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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구조법 시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구 본 권

  법률구조법은 1986. 12. 23. 제정되고 1987. 7. 1.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법률구조법의 시행으로 탄생한 대한법률구조공

단은 이 기간 동안 조직도 검찰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의 규모도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최근에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형사변론을 넘어서서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분쟁을 해

결하는 기관으로까지 성장했다. 

  이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장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최

근에는 법률구조 분야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독과점 하고 있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도 있다. 또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아닌 구조공단 직원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예산 확보와 규모 확대를 위하여 노동부, 여

성가족부 등과의 대규모 사건 유치를 위한 계약 체결에만 몰두하고, 정

작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제

도 등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각 동사무소에 변호사가 나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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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늘어나

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법률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

도 도래했다. 이에 법률구조법이 현재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위하여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

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법률구조법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법률구조법

에 따른 법률구조의 상황을 살펴본 후, 향후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 제

도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하 다. 

    

  그 결과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법률구조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

률구조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법률복지수급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권리의 내용, 근거, 한계 등을 검

토하여 법률상 권리 개념으로 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또한 법률구조법 및 법률복지수급권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 법률복지수

급권의 권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

급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주요어 : 법률구조법, 법률구조, 법률복지, 사회보장, 법률구조청구권,  

         법률복지수급권 

학  번 : 200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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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4항, 제27조 등에서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

적인 내용으로 여러 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권리가 침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환

경이 되어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

다. 그러나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하여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어떠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주장해야 하는지, 주장 

내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등은 법률 전문 지식으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물론 법원의 판사가 민사사

건의 당사자,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법률적인 지식을 

설명하여 주면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중립적

인 위치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어느 일방을 도와줄 수 없고, 결국 소송은 변론주의라는 중

립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중립적인 소송 규칙에 따라 

당사자는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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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결과적

으로 법률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

한다.  

  만약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구매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

를 포기할 것인지, 혼자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

고,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권리를 포기하기에 이르기 쉽다. 이처럼 경

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률의 보호범위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는 자들

을 도와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률구조제도를 두

고 있고1), 우리도 「법률구조법」을 두고 있다. 법률구조법은 “경제적

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

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6. 12. 23.에 제정되

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

르고 있다. 

  법률구조법 제정으로부터 약 3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률시장은 법률구조법 제정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로스쿨 

등의 도입과 더불어 법조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형사사건에서

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등장하 으며,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사회가 되었고, 법원도 많은 

판결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변화에 발맞추어 법률구조법이 

입법 목적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자의 기본적 인

1)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첫째 경제 규모의 팽창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분쟁이 증가하고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 다는 

것, 둘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초래로 인한 고소득층과 정부 및 대기업의 

법률수요 증가와 더불어 법률서비스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점, 셋째 

현대 국가의 행정권의 비대화로 정부의 급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송상

현, “사회변동과 법률구조의 새로운 방향”, 「21세기를 향한 법률구조 제도의 발

전 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 1997,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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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법률구조법에 따른 제도 이외

에도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형사국선전담제도, 형사 피해자 국선 

제도, 각종 공익적 활동을 하는 변호사 단체들의 출현 등 변화가 있

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법률구조법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최근 대표적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 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017. 12. 

14.에 개최되었고2),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이 주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8. 12. 

14.에 개최3)되기도 하 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이 든다. 

  이에 법률구조법의 제정 배경, 발전 과정 및 현재상황 등을 검토하

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위하여 변화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때이

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① 법률구조법의 제정 배경, ② 법률구조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 ③ 법률구조법의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

한 평가, ④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률구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구조법이 단순히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회보장으로서의 새로운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간, 국가와 개인간, 개인과 지방

자치단체간 등의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

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넘어서서, 실

질적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법률신문 뉴스 2017. 12. 18.자 “법률구조범위 놓고 변협임원․공단간부 공방” 

(https://www.lawtimes.co.kr)

3) 사위크 2018. 12. 14.자 “공단, 맘에 안들지만... 법률구조공단 문제점 해부한 변호

사들” (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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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이외에도 법원이 운 하는 민사, 행정 

및 가사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및 피해자 국

선변호사 제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제도, 각종 특별법에 따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지원 제도 등이 있고, 법률구조법에 따른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운 하는 각종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법률구조법에 한정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관

련 제도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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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구조법 제정 이전의 법률구조4)

1. 민간의 법률구조

가. 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 

(1) 변호사제도 및 변호사협회의 시작 

  사법제도의 근대화에 부응하여 사법사무를 담당할 사법관(司法

官)을 양성하기 위한 속성 법학교육을 목적으로 1895년에 법관양

성소가 설립되었고, 법관양성소의 교육을 받고 성법학사(成法學士)

의 자격을 수여받아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인정된 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갑오개혁으로 신제(新制)의 재판소와 판검사의 

관직이 창설되었지만 변호사직은 탄생하지 못하던 중, 1905. 11. 최

초의 변호사법이 공포되면서 변호사제도가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1906년 3명이 최초로 등록을 하 고, 이듬해인 1907년에 17명이 등

록을 하 는데, 1907년에 갑자기 많은 수의 변호사가 등록을 한 이

유는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인 밑에서 관직에 머무는 것

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많은 법조직의 퇴직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1908년까지 33인의 변호사가 광무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하

다.5)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가입해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었기에 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사회의 인가

4) Ⅱ. 법률구조법 제정 이전의 법률구조 및 Ⅲ. 법률구조법 제정 이후의 법률구조 

부분은 필자의 졸고인 “법률구조법 제정사”,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2018.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 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률구조사」, 1994,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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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 고, 1907. 9. 23.에 10명의 변호사가 포함된 최초의 변

호사회인 한성변호사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1909년 4월 변호사법이 

새로 공포되어 각 지방재판소 단위로 변호사 등록을 하도록 개정

되었고, 이에 따라 변호사회는 지방별로 조직하게 되었다. 이후 ‘을

유각서’로 사법권을 강탈한 통감부는 1909년 10월 통감부변호사규

칙을 새로 공포하고, 한국 변호사뿐 아니라 일본인 변호사도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07. 9.에 한성변호사회가 설립․인가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단체가 탄생하 고, 1909. 4.에 융희 변호사

법이 공포되면서 경성에는 일본인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성제1변호

사회와 한국인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성제2변호사회로 분리되었다. 

1919년 경성제1변호사회와 경성제2변호사회가 통합이 될 듯하 으

나, 회장선거에서 한국인 변호사인 장도(張燾)가 일본인 변호사에

게 1표 차이로 이기자 두 변호사회의 통합은 무산되었다.  두 변호

사회는 1939년에 비로소 일본인과 한국인이 통합된 경성변호사회

로 발족하 고, 그 사이에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지방변호사회

가 구성되었다.  

  지방변호사회는 그 연합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1949. 11. 7. 공

포․시행된 변호사법(법률 제63호)에 따라 조직하 는데, 1950. 6.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의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 으나 6·25전쟁으로 

창립이 좌절되었다가 1952. 7.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다시 창립총회

를 속개하여 회장 최병석(崔秉錫) 등 임원을 선출하고, 인가신청을 

하여 그 해 8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6)

6)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사」, 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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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 활동

(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활동

  1952. 8. 29.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소속 변호사들이 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률구조활

동을 하 기에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는 법률구조활동이 활

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6년에 특별분과위

원회로서 “기획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로 변호사업무가 날로 

침체되고 세화하여 국민일반의 신뢰도를 상실하고 있고 아울

러 국민생활과 유리되어 가고 있는 이유를 검토구명(檢討究明)

하게 하 다. 그 결과 첫째로 변호사들이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법정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변호사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 직역회복과 

더불어 변호사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는 변호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친근감을 갖게 하

려면 변호사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봉사하고 기여하여 

주는 단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

었다.  

  이에 1978. 9.에 대전 유성에서의 제2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변협의 법률구조사업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거쳐 

1978. 10. 1. “법률구조기금설치요강”을 마련하여 1억원을 목표

로 기금을 마련하 으나 1980. 7. 9.에 절반 수준인 49,000,000원

의 기금을 마련하 다. 이를 기초로 12건의 소송구조 사건을 진

행하 고, 기금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인도하려고 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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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7. 26. 법무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불허7)되었고, 이

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사업은 잠시 중단되었다.8)9)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1980. 8.에 제6회 변호사연수회 당시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장래”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법인설립

허가신청이 불허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 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모금한 기금을 재단 설립시에 법률구조기

금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보관하던 중, 1982. 12. 31.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회칙에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 고, 또 별도로 법률구조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고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

도록 규정하 으며, 이에 따라 “법률구조사업회”를 신설하 다. 

