래를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증기 케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53)

항목 내용

교육 가족에 대한 교육적 지원

안전의 확보 불, 약, 강매, 합병증

심신 케어 존엄, 계속적 상담, 후원그룹, 상담대응

가족지원 가족의 상담, 수발간병자 체제

장래를 생각하는 기회 살아가는 방식의 이해, 임의후견인 사전지정

<표 Ⅳ-1> 치매 경증기 케어의 핵심 내용

자료: 東京大學 高齡社會總合機構(2013), p. 3.

53) 東京大學 高齡社會總合機構(2013), “認知症の基本的理解”, 在宅醫療推進のための地域にお

ける多職種連携硏修會.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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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라도 발병되면 당장 병원진료, 은행 통장 인출, 금융거래, 부동산거

래, 일상생활상 구매 등 많은 행위들을 치매 당사자 본인이 하기에는 의사결정

능력상 곤란할 수 있고, 잘못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특히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는 반드

시 경증치매자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은행에 가야 하고 여타 거래에서 후견대리

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의료진료, 치매시

설 입소,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거나 거절 당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경대학 고령자총합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경증치매자 케어의 핵심내용으로

서 임의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

은 의미 있는 케어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50세가 되면 유언, 대리인, 후견인 

등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다.

후술하지만 임의후견인제도란 장래에 본인이 치매에 걸렸을 때에 본인의 재산관

리·처분, 신상보호 및 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반 금융거래 수익의 수령과 

비용의 지출대리, 의료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등 치매자 본인의 전반에 걸친 후견

역할을 수행하도록 본인의 인지상태가 건강할 때에 공증계약을 통해 지정해 두는 제

도이다. 치매가 발병한 후에 본인의 의사능력 일체를 대리할 자를 선임하여 보호를 

받는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임의후견제도는 장래 치매발병 등에 대비하는 제도로서 

장래에 대비하여 인지상태가 건강할 때에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

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해 놓고, 치매에 걸렸을 때 임의후견인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제도이다. 대법원에서는 성년후견제 시행 1년 후 경과평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보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처럼, 임의후견계약 

체결은 노후 준비의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54) 

치매자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

지관을 이용하는 인지상태가 정상인 노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초기치매를 대비

해 요양자금을 자가 준비한다면 은행예금을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부동

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예·적금이나 현금, 

54) 대법원 보도자료(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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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은 부양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매자를 위하여 요양자금으로 사용하고 재산

관리를 성실히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증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요양전문가 집단인터뷰에서도 요양실무전문가들은 ‘치매요양을 위

하여 대부분의 부양가족이 소극적 자세로 최소비용만 비용을 지출하고 절약해 

둘 것이다’라는 답변이 2/3로 나타났고, ‘치매요양을 위하여 현금화하여 선뜻 지

출할 것이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Ⅱ-12> ‘학대피

해노인의 성별 노인학대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임’이 남성노인의 경우 

24%, 여성노인의 경우 17%에 달하고 있다. 방임이라는 행위는 부양의무자로서

의 책임·의무 등을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의식주를 제공하

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자금을 준비해 

둘 수는 있지만 문제는 부양자가 방임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매자의 재산을 

요양보호에 사용하면서 후견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소용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보관해 놓았다 해도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탁보관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금융상품도 할 수 없는 수익자(장래 치매자) 보호기능을 신탁만이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치매자의 부양가족, 친족 등에 의한 치매자의 재산유용과 횡령 문제는 심각

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철웅(2013)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후견인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55) 신탁은 수익자외 누구에게도 신탁금 및 수익금을 교부하지 않지만 

수익자가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를 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 치매

신탁을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보완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5) 중앙일보 뉴스(2013. 7. 15); 한국성년후견학회 회장인 한양대 제철웅 교수는 피후견인의 재

산을 신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음(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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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신탁 상품의 구성 방안

가. 상품 방안

1) 신탁의 구조

경증기 요양자금을 신탁에 위탁한 후 후일에 지급요건 발생 시 신탁교부액을 교

부받는 치매신탁의 구조 설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신탁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

다. 즉, 위탁자가 되는 피후견인이 후일에 치매 발병 시 신탁으로부터 교부금을 자

신이 받아 요양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타인이 아닌 위

탁자 자신이며 따라서 신탁의 구조는 일반적인 자익신탁 형태의 구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자의 인지상태가 건강할 때에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후일에 치매 발병 시 신탁재산을 수령하여도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지나 주변인이 그 재산을 부정사용하더라도 수익자인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에서는 가정재판소가 개입하

여 법정후견인을 선임하고 신탁의 설정과 계약변경 등 일체를 감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경증기 치매자의 요양자금 마련을 위해 신

탁구조를 활용한다면 가장 긴요한 것이 수익자 보호이다. 이론적으로는 수익자 

보호는 친지 등의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법정대리인의 부정행위를 감독할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신

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사후에 제대로 신탁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탁교부금 수령 시 치매상태에 있는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의 경우와 같이 제3자에 의한 감독체제가 필요

하다. 

미래에 본인에게 치매 발병 시 본인의 후견인이 되어 주도록 사전에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제도가 임의후견인제도이다. 이 제도가 수

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의후견인이 아닌 친족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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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신탁교부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치매자 본인의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임의후견인이 관리하게 됨으로써 친족이 현금인출카드 등으로 

무단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부양가족이 필요 시 수시로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치매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후

견제도지원신탁의 이용을 꺼렸던 문제가 일부 나타났던 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가급적이면 가정법원이나 제3자 후견인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

유롭게 치매자의 신용카드로 치매자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나,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임의후견인을 선임해 두면 임의후견인 이외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치매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되기 때문에 인지상태가 건강한 신탁

설정자는 임의후견인을 수반한 치매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셋

째로, 치매신탁 관계자인 임의후견인의 재산 유용·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후견인의 상위구조에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임의후견감독인을 둠으로써 

치매신탁관계자를 감독할 수 있다. 친족이나 배우자가 임의후견인이 되더라도 신

탁교부금을 치매치료나 장기요양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의후견

인은 정기적으로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집행내역과 함께 치매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행한 조치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56) 

위와 같이 경증치매신탁에서는 신탁계약 체결시점이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이

므로 후견제도 지원신탁에서 가정법원이 감독하는 체제와 유사하게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신탁수익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치매신탁 설정 시 임의후견인의 선임은 필수적 

요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과 달리 임의후견인은 사적계약이므로 배

우자 등 가족이 선임되어도 무방하므로 양성된 후견인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56) 임의후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3개월 마다 후견사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치매자의 재산관리상황, 신상보호를 위해 행한 조치, 치매자를 위한 비

용의 지출 및 집행내역. 또한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특정사안의 보고

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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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경증 치매신탁의 개념도

2) 신탁상품의 기본적 특징

치매신탁상품은 장래 치매발병에 대비하고자 하는 위탁자 본인이 미리 자가 준비

를 하여 치매요양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바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의 구조를 취하게 된다. 