1985. 9. 9. 제2차 법률구조사업회에서 법률구조기금을 대한변호

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운 할 것을 결의하

고, 동년 10. 1. 법률구조기금을 변협 법률구조사업회 기금특별

회계로 이관하 고, 이를 재원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

다.10) 사업의 첫해인 1986년도 예산액은 1억8천만원이었고, 법

률상담실적 민사 6,468건, 상사 178건, 형사 532건, 가사 1,157

건, 행정 47건 등 합계 8,472건이었다.11)  

7) 이를 두고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을 거부하고 법무부 주도로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한 것이라는 의견(정주교, “법률구조의 현황 및 사례 발표”, 

「법률구조대회 자료집」,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11, 51면)도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찾지 못하 다. 다만,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1980. 8. 16.까지 재임하 고, 이후 1980. 9. 1. 전두환 대통

령이 취임하는 등 격동의 시기 던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김준수, “변호사단체의 법률원조(구조) 현황”, 「대한변호사협회지」제6회 변호사

연수회 <특집>, 59호, 대한변호사협회, 1980, 11～12면

9) 황석연,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전망과 실적”, 「대한변호사협회지」, 101호, 대한변

호사협회, 1984, 44면

10)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104～110면

11) 정범재,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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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활동

  현재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통합변호사회가 1982. 12. 31.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인데, 서울통합변호

사회는 통합이 이루어진 1980. 7. 이전에는 서울변호사회와 서

울제일변호사회로 나뉘어 있었다. 서울변호사회가 둘로 나뉜 것

은 1960. 9.에 4.19 학생의거 직후 혁신의 바람이 고조되면서 일

부 회원인 노진설, 조평재 등 약 60명이 탈퇴하여 서울제일변호

사회를 창립하 고, 1960. 10. 29. 법무부장관이 이를 인가하

기 때문이다. 

① 서울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1962. 3. 1.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고 무

자력과 무지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중을 위하

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상의 원조와 무료변론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1977년부터는 변호사가 주재하지 아니한 시군청

소재지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벌려 1977년에는 강화군, 안

성군, 1978년에는 평택군, 이천군, 파주군, 성남시, 부천시, 포

천군을 순회하며 상담을 하 다. 

  서울변호사회의 1980년까지의 법률상담실적과 법률구조실

적은 다음 표와 같다.12) 

12) 김준수, 앞의 논문, 12～14면의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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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률상담

실적(건)

법률구조

실적(건)
연도

법률상담

실적(건)

법률구조

실적(건)

1971 1,635 69

1962 1,326 166 1972 943 36

1963 1,191 159 1973 1,304 39

1964 1,252 128 1974 1,043 24

1965 493 38 1975 358 8

1966 1,468 52 1976 544 19

1967 1,358 15 1977 1,378 8

1968 1,127 27 1978 2,314 12

1969 1,073 21 1979 1,778 7

1970 1,774 47 1980 361 1

② 서울제일변호사회

  서울제일변호사회는 1970. 7. 당시 회장이 법률구조기금으

로 금 100만원을 희사(喜捨)하여 1972년부터 법률상담을 넘

어선 법률구조사업을 벌 다. 서울제일변호사회는 무료법률

상담소를 서민대중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시중에 진

출시켜 효율적으로 운 하고자 계획하 고, 1972. 7. 1. 서울

시내 신세계 백화점에 방을 빌려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에 오

후 4시간씩 전회원이 윤번제로 상담을 맡았으나, 1974. 10.말

경 백화점측 사정으로 중지되었다. 또한 1977. 9. 초부터는 

서울시내 구로동 소재 한국수출산업공단 내에 “종업원무료법

률상담소”를 설치하여 매 일요일에 회원을 파견하여 법률상

담을 하 다.13) 

13)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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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제일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14)

연도
법률상담

실적(건)

법률구조

실적(건)
연도

법률상담

실적(건)

법률구조

실적(건)

1961 64 1971 45

1962 85 1972 54 2

1963 105 1973 2,245 7

1964 120 1974 54915) 5

1965 93 1975 342 4

1966 152 1976 273 3

1967 128 1977 165 4

1968 127 1978 542 2

1969 78 1979 78516)

1970 35 1980 25

③ 서울통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는 1980. 7. 4. 법무

부장관의 통합인가를 얻어 동년 7. 21. 창립총회를 열어 하나

의 회로 통합되었다. 통합회는 회칙 규정에 변호사회가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사업을 펴나가는 근거를 마련하 고, 항

구적인 사업기구로서 법률원조사업회를 설치하여 사업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 다.17)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의 개정 등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원조사업회

14) 김준수, 앞의 논문, 14면

15) 1972년, 1973년, 1974년 상담건은 신세계점 상담소 상담건이다. 

16) 한국수출산업공단 상담건은 1977년 49건, 1978년 86건, 1979년 46건이었다. 

17)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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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의 지부 역할을 겸하게 되

었으나, 지부의 역할보다는 독자적인 원조사업에 주력하 다.  

  법률상담실적은 1980. 9. 1.부터 1981. 3. 3.1까지 3,252건, 

1982. 3. 31.까지 4,634건, 1983. 3. 31.가지 2,841건이었고, 법

률구조실적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9건, 5건, 10건이었다.18)

  위와 같은 추세로 1986. 7. 30.까지의 6년동안 총 상담건수

는 37,220건이며, 상담변호사도 연인원이 3,020명이었고, 법률

구조건수는 106건이었으며, 법률원조사업회의 1986년도 예산

액은 1억 2,300만원이었다.19) 이후 당직변호사제도를 1993. 

5.. 1.부터 시행하는 등 법률구조를 확대해 나갔다.  

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2년에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고등고시

에 합격한 최초의 여성법조인인 이태  변호사가 1956년 여름 을

지로 입구 낡은 여총회관 4층 귀퉁이에 여성법률상담소라는 간판

을 달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여성법률상담소는 1961. 12. 인권옹호

주간을 맞아 보건사회부의 협조아래 첫 출장상담을 실시하기 시작

하 고, 196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서 창설된 아시아 재단의 지원을 

받기도 하 다.  

  여권 신장을 위한 이태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1963. 7. 31.에 

가사심판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되어 가정

법원이 문을 열게 되었다. 여성법률상담소는 정부의 배려로 1964. 

11. 초순에 가정법원 구내로 사무실을 이전하 고, 1966. 8.에는 남

녀를 가리지 않는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상담활동을 포괄적으로 나

18) 황석연, 앞의 논문, 45～46면

19)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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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는 명칭을 검토하던 끝에 “여성법률상담소”란 명칭을 

“가정법률상담소”로 개칭하 다. 상담소 개소 제8차년도인 1963. 8.

부터 1964. 7.까지의 상담자수가 510명 이었던 것이 제9차 년도인 

1964. 8.부터 1965. 7.까지는 전년도의 6배인 3,017명이었고, 그 다

음해에는 5,291명으로 늘어났다.20) 

  이후 1977년에 여성백인회관이 건설되었고, 매월 첫째 목요일마

다 실시하는 “월례목요법률강좌”를 시작하 고, 이 가족법 강좌는 

1992년까지 총 61회, 3,745명이 수료하 다. 이밖에도 1978. 3. 에 

시작한 “어머니 학교” 등 수많은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활동

을 지속하 다. 또한 1979. 5. 1.에는 이태  변호사의 제안으로 

“억울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극빈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백인변호사단이 

창립되었고, 1982년에는 해외의 교포들을 위한 해외지부도 탄생하

으며, 설립 이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 다. 

다. 다른 단체들의 활동

  변호사협회 이외의 단체들도 법률상담 등의 법률구조 활동을 벌

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1953. 10. 24. 대한인권옹호연맹으

로 창립되었고, 1955. 4. 7. UN인권위원회 산하 비정부국제기구인 

국제인권옹호연맹에 가맹한 후 1957. 11. 16. 국제인권옹호 한국연

맹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1) 1961. 10. 12. 사단법인 한

20)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113～151

21) 현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korea.or.kr)

상으로는 1953. 10. 24. 창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7. 5. 25.자 경향신문 3

면에 22일에 조선인권옹호연맹을 결성하고 다음날 미국인권옹호연맹 이사장인 

“뽈드윈”과 간담회를 개최하 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경향신문, 1947. 5.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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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권옹호협회가 설립22)되었고, 협회회장은 박제상 변호사 다.23) 

1964. 11. 2.에 “세계인권선언과 법를 통한 세계평화정신에 입각한 

법률구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법률구조협회가 설

립24)되었고, 설립 발기인은 한복25) 외 9명이었다. 이러한 단체들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상담과 소송지원 활동을 하 음은 

신문기사로서 확인된다. 이외에도 법무사협회, 한국인원협회, 각종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국제인권옹호연맹, 일부 법과대학교 부설 상

담소 등이 법률구조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의 법

률구조활동은 기구조직, 재정, 인력의 확보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고 거의 전적으로 법률상담활동에만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가졌다.26) 

라. 소결

  위와 같은 변호사단체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많은 민간단체

들이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활동을 전개하 으나, 법률 전문가

3면 “조선인권옹호=연맹을결성”), 1990. 2. 1.자 경향신문 9면에 “우리나라에서의 

무료법률상담은 53년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이사장 김연준)이 인권침해구제사업

의 일환으로 인권상담소를 개설한 것이 최초”라는 기사(경향신문 1990. 2. 1.자 9

면 “억울한 일 도와줍니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1947년에 미국인권옹호연

맹 이사장의 방한으로 인권옹호연맹의 결성을 결의하 으나 실질적인 단체로 발

전하지 못하다가 1953년에서 정식 출범하여 상담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2) 동아일보 1961. 10. 13.자 3면, “인권옹호협발족” 

23) 이사는 유기천 서울법대학장, 이항녕 고대법대학장, 유순덕 이대법정대 조교, 최

순문 서울시법률고문, 변기엽 변호사, 강순원 변호사, 이 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24) 관보, 1964. 11. 2. 발행 제3878호, 법무부공고 제90호

25) 1914. 4. 16.생, 고문(高文)에 합격한 후 7년 동안 부산 경성지법 판사생활을 하

다가 194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 다. 경향신문 1983. 9. 16.자 3면, “야단스런 

칠순잔치대신 해외여행이나”

26) 김대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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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호사의 수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과 그 조직과 재정

의 규모 측면에서 전국적인 법률구조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단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

률구조 활동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 던 점, 행정부와 사법부

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법률구조를 했던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구조의 규모와 실적이 꾸준히 확대되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법부의 법률구조

가. 민사상 소송구조

  1960. 4. 4.에 제정되어 동년 7. 1.에 시행된 제정 민사소송법은 

제118조 내지 제123조에서 소송상의 구조27)를 규정하 다. 구조 

요건과 관련하여 제118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

력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

다. 단, 승소의 가망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력 없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승소 가

능성이 없는 경우 구조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요건이 까다

로웠다. 또한 소송 구조의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제119조는 “1. 재

판비용의 납입유예, 2. 집달리의 보수,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변호

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로 구조

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소송상의 구조를 통한 소송비용의 

지급요청에 관한 예규(재민 83-3)28)가 1983년에 이르러서야 제정

27) 현행 민사소송법의 표제는 “소송구조”이나, 제정 당시의 표제는 “소송상의 구조”

다. 

28) 민사소송규칙 [시행 1983. 9, 1.]  [대법원규칙 제848호, 1983. 7. 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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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변호사보수의 지급유예의 

경우에도 구조대상자가 이를 나중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고

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구조 사건을 맡을 변호

사를 구하기 어려웠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사법연감을 통해 1975년부터 1986년까지의 소송구조 통계

를 확인해 보면 소송구조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송구조 신

청건수는 1975년 1건, 1976년 3건, 1977년 1건, 1978년 4건, 1979년 

2건, 1980년 2건, 1981년 6건, 1982년 5건, 1983년 4건, 1984년 1건, 

1985년 15건, 1986년 9건이었다. 이렇게 12년간 53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24건이 인용되었다. 참고로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1975년

에 460,629건(1심은 91,723건)이었고, 1986년에 1,580,932건(1심은 

320,922건)이었다.29)

  위 통계에서 1985년에 갑자기 소송구조 건수가 늘어난 점이 확

인되는데, 이는 소송구제에 관한 문제를 의식한 법원이 소송상 구

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84. 9. 17.에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

(재일 84-2)30)”라는 재판예규를 제정한 덕이다. 동 예규는 “소송상 

구조제도는 국가가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조력함

으로써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

가 있는 바, 이에 관한 제반 절차법규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는 실정”임을 언급한 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상 “1. 각급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을 때(단 승소가망성이 없을 

때는 예외)에는 소송상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별지 소송상 구조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민원접수 창구

에 비치할 것. 2.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자력의 

29) 통계자료는 사법연감 참조

30)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재일 84-2) 제정 1984.09.17 [재판예규 제235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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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승소 가망성 등 구조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거

나 과다한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민

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경우 등 실무처리 중 소송상 구조제도가 활성

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접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

송상 구조제도가 있음을 알려 법률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재판예

규가 시행된 이후인 1985년부터 1990년까지 6년 동안 소송상 구조

는 총 53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이 인용되었다. 이는 연 평균 

8.9건이 접수되어 3.7건이 인용된 것이고, 이전인 1975년부터 1984

년까지의 연 평균 2.9건이 접수되어 1.4건이 인용된 것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이나,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31)  

  결국 사법부의 민사상 소송구조제도는 법률구조법 제정시점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음을 알 수 있다.   

나. 형사상 국선변호

  1954. 9. 23.에 제정되어 동년 5. 30.로 소급하여 시행된 제정 형

사소송법은 제33조에서 국선변호인을 규정하 고, “1. 피고인이 미

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

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31) 김도훈,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제19권 제2호, 

2011년, 325면. 김도훈은 논문에서 절대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여전히 소송상 구조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비율로 본다면 동 재판예규의 제

정을 통해 소송상 구조의 연 평균 접수건수는 3배, 인용건수는 2.6배가량이 증가

했으니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의

견이다.  



- 18 -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

가 있는 때에 한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

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 다. 또한 제282조에서 “사

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83조는 “제33조 각호의 경우 또

는 전조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33조에 열

거된 경우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를 살펴보면, 1971년 17,745건, 1972년 

24,179건, 1973년 25,404건, 1974년 26,258건, 1975년 27,915건, 1976

년 27,385건, 1977년 24,132건, 1978년 21,525건, 1979년 23,039건, 

1980년 23,075건, 1981년 26,871건, 1982년 29,198건, 1983년 27,256

건, 1984년 27,493건, 1985년 27,459건, 1986년 28,399건이다. 참고로 

형사공판사건은 1971년 118,999건이었고, 1981년 145,667건, 1986년 

155,938건이었으므로, 국선변호인 비율은 1971년 약 14.91%, 1981

년 약 18.45%, 1986년 약 18.21%이다.32)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1986년까지의 기사를 통해 확

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작년까지만 해도 3백원씩 지불하는 형편이었다. 일반사

건의 경우 최소한 한건당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의 착수금을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고 보니 5백원이라는 보수가 너무나 적을

지도 모른다. 그런 때문인지 법원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소위 거

32) 통계자료는 사법연감 참조



- 19 -

물급 변호사들은 선정을 받고서도 공판에 입회하지 않거나 설사 

공판에 입회는 한다고 해도 겨우 결심공판에 나와 준비없는 변론

을 하는 등 소홀한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국선사

건은 거의 손이빈 한가한 변호사들의 푼돈팔이가 되고 있는 실정

이다. (후략)”33) 

  “(전략)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

부분의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에 거의 무관심, 적극변호를 외면하

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국선변호를 지원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 현재 법원은 대한변협이 제출한 전국변

호사명단에 따라 순번제로 국선변호를 맡기고 있는데 공판기일 통

지를 받고 사전에 기록을 검토, 제시간에 나와 성의있는 변호를 해

주는 일은 거의 없고 사건내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진행도

중 잠시 얼굴만 비치거나 숫제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예가 허다하

다. (후략)”34) 

  “가난 등으로 변호사를 댈 수 없는 형사피고인들을 위해 재판부

가 직권으로 선임하는 국선변호사들은 법원당국이 국선변호로(건

당2천원)을 주면서 까다로운 수령절차를 밟게 해 이를 직접 받지 

않고 변호사회에서 일괄수령케 하고 있는데 변호사회에서는 이 수

령액의 3할을 법원사무국에 떼어주고 나머지 7할은 변호사회 운

비로 쓰고 있어 국선 변호사제도가 형식화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

적되고 있다. (후략)”35) 

  “서울통합변호사회는 22일 현행국선변호사제도에 맹점이 많다는 

여론(본보 6월 24일자 일부지방 25일자 11면 보도)에 따라 국선변

호를 종래의 희망제에서 의무제로 바꾸어 고령등으로 변론이 어려

33) 경향신문, 1962년 12월 12일자 5면, “인권전선에 이상 있다”

34) 동아일보, 1972년 2월 7일자 7면, “가난한 피고 도움 못 주는 국선변호제”

35) 경향신문, 1972년 7월 29일자 7면, “변호료 사실상 못 받아 국선변호 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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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부 변호사를 제외한 전회원을 국선변호인 명부에 올려 내년

부터 모두 국선변호를 맡도록 했다. (중략) 이는 국선변호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국선변호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갈수록 

줄어 종래의 희망제로는 국선사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1인당 국선사건은 종래의 연간 

30～40건에서 10여 건으로 줄게돼 보다 성의있는 변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6) 

  “얼마전 서울형사지법 법정을 방청할 기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세명의 나이어린 소년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사전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는지 재판장이 다른 사건을 변론하고 퇴정하는 변호인을 

즉석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었다. 이 변호인의 변호는 

변호인 반대심문 차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들하지」하는 말과 

변론에서 재판장에게 「선처를 바랍니다」하는 단 두마디가 전부

다. 자세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즉석에서 국선변

호인으로 선임된 사정이 있겠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러한 변론

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국

선변호라고 해도 피고인들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 몇 

번씩 출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37) 

  위와 같은 신문기사 내용들과 구속적부심사제도가 1972년 유신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1980년 헌법개정으로 부활한 것을 보면, 과

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인지도 의

36) 경향신문, 1981년 7월 22일자 7면, “서울변호사회 국선변호 의무제로 모두등록 

내년부터 실시”

37) 동아일보, 1982년 5월 6일자 9면, “법정서 즉석변론 맡은 국선변호인 피고인에 

도움 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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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며, 또한 국선변호인제도가 정상적으로 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제도도 형식만 존재하 을 뿐, 실

질적인 법률구조의 효과는 미약했다고 할 것이다.  