신탁상품의 종류로는 특정금전신탁 상품 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특정금전신

탁 상품은 고객과 신탁회사가 1:1로 신탁계약을 맺고 고객별로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 구분 관리하는 단독운용신탁상품이다. 치매신탁의 소액자금을 가지고 운

용할 때에는 위탁자가 운용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

탁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치매요양

자금 준비목적의 후견제도 지원신탁(금전신탁)에서 합동운용을 인정하고 있으

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은 모두 단독운용만 인정하고 있어 소규모 자

금 운용에는 불리한 측면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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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의 목적

본 치매신탁 상품은 위탁자 겸 수익자의 장래 치매 발병 시에 대비한 치료·요양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신탁설정 당시에는 인지상태가 건강하였거

나 아직 치매가 발병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자가 장래 치매 발병 시 자신이 수익자

가 되어 신탁으로부터 교부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것이다. 치매 발병 시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치매자가 직접 수령할 만한 인지건강상태가 아니므로 보호자 가족이나 임

의후견인 등의 청구나 지시에 따라 신탁 교부액을 수령하거나 이들이 지정한 곳으로 

교부액을 송금하여 궁극적으로 신탁수익자인 치매자의 장기요양비를 지원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일반적인 금전신탁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치매신탁은 치매 발병 

시 신탁자금을 통해 치료비를 마련한다는 생활 관리형 신탁에 가까운 목적을 지니

고 있다. 또한 미국의 생전신탁과 같이 상속세 절세목적의 성격도 아니다. 

따라서 장래 위탁자가 치매 발병 시 요양비 보호 및 직접지원·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수익자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신

탁금 원금도 요양비 확보를 위하여 원금훼손57)하여 충실히 지급될 필요가 있다.  

4) 판매대상

본 상품은 인지건강 상태가 정상인 자, 특히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다. 178만여 명 존재하는 경도인지장애자는 매년 10~15%가 치매로 전환되며 6

년 내에 약 60%가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앞서 Ⅱ장에서 설명하

였다. 경도인지장애자들은 아직은 인지건강이 완전히 정상이거나 투약 중 또는 

간혹 기억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래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

57) 치매요양자금 마련 목적의 특수한 성격상 신탁의 원금은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

독인의 허가를 얻어 원금을 훼손하여 인출, 지급함으로써 치매신탁의 사명을 완수하

도록 하여야 함(부록Ⅱ의 5,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원금훼손 지급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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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경증기에 대비한 장기요양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 자들이다. 

현재 경증치매상태인 자들이 가족이나 후견인을 통하여 치매신탁에 자금을 위탁

하고 장기요양자금 관리를 원하는 경우에 굳이 이를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

재 등급외 A~C급인 자 중에는 치료·요양자금 마련과 재산관리에 장래적으로 불안

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노인부부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부 중 한 쪽이 경증치매 

상태이고 부부 중 정상상태인 배우자가 수발을 할 경우에 건강이 정상상태인 본

인의 사망이나 질병발생 시 치매자 수발 및 재산관리에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

다. 따라서 현재 경증상태에 있는 치매자도 가족이나 후견인을 통하여 치매신

탁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신탁기간

치매신탁은 주목적이 경증치매기간 동안의 치료·요양 소요자금 지원이 목적이

므로 기본적으로는 경증치매기간 동안을 신탁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

증치매기간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기간에 불과하므로 실제 편차는 크게 날 수도 있

다. 경증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중증으로 진전될 수도 있고 평균적인 경증

치매기간보다 더 길게 경증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평균적인 경증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남은 신탁금 잔액을 중증기에도 계속 소요되는 요양시설이용 본인부담금 등

에 사용할 수 있다. 평균적인 경증기간 이상으로 유병기간이 길어질 때에는 신탁에 

설정한 신탁액이 부족하게 되어 신탁지급이 완료되고 신탁계약은 소멸하게 될 것

이다.

의학계에서는 치매발병 후의 평균 경증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있다. 치매신

탁에 가입하는 시점을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난 시점이라고 가정하면, 경도인지

장애로부터 최소 1~2년 사이에 10~30%가 경증치매로 전환되고 6년 내에 80%가 

경증치매로 전환되므로 신탁기간은 최소 4년에서 길게는 최대 9년 정도의 신탁

기간이 필요하며 평균적으로는 7년 정도의 신탁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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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수탁액 및 적정 신탁액

최저가입액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 장에서 경증치매기

의 장기요양 소요비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증기만의 비용으로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중증기 본인부담비용까지 치매

신탁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약 6,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신탁액은 경증기 보장만 고려한다면 약 5,000만 원, 중증기까지 

고려한다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설정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평균 유병기간

만 고려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 자금으로 부족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1인 기준이므로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요양비

용을 준비한다면 위 금액을 각각 신탁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7) 추가신탁

신탁 위탁액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추가위탁을 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에서 설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는 최저액만 신탁하고 추후 추가적으로 

신탁할 수도 있다. 또한 치매상태가 중등증 이상의 상태가 되어 치매자 본인은 물론

이고 부부 중 정상인이나 자녀들도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 중 정상인인 가족이나 후견인이 친족과 상의하여 

치매자 본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신탁할 수도 있다. 일본의 후견제도

지원신탁과 같이 치매자 본인의 재산 중에서 일상적인 지출을 하는데 필요·충

분한 금전은 예·적금 등으로 남겨 부양가족이나 후견인이 관리하고, 통상 사용

하지 않을 금전은 신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시키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경증치매신탁을 통하여 경증기 요양

자금을 신탁기관에 관리시킨다면 추가신탁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추가적으로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신탁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생활자금과 요양자금을 정

기교부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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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도해약 및 신탁종료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의 경우에 중도에 계약해지를 위탁자나 후견인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신탁수익자

인 치매자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다. 임의후견인이 수반되는 경증치매신탁에서도 

후견제도지원신탁과 똑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신탁가입 당시에는 위탁자가 정상인이므로 친족이나 후견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없지만 위탁자인 수익자가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본인 모르게 친족이나 후견인

에 의해 중도 해지될 수도 있다. 물론 치매발병 이전에 위탁자 본인이 계약해지를 하

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치매가 발병된 이후에는 엄격한 

제한장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임의후견인이 수반된 치매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시 친족이나 치

매상태의 위탁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의후견인이 친족

과 상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이 해지를 허가하지 않

아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임의후견감독인의 해임은 가정법원이 아니면 할 수 없으므

로 신탁계약의 해지는 엄격히 통제될 수 있다.

만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신탁은 종료된다. 신탁의 종료는 

정기교부액을 지급하는 등 신탁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탁 잔액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신탁계약을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9)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비교하면서 치매신탁 사업을 운용하는데 

필요 충분한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회사가 수익성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치매신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치매신탁이 장기계속사업이 되어야 한

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보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탁보수는 설정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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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기간 중 유지관리보수 및 신탁운용보수로 구분하여 수취할 수도 있고, 관

리보수로 일원화하여 수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신탁보수는 신탁운

용의 난이도, 직판인지 권유대행인 개입인지 등의 마케팅 방식, 관리형 신탁인

지 자문형 신탁인지에 대한 선택, 시장 내 경쟁도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

다. 또한 신탁가입의 권유대행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익증권 

가입 권유대행처럼 일정 비율의 권유대행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매 활성화 방안

보험사의 신탁업 허용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업법상에 보험회사의 

겸영가능업무로 인정된 이후, 2005년에 신탁업법 개정을 통하여 증권회사와 함께 

신탁업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58) 보험사의 치매신탁의 영업방식에는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신탁보험사의 임직원이 회사 창구로 찾아오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In-bound 방식)과 유자격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발굴·가입권유

를 하여 보험사의 신탁영업 직원에게 연계시켜 판매하는 방법(Out-bound 방식)이 

있다. 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 전문 인력과 자

격시험 규정”상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후자의 보험설계

사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규제가 설정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나, 이 시험의 내용이 펀드일반, 증권투자, 부동산펀드, 파생상품 등

으로 매우 고난도의 시험이어서 현재까지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신

탁을 취급하는 5개 생명보험회사 총계로 2013년 8월 말 기준 1,245명에 불과하다. 

이는 위 5개 생보사의 설계사 86,851명의 1.43%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펀드 시험까지 보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보험설계사의 신탁권유대행인 참

58) 2007년 미래에셋생명을 필두로 교보, 삼성, 한화, 흥국 등 5개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는 

삼성화재가 인가를 받아 신탁 업무를 영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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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높은 진입장벽을 해

소하고자 규제를 완화하여 파생상품 시험과목은 삭제할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

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59) 시험과목의 개정 전과 개

정 후(안)의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생명보험회사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거, 집

합투자상품으로 간주되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집합투자업겸영 보험회사이다. 

이 경우 변액보험 투자권유대행인은 생명보험협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변액

보험 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 규정”에 의거하는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시험에 합

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동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집합투자상품

이므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투자권유준칙이 적용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설계사 모집조직의 특성에 맞게 시험과

목을 구성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여 변액보험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다. 만일에 

고난이도의 시험 진입장벽을 설정하였다면 변액보험도 오늘날과 같이 활성화되

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탁분야도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시험장벽

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59)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2014. 8. 8) 보도자료 참조(2014년 9월 18일 시험규정이 개정

되어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69

현행 시험 변경 예정안(2015. 1 이후 시행)

과목명 문항 과목 내용 과목명 문항 과목 내용

펀드

일반
60

법규

펀드

투자
35

펀드·신탁의 이해

직무윤리 및

투자자 예방
투자관리

펀드영업실무 펀드평가

펀드구성 이해

투자

권유
45

펀드 관련 법규

펀드운용 평가 영업실무

파생

상품

펀드

25

파생상품 펀드 직무윤리

파생상품 영업
투자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

파생상품 

투자/리스크관리
투자권유 사례분석

부동산

펀드
15

부동산펀드법규

부동산

펀드
20

부동산펀드 관련 법규

부동산펀드영업

부동산펀드 영업 실무부동산펀드투자/리스

크관리

<표 Ⅳ-2>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과목의 구성

투자권유대행인 도입 당시의 설명자료60)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 도입의 취지

는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투자

회사의 판매망 확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시험과목과 같은 고난이도 

시험과목을 포함함으로써 신탁보험사들의 판매망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시 모방한 해외사례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외무원등록부제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의 증권투자 ‘외무원’은 그 유례가 1948

년의 유가증권외무원에서 비롯하여 현재 각종 투자관련 다양한 외무원 자격으로 발

전되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의미하는 외무원이란 증권회사의 고정급 외무원 

60) 재무부(2006),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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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례촉탁급 외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영업직원이다. 외무원 자격

등급도 1종·2종 외무원, 신용거래외무원, 특별회원 1·2·4종 외무원 등 전문영

역에 따라 다기화되어 있으나, 일본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변액연금은 생명

보험협회가 출제·주관하는 변액연금판매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한 여타

의 일반 변액보험 상품은 적용이 완전 배제되어 있다. 물론 신탁상품은 애초부터 금

융상품법의 규제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자격 구분 업무범위

1종 외무원 신주예약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의 모든 외무행위

신용거래 외무원
선택권부채권매매거래, 신용거래 및 선물거래, 옵션거래, 현물

거래의 모집 및 매매 권유 등의 영업활동

2종 외무원
선택권부채권매매거래, 신용거래 이외의 유가증권 모집 및 매

매 권유 등의 영업활동

특별회원 1종 외무원
현물거래(공사채채권, 투신), 선택권부채권매매거래(채권관련

한정)의 모집 및 매매 권유 등의 영업활동 

특별회원 2종 외무원
현물거래(공사채채권, 투신)의 모집 및 매매 권유 등 영업

활동

특별회원 4종 외무원 현물거래(투신한정)의 모집 및 매매 권유 등의 영업활동

<표 Ⅳ-3> 일본 증권외무원 자격분류 및 업무내용

자료: 일본증권업협회 홈페이지(http://www.jsda.or.jp)에서 발췌 작성.

현재 일본에서 수익성 추구목적보다 재산관리·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

명보험신탁’에 대하여 제일생명과 푸르덴셜 생명보험회사가 각기 신탁은행의 신

탁대리점 자격으로 기능함에 따라 설계사가 신탁은행 직원에게 신탁이용 가망고

객을 권유·소개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들에게 어떠한 판매자격도 요구하고 있

지 않다.61) 여기에서 신탁대리점인 생명보험사의 설계사가 중개를 하지만, 보험

61) 일본 제일생명과 푸르덴셜 생명보험이 중개 대리하는 신탁은 생명보험신탁으로, 기존 보험

계약자의 지위(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신탁은행(사망보험금 수탁자)으로 변경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신탁은행이 배우자나 유가족을 위해 지정된 방법으로 신

탁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 교부하는 방식임. 본론에서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생전

급부형 신탁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양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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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신탁계약 중개에 관한 동의를 득하여 신탁은행에 소개하

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단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신탁에서도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영업행위는 신탁계약의 중개를 목적으로 신탁고객을 발굴

하여 신탁보험사의 신탁영업 직원에게 소개·연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설계사에게 투자권유의 적합성 규제, 고

객파악의무 규제,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이익·손실보전금지 등 투자영업 직원

들에게 부과하는 행위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동일한 시험을 보게 하고 있다. 투

자권유의 의미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전문적 영업행위에 가깝다. 보험 분야

에서도 권유란 모집, 중개, 알선 등 전문적 수준의 영업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보

험설계사의 신탁권유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의 발굴 및 소개에 불과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보험사를 통한 신탁영업망 확충 및 신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치매

신탁제도 및 상품의 성격에 부합하는 시험제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

사 신탁상품이 장애자 특별부양 신탁이나 후견인제도 지식을 요구하는 치매신탁 등

과 같이 자산 관리형 신탁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금융수익 추구 목적의 투자형 신

탁의 시험과목과는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임의후견인 활용 및 경증치매자 지원체제