3. 행정부의 법률구조

가. 1972년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설립 이전 행정부의 법률

구조

  법무부는 1950. 3. 31. 직제를 일부 개정하여 산하 정보과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로 인권옹호업무를 추가하 다. 그러나 6.25. 사변으

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1953. 12. 10. 제5회 세

계인권선언기념일 이후 법무부에 제출된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고

발서 109건을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조사케 하여 엄중 처단

하도록 조치하 다. 이후 국민의 인권옹호에 관한 인식을 보다 제

고하기 위하여 1954. 12. 10. 제6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즈음하여 

1주일간을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문교부, 

사회부, 공보처, 중앙사법보호협회, 국제연합회, 한국협회, 대한인권

옹호연맹, 대한부인회, 국민회, 대한방범협회, 각 신문사, 통신사 등

과 공동주최로 전국적인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거행하 다. 

  1953. 12. 인권주간에 서울지방검찰청에 인권상담소가 처음 설치

되고, 법무부에서는 다음 해 12. 10.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인권상

담소를 설치․운 하도록 시달하 다. 그러나 동 상담소의 운 실

적은 당시 여건상 미미하 다. 이후 인권상담소를 법제화하고 인권

상담소와 법무부 검찰국 인권옹호과에서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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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집 또는 법률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집무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1962. 9. 21.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을 제정․공포하여 동년 10. 1.부

터 시행하 다.38) 이후 법무부령 제48조(1963. 5. 21.)에 의거 각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내에 인권상담소를 두고 검사 1명과 서기 1

명을 배치하여 인권침해사건의 접수처리 등을 하도록 하 으나, 만

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39) 

  1967. 8. 1.에는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을 제정․공포하 고, 동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은 민간인권옹호단체는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단법인 한국인권옹호협회, 사단

법인 한국법률구조협회, 사단법인 한국여권옹호총회, 사단법인 가

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부산가정법률상담소로 6개 단체 다.4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주도로 법무부에서 진행되었던 인권상

담소 등의 활동은 주로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감금 등과 같은 인권

침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적인 권리구제까지는 나

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설립 

(1) 설립 배경

  1970년대 초반은 세계의 법률구조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법들이 

제정되던 때 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1972년 “Establishing Legal 

Aid”, 스웨덴의 1972년 “Public Legal Aid Law”, 국의 1974년 

38)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164～165면

39) 정범석, “법률구조의 방향”, 「사법행정」, 124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71, 3～4

면 

40)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165～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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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id Act”, 퀘백주(캐나다)의 1972년 “Legal Aid Act”, 미국

의 1974년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 Act” 등의 입법조치

가 있었다.41)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때문인지 또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

문42)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1971. 1. 법무부

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법률상 

원조하여 줄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라는 특별지시를 하

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71. 4.경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정관 초안을 작성하 고, 1972년도 예산 1,600만원을 책정하는 한

편 기부금 2억원의 모금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취소하고, 대통령43) 

및 국무총리 하사금 110만원, 전 대한상공협의소 박두병회장이 출

연한 400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1972. 6. 12. 민법에 기초한 재단법

인을 설립하고, 동년 6. 14.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동년 6. 

15.에 등기를 마친 후, 동년 7. 1.부터 법률구조사업을 개시하

다.44)  

41) 김인철,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입법조사월보」, 154호, 국회

사무처, 1986, 43면; 정범재, 앞의 논문, 84면

42) 1971. 4. 27.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51.2%를 획득하여 43.6%를 얻

은 김대중을 95만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하 으나, 불법부정 선거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박정희는 1971. 7. 1. 대통령에 취임하 고, 1972. 10. 17.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972. 11. 21.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개헌안을 확정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1972. 12. 27.에 

취임하면서 유신헌법인 7차 개정헌법을 공포, 시행하 다. 

43) 1972. 6. 23.자 관보(제6186호) 3면에 오늘의 중요지표로서 1972. 6. 22.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으로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내용은 “법무부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자기의 법률적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협회를 계획대로 발족시켜, 법률적인 면에서의 사회

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라. 연초 법무부 순시 때 가난하고 불우

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듯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도 불우한 사람들의 법률적 구제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예정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설립임을 알 수 있

다. 

44) 최병찬, “법률구조제도의 운용실태와 당면과제”, 「법조」, 제30권 제12호, 법조

협회, 1981,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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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목적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는 설립목적을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자력의 부족, 법률지식의 결여 등 사유로 법률상의 구조를 받지 못

하는 불우한 국민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

여 주어서 법률구조를 하는 일방 법률상담에 의한 권리침해의 사

전예방 등으로 국민 누구나가 균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함으로

서 국민총화형성(國民總和形成)에 기여코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정관 제4조에 “협회는 법률구조․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불우한 처

지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신장(擁護伸張)함으로서 세계인권선

언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존중의 정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협회의 사업은 ① 자력이 부족한 

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 ② 법률상담, ③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45)

(3) 조직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이사

회가 선출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는 

대법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추천한 덕망 있는 독지가(篤志家)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

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중에

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협회 설립시에 회장은 법무부차

관, 부회장은 법무실장이 각각 선출되었고, 1977년 당시 이사 13명

45) 이용식, “법률구조의 효율화방안”, 「법무연구」, 제5호, 법무연수원, 197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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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법무부실국장 4명, 대학교수 1명, 

공증인 1명, 대검찰청검사 2명, 변호사 1명, 판사 1명, 국회의원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협회는 지방법원소재지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지

부를 둘 수 있는바,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등 9개 지방검찰청에 각 지부를 설치하고 동 지청에 지부출

장소를 설치했다. 각지부의 지부장은 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케 되어 있는데, 각 검사장이 지부장으로 위촉되었고46), 

검사를 비롯한 법무공무원들이 협회의 임․직원을 겸하 다.47) 

  심사위원회는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구조여부 및 구조

기준의 적용 및 그 취급방법 등을 심사, 결정한다. 협회에 중앙법

률구조심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 지부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두었

는데, 중앙심사위원회는 7명, 지부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었

고, 위원은 회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 교수 중에서 위촉

하되 지부심사위원회위원 위촉시에는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1978년 당시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은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법무부 검사 3명이고, 각 지부심사위원회위원장은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임위원은 검사로 되어 있었다.48)  

  법률구조위원은 법률구조사건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회장이 협

회목적에 찬동하는 변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

구조위원으로 위촉하 다. 

46) 이용식, 앞의 논문, 4～5면 

47) 강원일,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4면; 정범재, 앞의 논문, 85면

48) 이용식, 앞의 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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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대상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주민세이외의 과세소득이 없는 자

② 농지세 500원 미만을 납부하는 농민

③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군사원호보상법의 원호를 

받는 자

④ 노쇠(老衰), 질병, 연소(年少)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

로 인하여 자력으로 법률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는 자 

⑤ 풍수해, 한해(旱害), 화재 등 재해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법률적 

구제능력을 상실한 자

⑥ 5급이하의 공무원과 하사관 및 병

⑦ 월수 5만원 이하의 회사원과 공원(工員)49)

⑧ 일용노동자

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⑩ 전9호 이외의 생활정도, 법률적 구제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불능 또는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구조절차

  소송구조 절차를 살펴보면, 지부장은 구조신청을 받으면 지체없

이 조사를 위하여 지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부심사위원회는 

49) 1972년 4월 말 기준 당시 여성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이 11,784원으로 남성 근

로자의 절반 정도 다는 기사를 보면, 당시 남자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3,500

원 정도 다고 추측할 수 있다. 1972. 9. 22.자 동아일보 4면, “하루 11시간에 월 

11,000원 전국근로여성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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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 의뢰자의 자력정도를 조사하여 구조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부심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를 거부할 수 있다.50) 

① 해당사건이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의뢰자가 구조를 요할 사정에 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경우

④ 그밖에 구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6) 구조실적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는 1972년 설립 이래, 1987. 8. 말까지 법

률구조사업을 실시하여 온 결과 총 112,733건의 법률구조를 하 으며, 

965,437건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

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51) 

연도
법률상담

실적(건)

법률구조

실적(건)
연도

법률상담

실적(건)

법률구조

실적(건)
1981 77,838 631

1972
(7.1.-12.31)

3,579 25 1982 99,672 986

1973 6,310 203 1983 130,647 1,111
1974 2,569 365 1984 138,378 1,293
1975 5,583 320 1985 138,684 1,390
1976 5,846 320 1986 158,203 1,538

1977 3,390 130
1987

(1.1.-8.31.)
117,869 1,014

1978 2,986 89
1979 22,249 744
1980 51,344 652

50) 이용식, 앞의 논문, 6～8면

51)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215～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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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법률구조법 시행(1987. 7. 1.)까지의 법률구조 

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건국 이후 초기에는 변호사단체 및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등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이 이루어졌

고,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의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제도는 법률 규정에는 존재하

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고, 행정부의 법률구조는 주로 형사사

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에, 결국 민사사건의 경우는 

민간주도의 법률구조가 뚜렷한 추세 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법률구조 제도의 정비추세와 정

치적인 의도에 편승하여 행정부 주도로 1972년에 재단법인 대한법률

구조협회가 설립되었고, 동 협회는 정부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서울변

호사협회 상담건수의 4배 가까운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결국 민사사건

에서의 법률구조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에서 행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정부 주도의 바탕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상담직원을 검찰 공무원이 겸직하면

서, 검찰의 막강한 공권력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한 압박이 빠르고 확

실한 성과를 가져왔기에, 국민들이 이를 선호했을 것이라는 요인도 

작용하 다. 

  형사사건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형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사법부 주도로 일응 법률구조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국선

변호인의 성실성이 담보되지 못하 고, 이로 인해 형식적인 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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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형사상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존재하 으나, 행정부의 낮은 국선변호인 보수 책정, 이로 인

한 변호사들의 기피 및 해태, 이를 묵인한 사법부의 형식적 운 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 이후 행정부는 인권옹호 운동을 추진하 으나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법부의 민사상 소송구조 제도는 

사문화되어 있었고, 형사상 국선변호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식

적인 절차만이 지켜지고 있어서 사실상 요식행위에 다름없는 상황이

었다. 이러한 척박한 사회적 상황에서 변호사단체와 한국가정법률상

담소 등의 민간단체들이 국민들의 인권보장 및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

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벌여 왔고, 이는 국민들

의 계몽 및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197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법률구조제도 입법의 추세와 1971년 대

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유 등을 원인으로 행정부가 법률구조사업을 

주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 고, 이후 검

찰 조직이 겸임하는 형태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법률구조 활동을 진

행하기 시작하 다. 이때부터 점차 민간단체에서 행정부로 법률구조

의 주도권이 이전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겸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형사사건의 변호를 할 수 없었다는 점, 행정부 산하 기

관으로 공무원들이 겸직했기 때문에 국가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민사사건의 법리나 법원을 통한 사건의 해결

이 아닌 검찰의 권위에 기댄 사건 해결이 많았다는 점, 점차 사건이 

증대하여 검찰 조직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이후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결국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률복지의 증진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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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법률구조법을 제정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되, 법무부 

산하에 독립성을 가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행정부가 주도하

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재단의 사업을 승계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진

행하도록 하고, 법률구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원 및 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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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률구조법 제정 이후의 법률구조 

1. 법률구조법 제정 배경 

  1979. 12. 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1980. 9.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 10. 13.에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추

진할 것을 지시하 고, 이에 법무부는 1981년 초에 ‘법률구조사업확대 

3개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데52), 1982년은 법률구조대상자 범위 

확충, 1983년은 법률구조사업의 신속․내실화, 1984년은 신속․충실한 

법률구조사업의 전개가 그것이다.53) 

  그러나 법무부가 주도한 검찰중심의 법률구조사업은 몇 가지 한계

에 부딪치게 된다.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설립 당시에는 검찰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고, 

검찰이 업무를 담당하여 예산의 절감 및 구조업무의 활성화에는 기여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1973년의 상담이 6,310건, 소송구조가 203건

이었던 법률구조실적이 1986년에는 상담이 158,203건, 소송구조가 

1,538건으로 상담건수는 25배, 소송건수는 7.5배 증가하 다. 더구나 

1987. 1. 1. 당시 전국에는 지부 12개, 출장소 36개소가 설치되었고, 

협회의 총 임직원은 501명이었는데 그 대부분이 겸직직원이고 순수한 

협회 전담직원은 46명에 불과하 기에 늘어난 법률구조 수요를 충족

시킬 정도의 충실한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수사기관인 검찰이 민사문제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적 자치

의 원칙을 해하고, 국민들도 법원보다는 검사의 권위에 의존하는 신

속한 민사문제의 해결을 선호하게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민․형사

52) 법무부차관 지시사항, 전국검사장회의, 대검찰청, 1981.

53) 정범재, 앞의 논문,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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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념 혼동은 국민의 법의식형성에 좋지 않은 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구조 업무량의 증가는 

검찰업무에 장애를 초래하며, 협회의 서비스가 형식적이고 사선변호

사에 비에 질이 떨어지는 한편, 정부나 권력의 향력행사로 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54) 이에 더하여 법률구조나 조언을 받

고자 하는 자의 상당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나 그에 관계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피해를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구조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하며, 변호사의 참여도가 적다는 비판도 있었다.55)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1972년부터 1977년말까지 6년간 구조완

결사건 7,340건 중 약 81%인 6,009건이 제소전 화해로 해결되었다는 

점이다.56) 1980. 8. 15.에 경주 신라호텔에서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장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6회 변호사 연수에서 토론된 내용을 살펴

보면 위 통계와 관련한 의미있는 의견을 발견할 수 있다. 당일 발표

자 중에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업

무를 변호사회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대구회 김 길 변호사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하는 것은 가정부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사회에서 다소의 부상

을 입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대개 소액의 

소소한 문제들인데, 법무부가 검찰기관을 통하여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불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배경으로 만일 돈

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어 입건하겠다고 협

박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두 번 불러서 지급하라고 하면 순순히 응

하게 되는데, 이를 변호사가 하게 되면 기업주 등이 조정을 받아들이

54) 정범재, 앞의 논문, 88면

55) 이용식, 앞의 논문, 28～30면

56) 이용식, 앞의 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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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건이 장기화되는바, 변호사협회가 이 일을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57) 

  사족으로, 위 토론회에서 이재운 변호사는 1976년도에 개인이 한국

노동법률상담소를 개설하여 4년간 상담을 해 보았는데 상담을 계속할

수록 변호사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가고 방위를 갈 수 있는가, 또는 군대를 면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 가장 많은 상담요청 내용이었기에 결국 중단하 고, 노동문제를 

전문화하여 상담을 실시하 더니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사

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 을 때 브로커 역할을 해서 변호사에게 오는 

사건이 거의 없었다58)고 이야기하고 있는바, 당시의 생활상과 국민들

의 법률의식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에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

었다. 첫째는 법률구조는 사인간의 사적분쟁해결이므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협회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의 인적․물적 여건이 

오히려 법률구조제도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둘째

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직무에 법률구조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

하자는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비판이 있었다. 셋째는 법무부 주도의 법률구조제도는 

존속시키되, 변호사협회는 협회대로 법률구조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

이다. 넷째는 국고로 법률구조, 국선변호, 행정소송 등을 통합 대행할 

사법복지공단을 설치하자는 견해인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있었다.59)   

57) 김 길 외,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장래”, 「대한변호사협회지」제6회 변호사연

수회 <특집>, 제59호), 대한변호사협회, 1980, 38～40면

58) 김 길 외, 앞의 논문, 46면.

59) 강원일, 앞의 논문, 88-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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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민간에서 법률구조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과 비

판이 있었고, 행정부로서도 급속히 성장하는 법률구조업무를 검찰 조

직을 이용하여 운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신규 군사정권으로

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는 점

이 맞물려 법률구조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법률구조법의 제정 

가. 입법취지

  법무부는 1986년 정부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7-1991) 수립시에 법률구조법 연구반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의 대폭 증액과 변호사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추진하 으나 이를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정의당60)

에서 법률구조 사업의 활성화를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채택하여 

1986. 11. 19. 김중권, 현경대, 이성열의원 외 32인이 의원입법으로 

법률구조법을 발의하 고, 1986. 11. 26.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86. 12. 2.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86. 12. 23. 동법이 제정․공포

되었고, 1987. 7. 1. 시행되었다.61) 

  발의 당시 제안이유는 “종전의 법률구조는 각종 민간주도의 법

률구조사업단체들이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국고보조의 미

흡, 임직(任職)의 비전문화, 검찰공무원의 사무겸직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법률구조사업

60) 대통령 전두환이 소속되었던 여당으로, 1985. 2. 12.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76석 

중 민주정의당이 148석, 신한민주당이 67석, 민주한국당이 35석, 한국국민당이 20

석, 무소속과 기타 정당이 6석을 차지하 다. 

61) 정범재, 앞의 논문,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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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을 육성·발전시키고 민간주도의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

단을 설립하여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나. 국회 의사록의 내용

  법제사법위원회62)에서 발언한 법률구조법안에 대한 최병국 전문

위원의 검토의견63)은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법률구조기준

에 의한 법률구조대상자가 전국민의 40.1%에 달하고 있으므로 법

률구조사업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법률구조사업을 체계화․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률구조법안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한법률구

62) 제13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986. 11. 26. 회의록 

63) 첫째 이 법안은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적절

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

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법률구조기준에 

의한 법률구조대상자만도 전국민의 40.1%에 댈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국가 차원

에서 법률구조사업을 체계화․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되므

로 이 법의 입법취지는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둘째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현재 법률적 뒷받침이 없이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구조사업단체들을 육성 발전시키

기 위하여 새로 법률구조법인등록제를 도입하고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대리

행위의 제한 비밀누설의 금지 수수료 등의 징수금지 등을 규정하여 동사업 운

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보조금의 교부 세제상의 지원등 이들 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의 활동기반

조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보았으며, 

 셋째 안 제8조에서 특수법인인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이 법에 의한 법률구조사

업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법률구조사업을 민간주도로 발전시켜 사업기반

을 확립하고 법률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넷째 안 제23조 제28조 및 제34조에서 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하고 동 공단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과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

구소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 등으로 보여지므로 각 타당

한 조치들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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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욱 의원이 ① 법무부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업무를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② 공단이란 용어

를 사용한 이유, ③ 법률구조협회와 신설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계, ④ 법률구조의 남용에 대한 변호사들의 직무와의 관련성은 

검토한 것인지를 질의하 다. 이에 대하여 발의의원 중 한명인 김

중권 의원은 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강한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 개인이나 몇 사람의 단체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

성이 있어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자 했고, ② 공단이

란 명칭은 법률구조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③ 부칙에서 

법률구조협회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 의무를 새로 설립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승계할 수 있도록 하 고, ④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답하 다.