가. 임의후견인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경도인지장애자가 약 178만여 명 있다. 국내외 연구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후 매년 10∼15%, 6년간 약 80%가 치매로 

전환된다고 제Ⅱ장에서 설명하였다. 경도인지장애자들은 현재는 인지상태가 건강

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와 관찰을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자들도 있다. 그 중에

는 기억력 감퇴현상이 심해져 간혹 집을 못 찾고 배회하거나 약속이나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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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장래 수년 내 치매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불안

해하는 경우에 장래의 치매발병 후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치매상태나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지능력, 판단능력

의 저하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변의 가족 

및 친족이나 사회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 등이 적합한 성년후견인 후보

자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 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상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상태가 건강한 정상인은 장래의 치매불안에 대

하여 누가 장래 자신의 신상보호를 비롯한 재산관리, 치매요양·수발 등에 가장 적

합할 지를 인지상태가 건강할 때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임의후견인

을 선정, 대리권을 부여해 둘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이란, 본인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

가 발생한 때에 자기의 생활, 요양간호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의후견인수임인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하

는 위임계약으로 가정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

이 발생하는 취지의 계약을 말한다. 

임의후견계약은 의사능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족, 친구,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기관 등 이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

를 선정하여 임의후견수임자로 의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등기함으로써 선정

이 완료된다. 이 후 치매가 발병되었을 때 임의후견수임자가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을 요청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임의후견인은 공식적으로 업

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나. 임의후견인 서비스 활용 방식

임의후견계약은 위임자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과 임의후견수임자 간 약

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후 가정법원의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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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에는 위임사무의 범위, 신상배려의 책무, 증서의 인도 및 보관, 비용

부담, 후견사무처리의 보수,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고, 계약 해제 등이 포함된

다. 위임사무의 내용인 임의후견대리권 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임의후견대리권 목록

1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의 보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은행 등의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과의 모든 금융거래 사항

(예금관리, 이체의뢰, 환급, 계좌변경, 해약, 신규 예적금계좌의 개설, 대금고계약, 보

호예수계약 및 기타 일체의 거래) 

3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제,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4
주택임대수입, 지대, 연금·장애수당금 등의 사회보장급부 및 기타 정기적인 수입의 

수령에 관한 사항 

5
공공요금, 보험료, 복지관계시설이용료, 복지서비스비용, 장기요양비용 및 기타 정기

적인 비용의 지출 및 이에 관한 제반 절차 사항

6 생활비의 송금, 일용품, 기타생활에 필요한 기기, 물품 등의 구입 사항

7

아래의 증서 및 기타 증서 등의 보관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인감도장, 은행도장, 인감등록카드

·연금증서

·국민건강보험증, 노인장기요양보험증

·증권, 각종 보험증서

8
위임자가 상속인 또는 수증자인 경우 유산분할, 상속의 승인·포기, 증여·유증의 거

절, 부담부 증여 또는 유증의 수락 등에 관한 사항

9

장기요양서비스계약(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 방문요양보호사, 가사원조자 등의 파

견계약을 포함)의 체결, 변경·해제, 요양등급인정신청 및 인정 또는 이의제기, 장기

요양계약 이외의 복지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해제, 복지시설 입소계약(유료

노인홈 입소계약 포함)의 체결, 변경·해제, 복지관계조치(시설입소조치 포함)의 신

청 및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10
의료계약의 체결, 변경·해제, 병원 입원에 관한 계약체결, 변경·해제 및 의료비의 

지급에 관한사항

11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등기증명서 등 기타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의 청구 등 절

차에 관한 사항

12 등기, 공탁신청, 세금신고, 납부·환급청구, 환불금 수령에 관한 사항

13 재판외 화해,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및 그 절차의 수행, 변호사에 대한 소송행위 등 

14 이상 각 사항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사무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5 이상 각 사항에 부대관련하는 일체의 사항

<표 Ⅳ-4> 임의후견대리권 목록 예시표

자료: 委任契約及び任意後見契約公正証書の例(http://www.matsudo-koshoni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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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의후견계약서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전 동의를 

요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같이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예컨대, 임의후

견계약의 효력발생 후라도 부동산의 구입, 매각, 증여 및 기타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

나 주거 등의 신축, 증개축에 관한 청부계약의 체결 등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전 동

의를 요하는 것으로 별도 기록해 둘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이 장래 어느 시점에서 이용할지와 이용니즈의 차이에 

따라 <그림 Ⅳ-2>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62) 

<그림 Ⅳ-2> 임의후견계약의 형태

장래 치매 발병이 걱정

예

지금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

예
장래 지원을 받고 싶다

임의후견계약과 동시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신청

  즉효형패턴1

임의후견계약과 

임의대리계약을 체결

  이행형패턴2

임의후견계약만을 체결

  장래형패턴3

현재 판단능력에 불안 有 현재 판단능력에 불안 無

 자료: 일본공익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任意後見制度の利用方法｣.

지금 당장 임의후견계약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효형 후견계약과 이행

형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래형 후견계약을 

체결한다. 먼저, 즉효형 후견계약이란 이미 치매 등 여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

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계

62) 公益社團法人成年後見센터 홈페이지(http://www.legal-support.or.jp/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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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과 동시에 후견인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 이용하는 유형이다.63) 

이 유형의 장점은 피후견 본인이 그 임의후견인을 특별히 신뢰하는 경우에 법정

후견인보다 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 계약체

결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후견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 경

우에만 허용된다. 계약절차상으로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가정법

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여 감독인이 선임되면 임의후견인에 의한 

후견서비스가 개시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는 이행형 후견계약이다.64) 장래 자신의 정신능력이 

부족해 질 경우에 대비하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같은 당사자 사

이에 재산관리와 본인의 신상보호를 맡기기 위하여 별도의 민법상 위임계약(임

의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본인이 정신능력 부족상태가 되어 임의후견감독

인이 선임된 때에 임의후견인 업무가 개시됨으로써 임의후견계약으로 이행하

는 유형을 말한다. 위임자인 본인의 정신능력이 확실하여 아직 임의후견개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요건에 미달하지만, 현재에도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임의후견 개시 전까지의 재산관리

와 신상보호 등 사무 처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장래형 후견계약은 본인이 후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판단능력(사

무처리 능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이후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 이르러 처음으로 

임의후견인의 보호를 받게 되는 유형으로 법이 예상하는 전형적인 임의후견이다. 

임의후견을 이용할 시점, 계약방식 등은 정했지만, 임의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임의후견인의 전문분야나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복수로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위임자인 본인이 대리

권을 공동행사토록 하거나 대리권한 직무의 분장을 계약서에 규정해 두지 않으

63) 민법 제959조의14 전단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용하기에 적합함.