  이후 법률구조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

사기간인 1986. 12. 1. 24:00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법제사법위

원장이 1986. 12. 2. 제19차 본회의에 심사중간보고를 한 후 상정되

어 다른 21개의 법안과 함께 가결되었다.64) 

다. 법률구조법의 주요 내용

  입법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

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밝

히고(제1조), 법률구조의 정의를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64) 제131회 국회 국회본회의의사록 제19호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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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으로 규정하 다(제2조). 법인으로

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산을 소유하고 법

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기

타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다(제3조, 제4조, 제34조). 법

률구조법인은 수수료 등의 징수와 법인명의의 대리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동 법인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

록 하 다(제5조 내지 제7조). 법인명의로 대리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 명의로 소송대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

다.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인 대한법

률구조공단을 설립하도록 하 고,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

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

다(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두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 다

(제19조, 제20조). 법률구조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되었고, 기금의 

운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정하 다(제23조, 제24조). 대한법

률구조공단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과 각종 세제상

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고(제23조, 제28조, 제34조), 법무부소

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다(제31조). 또한 

부칙으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 고,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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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협회의 직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의제하 다(부칙 제3조, 제4조). 

  제정 법률구조법을 요약한다면, 법무부가 운 하던 재단법인 대

한법률구조협회를 대신할 법무부 산하의 검찰조직에서 독립된 별

도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고 법률구조기금을 설치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이 이를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 법률구조업무 추진 

재원을 마련해 주었고, 현실적인 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의 어려움

으로 인해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조직을 

일단 승계하도록 하 고, 부수적으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대신, 국고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제정 법률구조법의 주된 목적은 법률구조제도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존의 법무부가 검찰조직의 겸직을 

통해 운 하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법무부가 감독하되 

검찰조직과는 분리된 독립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부수적으로 민간 법률구조법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라. 법률구조법 제정의 의의

  위와 같은 법률구조법의 제정의 의의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실정

법상의 제도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장하

게 되었고(법률구조의 기본권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민

간주도화를 지향하게 되었고(법률구조의 민간주도화), 법률구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나 정부의 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법

률구조의 독립성 확보)는 의견이 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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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률구조법의 제정의 의의는 법률구조의 목적을 가진 법

률을 제정했다는 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으로 검찰조직이 아

닌 독립되고 전문화된 기관이 법률구조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되며, 법률구조의 독립성 확보라고 보는 것은 무

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후 법률구조공단이 점차 발전하면서 법

률구조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에 더하여 법률구조법은 사회보장의 역에서 법률복지 분야

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입법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

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

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단순한 재판

청구권의 보장이 아닌 법률복지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

는바,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 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법률구조법 개정

가. 법률구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법률구조법의 제정 이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4. 12. 31. 개정. (1995. 1. 1. 시행)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

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업무준칙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

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65) 정범재, 앞의 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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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1. 12. 31. 개정. (2002. 3. 1. 시행)

  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

다. 

③ 2007. 3. 29. 개정 (2007. 6. 30. 시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 다(제21조의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 다(제22조의2).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대상을 대한법률구조공

단에서 법률구조법인으로 확대하 다(제2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적인 책임을 강화하 다(제

32조의2). 법률구조법인의 구체적인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법무부장

관의 감독권을 제한하여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

다(제35조 단서). 

④ 2008. 3. 28. 개정 (2008. 6. 29. 시행)

  국가에게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

축·운 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 고,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게에게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

다(제2조의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민주유공자,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농업인, 어업인 등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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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 다(제9조 제2항). 대한

법률구조공단이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 다(제10

조).  

⑤ 2009. 3. 18. 개정 (2009. 3. 18. 시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규정으로 변경하 다(제38조 제1항). 

⑥ 2009. 5. 27. 개정 (2009. 11. 28. 시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과 「수산업법」

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 다(제7조 제2항 제9호, 제10

호).

⑦ 2011. 9. 15. 개정 (2011. 7. 1.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  

   련 조항을 정비하 다(제7조 제2항 제1호).

⑧ 2011. 8. 4. 개정 (2012. 8. 5. 시행)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 다(제7조   

  제2항 제5호). 

⑨ 2011. 9. 15. 개정 (2012. 7. 1.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  

  련 조항을 정비하 다(제7조 제2항 제1호).

⑩ 2014. 5. 20. 개정 (2014. 7. 1. 시행)

  「기초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 다(제7조   

  제2항 제6호).

⑪ 2015. 6. 22. 개정 (2015.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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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하 다(제7조 제2항 제9호).

⑫ 2016. 3. 29. 개정 (2016. 3. 29. 시행)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  

  다(제6조, 제7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

나. 개정에 대한 평가

  수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08. 3. 28. 개

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

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법

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가 소외된 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여 경제적, 지리적인 소외계층에 속한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 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비용

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률구조대

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및 발전

가. 조직

  법률구조법은 부칙으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권리와 의

무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될 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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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공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

협회를 승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은 1987. 9. 1. 설립 당시 대한법률구조협회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승계하여,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검찰청에 대응하여 11개의 지부

를, 서울지방검찰청 관할 4개 지청에 대응하여 4개 직할출장소를, 

지방검찰청 관할 32개 지청에 대응하여 32개 출장소를 두고 출발

하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원, 변호사, 일반직 직원, 기능직 직원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겸직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외부 인사로는 법률구조신청사건의 구조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

한 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법률구조위원이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

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임명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었는바66), 검찰 업무의 일환

으로서가 아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성

격을 가지게 되었다.  

  공단 설립 당시의 임직원 현황은 임원 9명(비상임 임원 7명 포

함), 변호사 10명, 일반직 46명, 기능직 33명으로 총 98명이었으며, 

겸직 직원이 198명, 법률구조심사위원이 153명, 법률구조위원이 

110명이었는바, 겸직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아 설립 당시에는 조직

의 구성원이 검찰과 분리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67) 이후 지속적인 

겸직 인원의 감소 및 인원 충당을 통해 2018. 4. 11. 기준 공단의 

임직원 현황은 상임임원 2명(비상임 이사 8명), 변호사 127명, 일반

직 507명, 서무직 149명, 무기계약직 24명으로 총 809명이고, 겸직 

66)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관 제9조 제1항, 제2항, 제12조

67)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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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없어 검찰로부터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 다.68)  또한 조

직체계도 법원 조직에 대응하여, 본부,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67

개 지소, 7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69), 문화교육센터(김천)를 두고 있다.70) 

나. 구조 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양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도록 하 고,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

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 다. 

(법률구조법 제21조, 제22조)  

  법률상담은 상담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제한이 있다. 

  초기의 법률구조대상자71)는 ① 전체 농․어민, ② 월수입 4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세상인, ③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위관장교(尉官

將校) 이하의 군인, ④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⑤ 기타 세민 등이었고, 이는 전국

민의 43%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되는 수준이었다.72)  

68)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경 공시 참조. 

   http://www.klac.or.kr (2018. 12. 16. 방문, 이하 동일)

69) 「법률구조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동법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 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한 

제도로서 2016. 5. 29.에 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었다.  

70) 대한법률구조공단 홉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소개 > 일선기관 참조. 

71) 법률상담은 대상자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관에서의 법률구

조대상이란 소송구조의 대상을 지칭한다.  

72) 정범재, 앞의 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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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31.이후 시행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데, ①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로서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② 「선원법」상

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③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어업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④ 법원으로부

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

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

청인, ⑤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

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⑥ 법원이 소속변호

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⑦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

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

아동 포함), ⑧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

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그러하다.73) 

73)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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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농·어업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세담배소매인

소년·소녀가장

소상공인

의사상자

가족관계등록부미등록자

6.25전쟁 전시납북자 가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결혼이민자·귀화자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청년미취업자·대학생

미혼부

저소득 재해근로자 및 유족(경상

남도 소재 사업장 소속에 한함)

국내 거주 외국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선원

법상의 선원

소득에 따른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 등 법률구

조비용은 구조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또는 출

연기관의 출연‧지원‧기부가 있는 경우 출연금‧지원금‧기부금으로 

법률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는데, 위 법률구조

대상 사건 중 이렇게 법률구조비용의 전부가 충당되는 사건이 소

위 무료 법률구조사건이고, 일부만 충당되거나 충당이 되지 아니하

는 사건이 소위 유료 법률구조 사건이다.74) 

  위 규정에 따른 법률구조대상자를 신분, 소득, 사건유형 등에 따

라 재분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정리된 기준은 아래

와 같다. 