64) 일본의 경우, 후견계약방식 중 이행형 후견계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로는 

신체상 장애로 법률행위를 함에 곤란을 느껴 사리판단능력에 관계없이 재산관리를 위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임(成年後見制度硏究會(2010. 7), 成年後見制度 現狀の分

析と課題の檢討, 成年後見制度硏究會, (財)民事法務協會,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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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반적인 대리의 법리65)에 따라 각자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

라서 후견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후견사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직무를 분장해 놓음으로써 대리권 행사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대리권 공동행사를 통하여 임의후견인이 서로 협력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하거

나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후견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도 있다.66) 

복수의 임의후견인을 두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67) 

첫째의 경우는 복수의 임의후견인에게 대리권한을 분장시키고 단독대리를 인정

하는 경우, 둘째로 복수의 임의후견인에게 중복해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단독대

리를 허용하는 경우, 셋째로 복수의 임의후견인에게 중복해서 대리권한을 부여하

고 공동대리를 의무화하는 경우로 다음의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복수의 임의후견인에게 대리권한을 분장시키고 단독대리를 인정하는 경

우는 임의후견수임자의 전문분야나 특기분야에 따라서 대리권한을 분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컨대, 장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했지만 지

방 향리에 있는 부동산 관리는 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차남을 임의후

견인으로 선임하여 지방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 범위 내에서 단독대리를 인정하

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복수의 임의후견인에게 중복해서 대리권

한을 부여하고 단독대리를 허용하는 방식은 한 사람의 임의후견인에게 후견인 

사무수행이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미리 권한이 중복되는 다른 임의후견

인이 대리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자녀가 없는 노인의 

경우 처의 임의후견인은 남편이지만 사망 후에 후견사무를 할 자를 조카로 동일

내용의 대리권을 부여해 놓을 수 있다. 또는 임의후견인인 장남의 장기간 해외

체류 때문에 동일내용을 국내 거주하는 차남에게 부여해 놓고 장남이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차남이 후견인사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세 번째, 복수의 임의후견

65) 민법 제119조(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박인환(2012), p. 209. 

67) 行政書士 博多驛前總合法律事務所 홈페이지(http://gyosei-kanda.com/ninni/details)/ninni 

_fukusu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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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중복해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동대리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임의후

견인의 자의적인 대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해 복수의 임의후견인에게 공동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인 간에 

후견사무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자매가 상의해서 공동으로 대리권

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복수의 공동임의후견인을 둘 경우 수임자별로 별

개의 계약이 되지만 계약내용이 불가분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이므로 공증은 한 

통의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 경증치매자 보호와 임의후견인의 역할 

경도인지장애자에게 경증치매인 것이 판명되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임의후견수임

인에게 알려 임의후견업무의 개시를 할 정도의 상태인지를 빨리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의 증상 정도에 따라 정기적 병원진료만 하고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기 

간병’ 수준으로 할지, 경증 주간보호센터에 다녀서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지 또

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지 이러한 신상보호 부분을 가족 또는 친족후견인이 

나서서 사회복지전문가, 의료인, 법무사 후견인 등 전문직 후견인과 의논 하여

야 한다. 임의후견인 사무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초기상태의 치매노인

을 상대로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나 악질상법, 부당한 투자권유 등에 휘말

려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특히 신상보호면에서 조기진료와 조기투약을 통하여 

치매증상의 진전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

기상태에서는 경도인지장애기에도 간혹 집을 못 찾거나 지남력의 순간적 장애

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초기 경증치매로 진단받기 전에도 노인의 상태를 간병하기 위하여 

‘지켜보기 서비스’를 전문 서비스업자 또는 우체국, 법무사, 사회복지기관 등과 

‘지켜보기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68) 가족이나 전문가의 

68) 일본의 경우, “계속적 지켜보기 계약”을 체결하여 동 서비스를 이용함. 일반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단체, 

전문회사(세콤, 가스회사 등)나 우체국의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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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기 단계를 거쳐 경증치매 확진 시 임의후견수임인이 임의후견감독인 선

임을 가정법원에 요청하게 된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공식적으로 임의

후견인의 업무가 개시되게 된다.

<그림 Ⅳ-3> 후견사무의 개념도

  자료: 日本社會福祉協議會 法人後見マニュアル試案(2011. 12).

후견업무는 크게 재산관리사무와 신상보호사무로 구분되며, 후견업무의 개념도는 

위의 <그림 Ⅳ-3>과 같다. 

후견인이 행하는 사무는 재산관리사무나 신상보호사무 모두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나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사실행위는 성

년후견인의 사무범위로 수행한다. 후견사무 중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사무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임의후견인,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이 각각의 사무를 확인하여 역할 분담하여 피후견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포트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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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 후견인으로서 수행하지 않는 사무 /
후견인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사무

1. 재산관리

① 재산관리보전에 필요한 법률행위

② 예·저금관리 등 일상적인 금전관리 

출납 등의 법률행위

③ 연금 등 정기적 수입의 수령

④ 제세공과금, 보험료 납부

⑤ 동의권, 취소권의 행사

2. 신상보호

① 의료의 수진, 치료, 입퇴원 등

② 성년피후견인 등의 주거확보

③ 노인 홈 등의 입퇴소

④수발보호 의뢰행위, 생활유지관련 사항

(복지서비스 이용 등)

⑤ 교육, 물리치료

⑥ 소송행위

⑦ 일반적 지켜보기 활동

(정기방문, 전화연락 등)

1. 재산관리

① 재산증식 목적의 자산운용

② 재산의 증여

③ 친족·제3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대납 

등 성년피후견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 

비용지급

④ 성년피후견인의 이익이 되지 않는 채무보

증, 재산포기

⑤ 일상생활용품의 장보기 등과 같은 일

상생활에 관한 행위에 대한 동의권, 

취소권의 행사

2. 신상보호

① 보증인

② 수발, 통원시 동행 등 사실행위

③ 수술 등의 의료동의

④ 강제적 의료의 수진, 치료, 입원

⑤ 교육, 물리치료 등의 강제

⑥ 장례, 매장 등 사망 시 업무처리

<표 Ⅳ-5> 임의후견인의 수행가능·불능 업무의 구분

자료: 日本社會福祉協議會 法人後見マニュアル試案(2011. 12).

핵가족화가 만연하여 노인세대도 노부부만 사는 경우가 많고 또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재산관리나 신상

보호 업무처리에서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인지력이 저

하된 경증치매 노인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나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

라서 건강할 때에 나중에 임의후견인이 될 임의후견수임자를 미리 결정해 놓고 

치매가 발병되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하여 후견인의 대리권에 의해 보호

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임의후견인을 누구로 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주로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이나 친족이 담당할 것이나 노부부만의 세대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나 

법무사 등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재산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법률행위나 불

이익을 예방하고 대응할 부분도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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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 간 장래 상속의 분쟁이 우려되거나 낭비벽이 

있는 자녀나 부모의 노후대비자산을 사업자금으로 유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임의후견인으로 이

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재산관리사무라 함은 금전처리 등 법률적 문제로서 비교적 명확한데, 

신상보호사무는 재산관리와 경계선에 있는 애매모호한 사무도 있고 치매자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는 다기에 걸쳐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는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상보호의 문제는 친족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공익법인성년후견본부 리걸서포트센터에서 회원 사법서사(우리나라

의 경우 법무사에 해당)가 취급한 총 102건의 복수 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을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전문직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 사무만 분장하고 친족 후견인에

게 신상보호 사무를 분장하는 경우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문직에게 권한 분장 없이 친족에게 신상보호 의무를 분장한 것까지 합하

면 96건으로 전체의 94%가 친족에게 신상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에서 의사능력은 있지만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경도치

매자에 대해서는 권리보호를 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경증치매자의 신상보호나 자기결정권 옹호를 위해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69) 

선임방식 권한분장 유무

복수선임방식

(102건)

권한분장 없음 3건

전문직에게 재산관리사무만 분장, 친족에게 

신상보호사무를 분장 
78건

전문직에게 권한분장 없이 친족에게 신상보호의무를 분장 18건

기타(무응답) 3건

<표 Ⅳ-6> 공동후견인의 권한분장 이용 행태

주: 공익법인성년후견본부 리걸서포트센터 내부자료(2013. 2).