민사․가사 사건 법률구조 대상자

74)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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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피해유형)

에 

따른 대상자

범죄피해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임금등 체불 피해근로자

임금등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

련 피해선원

물품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소비

자

불법사금융피해자

학교폭력피해학생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저소득교통사고피해자

제도에 따른 

대상자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청구인

법원의 소송(절차)구조 결정 사건 피구조자

법원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 신청인

기타 대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

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농·어업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세담배소매인

소년·소녀가장

의사상자

가족관계등록부미등록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결혼이민자·귀화자

소득에 따른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사건(피해유형)

에 

따른 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인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제도에 따른 

대상자

법원, 검찰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피해자·피의자·피고인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포함)

기타 대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

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형사사건 법률구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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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 대상자의 범위가 간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복잡하

게 된 경위는 법률구조법상의 국가가 출연하는 법률구조기금의 운

용만으로는 소송구조를 충분히 할 수 없다는 명분을 근거로 법률

구조공단은 조직 및 구조 대상자 범위 확장을 위해 노력하 고, 이

를 위하여 국가 기관, 각종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여 그 기금을 이용하여 

기금 출연 목적에 따른 구조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무료 소송구조 

대상자와 출연기관을 나열해 보면, 농업인은 농협에서, 어업인은 

수협에서,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는 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는 건

설공제회에서, 소상공자 업자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서, 세담배소매인은 KT&G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

공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체후유의증, 특수임

무수행자 등은 보훈처에서, 의사자유족등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한은행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보호대상아동은 사법서비스진흥기

금에서,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 및 가정폭력과 성폭

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에서,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에서, 한부모가

족 양육 및 인지 관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원은 선원센터에

서, 전시납북자가족은 가족협의회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재단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는 국민은행에서, 청년미취업자와 대학생은 KD산

업은행에서, 개인회생및파산․면책 신청자는 서울보증보험, 사법서

비스진흥기금, 한국증권금융꿈나무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 

출연을 하 다. 현재도 위와 같이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무료 소

송구조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협약 체결 기간이 종료하고 더 

이상의 갱신이 되지 아니하면 무료 소송구조 대상자의 범위가 축

소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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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대상자의 확대 이외에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대상사

건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시에는 검찰조

직과 사실상 분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형

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법률구조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도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점차 대상사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2014년에는 민사․가사사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

사건이 대상사건이었고,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은 법률구조를 할 수 있었다. 이후 대상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현재의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법원, 군사법원, 헌법

재판소가 「법원조직법」제2조,「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

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한다) 및 행정심판의 대리‧변
호‧보조 등 지원사건으로, 대상사건에 대한 제한은 사라진 상태이

다.75) 

다. 구조실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직후 5년76)과 최근 5년간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실적7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5)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3조 제1호, 제2호

76) 대한법률구조공단, 앞의 책, 269면

77)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 참조. 이하 동일 법률구조공단 통게자료 출처는 이와 동일

   http://www.klac.or.kr (2019. 1. 2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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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의 경우 1987년(9.1.~12.31) 65,450건, 1988년 228,646건, 

1989년 238,000건, 1990년 350,588건, 1991년 262,832건이었는데, 

2014년(2013.9.~2014.8.) 1,322,686건, 2015년 1,491,631건, 2016년 

1,506,034건, 2017년 1,401,246건, 2018년 1,322,686건으로 1988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약 5.78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공단 조직

의 확충과 홍보 이외에도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해 법

률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최

근에는 이러한 직접상담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다만 2016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상담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민사 등 소송구조의 경우 1987년(9.1.~12.31) 519건, 1988년 2,247

건, 1989년 2,467건, 1990년 3,062건, 1991년 4,965건이었는데, 2014

년(2013.9.~2014.8.) 141,720건, 2015년 143,778건, 2016년 150,779건, 

2017년 152,076건, 2018년 149,906건으로 1988년과 2018년을 비교하

면 약 66.71배 증가했다. 2018년 소송구조 등 사건의 비율을 살펴

보면, 임금 등 92,999건(62.0%), 가사 9,662건(6.5%), 대여금 2,461

건(1.6%), 개인회생·파산 등 10,170건(6.8%), 손해배상 4,414건

(3.0%), 기타 30,200건(20.1%)이다. 이를 보면 노동부가 지원하는 

임금 등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소송 전 구조사건”이란 개념이 존재

하는데, 이는 소송구조결정을 하 으나 소송에 이르기 전에 공단 

직원의 노력 등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을 말한다. 이

러한 소송 전 구조사건의 경우 1987년(9.1.~12.31) 4,827건, 1988년 

16,344건, 1989년 17,491건, 1990년 17,371건, 1991년 16,037건이었는

데, 2009년 120건, 2010년 115건, 2011년 133건, 2012년 123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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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6건으로 1988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약 0.71%로 감소했고, 

2014년(2013.9.~2014.8.) 이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는 그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공단의 지부장을 검찰정의 검사가 겸

직하고, 공단 직원의 대부분을 검찰청 직원이 겸직하던 공단 초창

기에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권위

에 힘입어 공단 직원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경

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검찰 조직이 분리가 진행되고 국민들의 권

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설립 당시에는 소송구조 대상

이 아니었으나, 1996년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시작하여 

1996년 654건, 1997년 1,954건, 1998년 2,716건, 1999년 3,752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8년 25,952건(20,381건)78)을 정점으로 

2009년 24,619건(18,549건), 2010년 19,579건(15,039건), 2011년 

13,888건(10,113건), 2012년 13,612건(9,926건), 2013년 14,000건

(11,926건)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2013.9.~2014.8.) 20,405건으로 증

가하 으나 2015년 22,188건, 2016년 21,068건, 2017년 19,316건, 

2018년 17,405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5.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의 법률구조

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법 앞

에 만인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신에 기초하여 가난한 자, 억울

한 자, 법을 알지 못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

78) 괄호 안 숫자는 법원에서 공단의 변호사 등이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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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

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의 첫 여성 변호사인 이태  박사

에 의해 1956. 8. 25.에 창설되었고, 1988년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

록하 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본부는 서울 등포구 국회

대로76가길 14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2. 1. 현재 국내 27개 

지역에 지부가 설치되어 운 중이고, 미국 내 12개 도시에 지부를 

설치 혹은 설치 준비 중에 있다. 

  법률구조사업은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 작성, 소송구

조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가사사건에 한정

하지 아니하고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

쳐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전화, 순회, 인터넷, 출장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중이고, 직장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야간상

담도 매주 월요일에 진행중이다. 화해조정은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

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소장 등 서류 작성은 서

류작성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다. 소송구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의 진행은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또는 자원봉사 변호사들

로 구성된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1977년 목요법률강좌를 개설한 이래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정기 강좌로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

개강좌, 비혼모자 가정을 위한 워크숍,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법 교육 및 부모역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1956년 창립 이래 2017년 말일까지 본부가 1,629,508

건을, 지부가 2,253,878건을 진행하 다. 2017년에 한정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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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년 동안 147,584건을 상담하 는데, 본부 81,982건, 전국 27개 

지부 65,602건이었다. 본부의 처리건수를 보면 법률상담 75,431건, 

화해조정 4,643건, 소장 등 서류작성 1,388건, 소송구조 520건이었

다. 2018년 10월 통계치를 보면 본부(서울)이 6,804건을 상담하여 

법률상담 6,148건, 화해조정 505건, 소장 등 서류작성 113건, 소송

구조 38건이었고, 27개 지부는 7,239건을 상담하여 법률상담 5,598

건, 화해조정 1,584건, 소장 등 서류작성 44건, 소송구조 13건이었

다.79)    

나.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재

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 으나, 1980년에 법무부에서 불허되었고, 

1986년부터 내부에 ‘법률구조사업회’를 설치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 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예산으로 충당되는 법률

구조예산에 의해 운 되는 법률구조사업회만으로는 늘어나는 법률

구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은 물론, 구조범위를 확대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2002. 11. 25. 임시총회에서 ‘재

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설립을 의결하여 2003. 3. 19.에 

설립허가를 받아 동년 12. 19.에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004. 1.에 

업무를 시작하 다.80) 이후 2009. 12. 4.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

률구조법인으로 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79)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www.lawhome.or.kr) 자료; 2017년 

통계자료는 홈페이지 > 조사연구 > 통계자료 > 2017년도 상담통계를, 2018년 10

월 통계자료는 홈페이지 > 출판홍보 > 월간 가정상담 > 2018년 12월호의 상담

통계를 인용했다. 2018. 12. 18. 방문 

80) 정주교, 앞의 논문,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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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

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

하게 될 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국제법상 난민, 북한이탈주

민,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기타 재단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

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이다.81)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신청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재단이 지급하고, 대체 지급된 소송비용은 구조사건 종

료 후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상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

는데, ① 승소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 ② 패소한 사건, ③ 형

사사건, ④ 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 불가능한 사건은 소

송비용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 면제될 수 있다.82)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구조실적은, 2004년 61건, 

2005년 31건, 2006년 37건, 2007년 20건, 2008년 98건, 2009년 164

건, 2010년 355건83)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구조실적

을 살펴보면 1,446건 중 1,251건이 구조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양육

비 신청 847건 중 793건, 성폭력 사건 83건 중 77건, 가정폭력 신

청 49건 중 46건이 구조되어 구조 1,251건 중 916건이 양육비, 성

폭력,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 비율이 73%에 이른다.84) 이렇게 양육

81)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www.legalaid.or.kr) 사업소개 > 법률

구조사업소개 참조

82)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법률구조사업소개 참조 

(2018. 12. 18. 방문)

83) 호문혁,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나아갈 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

대회 자료집」, 2011. 6. 별지 6~7면

84)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재단활동 > 2016년도 



- 55 -

비, 성폭력, 가정폭력 구조 사건이 급증한 것은 2010. 3.에 여성가

정부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2011. 3.에 여성가

족부와 함께 한부모가정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작하 고, 2012. 

10.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업무협약을 체결

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

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평등

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

를 위해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

료로 제공하여 법적인 해결 차원에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민주헌

법정신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 법률강연 및 교육, 홍

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병행하여 국민의 법률복지에 이바지하여 

평등과 정의가 공의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1999. 