69) 渡部朗子(1999),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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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과 같이, 공동후견인 간에 권한분장을 할 때에는 병원진료나 요양서

비스의 장소 및 서비스업자를 어디로, 누구로 할지 등의 탐색과 결정은 부양자

가족과 치매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하에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상보호

에 대해서는 친족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라. 임의후견인 구축지원과 보험사의 역할

치매신탁이 예·적금이나 유가증권, 펀드, 현금 등의 요양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자금과의 차이는 임의후견인을 통하여 수익자인 치매자가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본 장의 앞부분에서 치매신탁은 임의후견인을 수반하는 신탁구조로 설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신탁보험사의 마케팅 프로세스도 <그림 

Ⅳ-4>와 같이 임의후견인 체제구축이라는 관점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탁취급 보험사가 임의후견인의 선정절차에 관여하여 임의후견인을 물색

하고 선정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서비스 측면

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 임의후견인 체제구축이 치매신탁 설정 시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마케팅 프로세스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지판단이 

가능한 경도인지장애자 등 가입대상자가 발굴되었을 때 먼저 치매신탁에 관한 구조

와 내용을 설명하고 권유하지만 임의후견인 선임이 신탁계약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임의후견인의 

필요성, 역할, 기능, 임의후견인 단수 또는 복수의 활용 시 장단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정보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정보 제공 이외에 

구체적인 상담에 응하여 조언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서 전문직 임의후견인을 원할 시에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를 소개하거나 연계해 주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임의

후견인 체제 구축을 위한 상담 대응과 컨설팅 및 소개·연계를 위해서는 대응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담당설계사를 



82 조사자료집 2015-2

통한 기초적 설명과 신탁직원의 상담 대응 또는 소수의 사회복지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상담원 배치 등 최소비용의 최적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전문직 후견인이 임의후견인

으로 선임이 되면 임의후견인의 업무가 개시된 이후부터는 일정한 보수가 소요된다

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후견인의 선정 확정은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이며 보험사나 

후견관련 전문가가 강권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전

문직 임의후견인 및 친족 임의후견인이 단독 또는 공동후견인으로 결정되고 대

리권의 행사방식에 대해서 결정하여 본인과 임의후견인수임자 간 계약체결을 

하여 공증해 두면 임의후견인 구축지원이 완결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장래에 

치매가 발병이 되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임의후견인 업무가 개시되면 

신탁보험사는 치매자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관리신탁을 추가로 위탁받을 

수도 있다. 최초에는 신상보호를 위한 경증치매신탁으로 마케팅이 전개되었지

만 치매 발병 후 재산관리신탁70)까지 추가로 마케팅 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신탁에 대한 고객발굴과 임의후견인 구축지원 등 마케팅 측면에서 보험사가 

타금융권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은 설계사의 고객발굴과 고객대응 노하우라 할 수 있

다.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나 증권의 경우 경증치매자나 경도인장애자 등 대상

자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객 및 고객가족

에 대한 생활설계가 기본이므로 경도인지장애자 등의 대상자 발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인 Out-bound 마케팅이 기본이므로 임의후견

인 선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임의후견인 지원체제 구축을 지원하기도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70) 여기서 ｢재산관리신탁｣이라 함은 부록Ⅱ에 소개되어 있는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과 동일한 개념임. 치매자가 중증상태가 되어 재산관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치매자의 재산관리의 일 수단으로서 재산을 신탁에 위탁하는 것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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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보험회사

설계사 / 창구

치매신탁 권유

경도인지장애자

경증치매자

《재산관리신탁 추가계약》권유 가능

⦁치매발병 + 임의후견인 사무 개시 후

《치매신탁 권유 + 임의후견인 구축지원》

⦁치매신탁권유 + (단수 또는 복수)임의후견인 구축지원 및 조언 + 

전문직 임의후견수임후보자 소개·연계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등)

<그림 Ⅳ-4> 보험사의 신탁권유 및 임의후견인체제 구축 지원방안

4. 치매보험상품과의 마케팅 연계방안

제Ⅱ장에서 민영보험상품의 한계를 설명한 바와 같이, 민영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사기나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치매의 증상상태가 치매임상

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로 3점 이상에 해당하여야 보험금

이 지급이 된다.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DR 3점은 매우 중증상태이다. 

연병길에 따르면,71) CDR 3은 사람을 몰라본다든지, 헛것이 보인다든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누가 보더라도 치매환자의 중증 상태이다. 현재의 노인

71) 강남구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대한노인정신의학과 전임이사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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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으로 2등급에 흡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치매보험상품은 중증기에 

대비한 것이므로 경증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가 민영보험 상품으로는 준비가 

불가하므로 치매신탁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치매보장에 있어 중증치매기 보장과 경증치매기 보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중증기에는 치료와 장기요양, 종말기 대비 등의 의미가 있는데 반

하여, 경증기 보장은 치매예방과 증상악화 방지, 인간다운 삶의 지속적 유지, 즉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애의 유지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다르

다. 따라서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증기 수발보장에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2)

현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의 상당수 회사가 치매보장보험을 특약 보험상

품으로 취급하여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표 Ⅳ-7>과 같이, 국가주도의 노인장기요

양보험과 민영보험사의 치매보장보험에 치매신탁을 연계함으로써 경증기 소요비용 

보장에서 중증기 소요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가입, 대비해 두면 경증

에서 중증기까지의 모든 치매요양 대책을 완비할 수 있게 된다.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및 신탁

요양등급 1

노인장기

요양보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요양등급 2

요양등급 3
일부 생보사 상품

요양등급 4

요양등급 5

등급외 A

치매신탁등급외 B

등급외 C

<표 Ⅳ-7> 치매보장상품별 금융상품 영역 구분

72) 나용선(2011), “독일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고, 재가보호로 충분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충

분한 요양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시설요양보호를 받도록 하는 장기요양수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인하여 시설요양급여보다는 재가

요양급여를 권장하고 있다”,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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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회사는 치매대비자의 관련 상품 탐색비용 절감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

서 민영치매보험과 치매신탁을 연계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종합적인 연계마케

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에 따라서는 민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중

증기 보장까지 전부 치매신탁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중증기

까지 모든 보장을 신탁으로 대비한다면 치매보험과의 혼용 이용보다는 보다 많

은 자금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수많은 가입자

를 모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액 자기 부담하는 신탁보다는 소액으

로 자가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의 니즈별로 유료노인홈의 이용이나 자가주택의 보수·개조, 비급여

부담이 높은 전문노인병원의 이용 등 다양한 이용수요에 따라 자가준비금액의 규모

나 방법(일회성, 매월지급, 정기적 교부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의 장래 치매

요양자금 대비를 위하여 Total Marketing을 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

보험상품, 치매신탁상품 간 장단점과 이용자의 이용 시기 및 방법 등 니즈를 충

실히 파악하여 보장이 누락되는 공백이 없도록 보장설계를 해 준다면 이용만족

도도 제고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계 마케팅에는 판매자격의 제한이 있다. 신탁가입의 권

유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투자권유대행인 자

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모든 보험설계사가 치매보험과 신탁의 연계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이 펀드·증권·파생상품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5년부터는 

규정이 개정되어 파생상품 시험과목이 면제73)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은 자격취

득 설계사가 배출되어 연계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4) 연계마

케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험과목 및 난이도의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보험사

도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통하여 연계마케팅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3) 금융투자협회(2014. 9. 18),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참조.

74) 2013년 8월말 기준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유자격 설계사는 1,245명에 불과하나, 규제가 완

화가 되면 유자격 설계사가 대폭 증가할 것임. 참고로 수익증권권유자격 보유설계

사 수는 2008년 1월 23,339명, 2014년 10월 기준으로 11,195명(7개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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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전망

치매신탁의 가입대상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 먼저 가입대상 고객층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60대 후반에서 3.6%, 70대 전반에 

5.2%, 70대 후반에 11.3%, 80대 전반에 17.8%, 80대 후반에 30.5%이다. 이 통계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치매신탁의 가입대상자는 일부 50대의 초로기 치매자들

을 제외하고는 주로 60대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613

만 8천 명이 모두 다 치매신탁 이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다

수 건강한 노인들은 치매가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가 십상이

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이미 경도인지장애자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거나 

관찰대상 중인 자들이 치매신탁 가입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미 제Ⅱ장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경도인지장애자들은 치매는 아니나 정상인에 비하여 기억력이 현

저히 감퇴하고 인지력이 떨어지거나 간혹 치매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여 일상생활에

는 그다지 큰 지장은 없음에도 치매로의 이행가능성이 염려되는 자들이다. 보건복

지부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자들 중 일부에서는 

유료간병인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대개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간병을 하고 있으

며 의료이용경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투약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자들의 상당수가 치매신탁에 관심을 갖고 가입대상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경도인지

장애 노인인구 중 가입여력이 있는 자들만 이용가능하다. 가입여력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중 상위집단(중위소득의 75~150%)과 고소득층 집단의 합계치인 

36.5%만을 가입대상으로 가정하였다. 2011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350만 원이므로 중위소득의 75~150%는 263~525만 원이 된다.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87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합계
상위집단 하위집단 상위집단 극빈층

8.0 28.5 22.6 32.6 8.3 100

<표 Ⅳ-8> 가처분소득기준 65세 이상 가구주의 분포 
(단위: %)

주: 김미곤(2014), p. 3.

<표 Ⅳ-9>와 같이,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노인들 중에서 중·고소득층

(36.5%)인 64만 8천 명이 가장 유력한 치매신탁 이용대상자라 생각된다. 한편, 의

학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자들이 일부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

체로 매년 10~15%가 치매로 이행되고 제Ⅱ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4년 내에 48%

가 치매로 이행되며, 80%가 6년 내 치매로 이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

라서 경도인지장애자들은 치매발병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경제

적 여유가 있다면 치매신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75) 

구분 내역

65세 이상 노령자인구 613만 8천 명(2013년)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MCI) 2014년 추정 177만 6천 명(1,776,463명)

65세 이상 중산층 이상자1) 

(a)고소득층 8%
(b)중산층(상위집단 75∼150%) 28.5%
(c)중산층(하위집단 50∼75%) 22.6%

65세 이상 중·고소득층 비중 (a+b) 36.5%

시장 대상자(MCI대비)(A) 1,776,463명 * 36.5% = 648,409명

시장 대상자(MCI대비)(B) 1,776,463명 * 48%2) = 852,702명

시장 대상자(인구대비)(C) 6,138,000명 * 36.5%3) = 2,240,370명

<표 Ⅳ-9> 치매신탁시장 대상자 

주: 1) 김미곤(2014. 1. 10), 보건복지 Issue&Focus, 보건사회연구원.
     2) MCI자는 4년간 약 48%가 치매로 이행되므로 48%가 신탁을 이용한다고 가정. 
     3) 65세 이상 인구 중 중산층상위층과 고소득층을 신탁이용 가능 최대시장으로 가정.

75)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지상태 정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68.6%, 중소득층 23.7% 등 92%의 중·저소득층이 참여한 설

문조사에서 81%의 응답자가 치매신탁이 유용할 것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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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년 내 치매전환에 대비하여야 할 자들을 MCI자들의 48%(4년 내 치매전환)

로 가정하여, 약 85만 3천 명을 치매신탁에 대한 관심대상자로 보기로 한다. 단순하

게 수치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중·고소득층인 224만 명을 치매신탁 이용

가능 최대시장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대상구분 부양가족 정상노인 요양전문가

월간비용(원) 1,649,840 1,576,640 1,540,880

<표 Ⅳ-10> 경증치매 장기요양욕구별 월간 소요비용

주: 제3장 <표 Ⅲ-5>의 세부내역 참조.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증치매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

요되는 월간 최소비용은 154만 원이었고 최대비용은 165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여

기에는 경도인지장애기의 소요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76) 

구분
경증기(3년) 중증기

(9년)
치매 전기간

부양가족 정상노인 요양전문가

비용(만 원) 5,158 4,895 4,763 6,480 11,243∼11,638

<표 Ⅳ-11> 시기별 치매 장기요양 소요비용

주: 제3장 <표 Ⅲ-6> 의 세부내역 참조.

경증기의 소요비용은 최소 4,763만 원에서 최대 5,1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경증기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평균적인 통계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경증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신탁이용자에게 주지시켜 

감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증기에는 노인장기

76)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조사한 “치매노인실태조사”에서는 경도인지장애자의 경우 의료 

및 투약비용으로 월평균 52,800원, 간병비용으로 월평균 99,600원 등 총 월 152,4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경도인지장애상태가 지속되거나 정상

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치매신탁 교부금을 지급했다가 회복되면 다시 중단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경도인지장애기의 소요비용을 경증치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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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제도로부터 요양시설 이용비용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부분 등 본인부담

분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중증기 9년간 6,4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경증기와 중증기, 즉 치매 전 기간의 소요자금을 준비한다면 

최소 1억 1,200만 원에서 최대 1억 1,600만 원 정도의 치매신탁 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출된 신탁권유대상 수요자와 장기요양 소요비용 등을 가지고 치매신

탁의 시장규모를 산출해 보면 그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신탁수요자(a) 요양비용(b)(만 원)
시장규모
(=a*b)

대상자(A)

MCI*36.5%
648,409명

경증/요양전문가 4,763 30조 8,837억 원

경증/부양가족 5,158 33조 4,449억 원

전기간/최소 11,243 72조 9,006억 원

전기간/최대 11,638 75조 4,618억 원

대상자(B)

MCI*48%
852,702명

경증/요양전문가 4,763 40조 6,142억 원

경증/부양가족 5,158 43조 9,824억 원

전기간/최소 11,243 95조 8,693억 원

전기간/최대 11,638 99조 2,375억 원

<표 Ⅳ-12> 치매신탁 시장규모 추정

결론적으로 치매신탁의 시장규모는 가입대상 유력자인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

애자 중에서 중산층·고소득층 노인이 장기요양 소요비용 필요액을 치매신탁에 가

입 시, 경증기만을 준비한다면 최소 30조 9천억에서 최대 33조 4천억의 시장규모가 

된다. 중증기까지 포함한 치매 전 기간을 대비하여 신탁을 설정하다면 최소 72조 9

천억에서 최대 75조 5천억으로 추산된다. 

한편,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자 중에서 4년 내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장기요양 소요비용 필요액을 치매신탁에 가입 시 경증기만을 준비한다면 최

소 40조 6천억에서 최대 44조 원의 시장규모가 된다. 중증기까지 포함한 치매 전기

간을 대비하여 신탁을 설정하다면 최소 95조 9천억에서 최대 99조 2천억의 시장규

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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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모델 및 전망

앞에서 치매신탁의 시장 가입대상자는 경도인지장애자 중 중·고소득층인 

36.5%에 한정할 때 648,409명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시장전망은 경증기간 동안 

인당 약 5천만 원의 요양대비자금을 신탁해 둔다고 하면 30∼33조 규모의 시장

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체적인 시장규모와는 별개로 치매신탁 시장에 

참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이 될 것인가가 시장참

여를 하는 의사결정의 핵심이 된다. 

현재 신탁사업을 영위중인 보험사는 5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로 총 6개

사가 신탁사업에 진출해 있다. 개별 보험사별로 신탁사업의 수익모델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일정규모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가상의 특정보험사의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치매신탁사업 진출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수익산출을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해 두고자 한다. 치매신탁은 재산증

식 목적의 금융자문형 신탁은 아니며 신탁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관리해 주는 

관리형 신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관리형 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관리보

수는 100bp 내외를 수취하고 있다.77) 신탁액은 <표 Ⅲ-6>에서 경증치매자의 장

기요양 소요비용을 추정한 바와 같이 4,700만 원에서 5,200만 원 범위의 요양자

금을 신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여기서는 표준액으로 5,000만 원

의 신탁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신탁기간 또한 본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기간 중에 신탁에 가입하고 평균 3년의 경증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겠다. 이 경우 경도인지장애가 나타난 이후로부터 최소 1∼

2년 사이에 10∼30%가 치매로 전환되고, 6년 내에 80%가 치매로 전환되므로 신

탁기간은 최소 4년에서 길게는 최대 9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중간수준인 7년의 신탁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음으로 사업 참여 규모에 대한 가정을 한다. 제Ⅳ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77)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에서도 일반적 신탁보수로서 100bp에 추가적으로 신탁유지기간 

중 정액의 소액 보수를 수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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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설계사의 신탁상품 투자권유대행(판매) 자격시험이 완화되어 

시행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신탁상품 판매를 위해서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바, 동 시험의 내용은 펀드일반과목과 파생상품펀드과

목, 부동산펀드과목의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수준으로 가정주부 출신이 

대다수인 설계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도의 시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험

영업에 종사하면서 파생상품과목 시험과목인 파생상품펀드 이론과 파생상품 

영업, 파생상품 투자 및 리스크관리를 공부하여 도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세 과목 중 파생상품과목이 제외되므로 시험응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익증권판매 유자격설계사의 경우 펀드일

반 과목이 면제되어 부동산펀드 시험만 합격하면 되므로 큰 유인책이 될 것이

다. 고능률설계사나 GA 등 자문형설계사의 경우 Total Financial Planner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일반설계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금융상품 판매자격 취득

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한 자신이 모집한 보유고객이 수백 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기회도 발생하므로 시험규제의 완화에 따라 신탁판매자격 취득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신탁사업에 대한 참여규모는 사업인가를 받아 영위 중인 회사들의 규

모를 감안하여 설계사의 10% 정도가 판매자격을 취득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

으로 가정한다.78) 가상의 특정보험사의 전체 설계사의 수가 2만 명이라 가정할 

때 그 10%인 2,000명이 신탁영업에 가동되고, 인당 연 4명의 고객을 유치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상특정보험사의 연간 판매건수는 8,000건에 달한다. 연간 판매

건수 8,000건은 본 보고서에서 수요자로 보고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64만 8천 명

의 1.2% 수준이다. 

위에서 가정한 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인 7년차까지의 수익을 산출해 보면 <표 Ⅳ

-13>과 같다. 가상의 특정보험사의 치매신탁 영업수익은 초년도에 40억이며 7

년차에 28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에서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비용을 현행

78) 현재도 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수익증권판매자격 취득 설계사가 전체설계사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고능률설계사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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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증권이나 타신탁상품 수준을 감안하여 40%로 가정하면 회사의 수익은 

초년도 24억에서 7년차 168억 수준이 된다.

연차 관리보수 수익 내역 합계 수익

1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40억 원

2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유지 8000건*50만=40억 원
 80억 원

3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유지 16,000건*50만=80억 원
120억 원

4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유지 24,000건*50만=120억 원
160억 원

5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유지 32,000건*50만=160억 원
200억 원

6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유지 40,000건*50만=200억 원
240억 원

7 50만 원
신규 8000건*50만=40억 원

유지 48,000건*50만=240억 원
280억 원

<표 Ⅳ-13> 가상 특정보험사의 치매신탁영업 예상수익 추이

주: 신탁설정액은 5,000만 원 기준, 관리 보수는 100bp로 가정함.

이 수준은 현행 일반신탁사업의 수익이나 수익증권판매사업, 퇴직연금사업 등과 비교

하면 적은 수준이 아니며, 보험사의 신탁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이익기여도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연차별 치매신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동설계사가 증가하고 또한 GA 등

의 종합금융상품 자문형 설계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수익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경증치매신탁의 수익모델에 따른 수익규모만 제시하였으나 경증

치매자가 중증치매로 전환된 이후에 중증치매자의 재산관리신탁을 수탁하는 

등 사업 전개를 확장해 나간다면 치매신탁의 수익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장래에 치매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증자들이 중증자로 이행한 시점에는 중증자

들의 재산관리신탁 사업도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치매신탁 사업은 단기뿐만 아

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사업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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