8. 26.에 창설되었고, 2002. 5. 24.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 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서울 양천구에 본부과 교육원 및 가

정폭력상담소를 두고 있고, 3개의 출장소와 지방에 6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면접, 전화, 편지, 온라인, 이동순회상

담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계몽사업을 위하여 무료 수요법

률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모의 별거 및 이혼으로 갈 곳이 없는 

자녀를 보호해주는 임시보호소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임시보호

10~12월 재단 알림이 > 2016. 12. 30. 알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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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설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민 여성을 위한 조기

정착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실적은 1999. 8. 26.부터 2018. 11. 30.가지 총 310,921건(본원 

151,431건, 6개 지부 2,342건)의 상담을 하 고, 2018. 9.부터 2018. 

11.말까지의 기간 동안 총 4,063건(본원 1,721건, 6개 지부 2,342건)

의 상담을 하 고, 본원의 경우 절차교시 1,399건, 조정화해 318건, 

무료대서 3건, 소송구조 1건이, 6개 지부에서는 절차교시 1,596건, 

조정화해 721건, 무료대서 25건이 이루어졌다. 상담사건 유형은 본

원 기준 가사사건이 747건(42.82%), 민사사건이 685건(39.80%), 형

사사건이 134건(7.79%) 비율이었다.85) 

라. 소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한 3개 단체

가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 법률구조 사건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교

하 을 때 민간에서의 법률구조는 규모나 실적 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이 활발하

으나 이러한 성장도 가정법원 내에 상담소를 설치하 던 것에 기

인한다고 보인다. 

  민간의 법률구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곳이 많고, 정부의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구조라는 점이 장점이나, 대부분 무

상지원 구조인바 규모의 세성에 비추어 법률구조 확대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86). 또한 그건 공공 역의 법률구조는 대한법

85)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lawqa.jinbo.net) > 공지사항 > 

법률복지 > 법률복지 제75호 참조(2018. 12. 18. 방문)

86) 전광석 외 4인, “법률구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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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구조공단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민간 역의 법

률구조는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된 1987

년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

쉬움이다.87) 

6. 사법부의 법률구조

가. 민사상 소송구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84년에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라는 재판예

규를 제정하 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 다.  

(1)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88)은 소송상의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구

조의 요건(제118조)을 완화하고, 구조의 객관적 범위(제119조)를 

확대하 다. 먼저 제118조 제1항에서 “자력이 없는 자”를 “자력이 

부족한 자”로, “승소의 가망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를 “패소할 것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여 구조의 요건

을 완화하 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 제118조의 “자력이 부족한 자”

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각급 법원이 그 활용을 꺼리는 

2. 101면, 동 연구에서도 대한변협 법률구조에 대하여 재단 규모가 세하고 실제

적으로 대부분 무상지원 구조인바 재정상 법률구조 확대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지원 형태가 단순하다는 점, 변호사들만의 단체라 사회의 다른 단체들과의 연

계가 부족하다는 점, 소송구조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고 있다. 

87) 황승흠, “법률복지사회를 위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

립 반세기 기념 심포지엄1 자료집」, 2008. 6. 17면. 

88) 1990. 1. 13. 개정, 1990.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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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는 비판89)을 받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소

송구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소원이 수 차례 제기90)

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

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

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

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

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

대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

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

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

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하 다. 

89) 손기식,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대법원, 

2000년, 25면

90)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바7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1헌바

2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1헌바97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100·2002헌바7(병합) 전원재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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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모 재판관은 「민사사건 등의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예외적인 사건

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사건과 같은 조건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재

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

고 생각한다. 헌법은 형사사건에 못지 않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

건을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지 아

니함이 분명하다.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이 집단에 해당하는 자

가 입법적인 배려에서 누락되었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말

한 위헌심사기준 중 입법목적 달성수단이, 평등권의 경우 합리성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할 것이고, 재판청구권의 경우 필요최소한의 제

한이라는 요건을 벗어나,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선언을 

하면, 자력의 부족만 소명되면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사건의 소송

구조를 허용하여야 하는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

로, 위헌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91)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시 패소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관하여도 「구조결정을 받은 피구조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유예받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해 자력이 부족한 자의 재판을 받을 권

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서 이를 부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자는 본안

91)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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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력이 부족한 자에 의한 남

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인 국고로 자력이 없는 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력이 있는 자

에 비하여 오히려 지나치게 보장하게 되어 불공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소송상 구조의 범위가 자력이 부족한 자의 법원에의 접근을 방

해하여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단지 명목적인 권리가 

될 정도로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

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 다. 92)

  민사소송법 제119조에서 “집달리의 보수,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변호사 및 집달관의 보수

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로 바꾸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이 경우 변호

사나 집달관이 보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 다. 관련 민사소송규칙 역시 1990년에 함께 

개정되어 동 규칙 제18조의2(변호사등 보수의 결정)를 신설하여 제

1항에서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할 변호

사나 집달관의 보수액은, 보수를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상

의 구조를 한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

는 「집달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 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4년에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

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

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자력

92)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결정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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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 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

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

다”93)고 판시하여 여전히 소송구조의 요건을 좁게 해석하 다. 

  1986년 이후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시까지 소송구조 실적은 다

음과 같다.  1986년 10건(1건)94), 1987년 5건(3건), 1988년 16건(9

건), 1989년 7건(0건), 1990년 3건(1건), 1991년 10건(5건), 1992년 

16건(5건), 1993년 21건(3건), 1994년 70건(19건), 1995년 70건(21

건), 1996년 200건(50건), 1991년 103건(21건), 1998년 119건(29건), 

1999년 138건(61건), 2000년 132건(28건), 2001년 269건(98건), 2002

년 362건(202건)이다.95)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

송구조 실적은 미약하 음을 알 수 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간 소송구조 신청건수는 879건이고, 인용 건수는 242건이므로, 

연 평균 87.9건이 신청되었고, 24.2건이 인용되었다. 참고로 신청 

및 인용 건수가 2002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200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향으로 보인다.  

  2001년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상 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할 것인데, 여

93) 대법원 1994.12.10. 자 94마2159 결정

94) 괄호 안 숫자는 인용된 건수이다. 

95) 통계자료는 사법연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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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

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

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

로 제1심에서 패소하 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

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

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6)라고 판시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점에 있어서 전원합의체 

결정이 아님에도 기존의 94마2159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경우 일부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 다. 

(2)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2002. 1. 26.에 전부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은 소송구조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 다. 구조요건과 관련하여 첫

째,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직원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 다(제128조 제1항). 동 조항을 통해 당사

자가 소송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도 소송구조를 

96) 대법원 2001.06.09. 자 2001마10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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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이 사건의 승패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분

쟁당사자가 소송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이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소송구조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다(동조 제4항 신설).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에서는 구조신청의 서면주의(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

1항), 신청서에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에 관한 

서면제출 의무(동조 제2항),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지급에 관한 

절차 및 시기를 명문화(제26조 제1항), 구조 취소의 종기 및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제27조 

제1항, 제2항) 등을 규정하 다. 동 민사소송규칙에 포함된 내용 

중 소송구조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어 보이며, 구

조신청의 서면주의나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에 관한 서면제출 

의무 등은 오히려 소송구조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

소가 될 수도 있다. 

  구조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첫째, 일부구조를 명문으로 인정

하 다(제129조 제1항). 둘째, 소송구조의 대상에 “대법원규칙이 정

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추가하 다(제129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의 변화는 없다. 

  소송구조 신청 건수 등을 살펴보면, 2002년 362건(202건)97), 

2003년 738건(294건), 2004년 1,134건(456건), 2005년 1,101건(357

건), 2006년 5,762건(4,715건), 2007년 4,528건(3,110건), 2008년 

97) 괄호 안 숫자는 인용된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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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건(3,743건), 2009년 5,810건(3,944건), 2010년 5,310건(3,507건), 

2011년 5,803건(3,715건), 2012년 7,045건(4,516건), 2013년 8,930건

(6,045건), 2014년 9,708건(6,143건), 2015년 9,666건(6,244건), 2016년 

7,952건(4,315건), 2017년 6,330건(2,890건)이다.98) 

  2002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5년에 정점을 찍고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과 2017년을 비교한다면 신청건수

는 약 17.48배, 인용건수는 약 14.30배가 증가하 다. 민사본안사건 

접수는 2002년에 1,405,956건이었는데, 2017년은 1,753,088건인바, 

민사본안 사건은 약 1.24배 증가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소송

구조 실적의 비약적인 증가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구조의 급격한 

증가의 계기는 2005년 무렵부터 법원이 시행해 온 개인파산·면책·

회생사건(이하 ‘개인도산사건’이라고 한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

도와 개인도산사건에 대한 별도의 소송구조 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즉, 위 소송구조 실적에서 개인도산사건수를 제외

하면 2006년은 383건, 2007년은 1,029건, 2008년은 1,027건으로 약 

1,000건 내외라고 하는바99), 2002년에 비교하면 약 5배 정도 증가

한 것이나, 결국 소송구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100)   

나. 형사상 국선변호인

  1986년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7년 개정

으로 구속적부심사가 도입되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부심사를 

98) 통계자료는 사법연감을 참고하 다. 

99) 전광석 외 4인,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39～43면

100) 소송구조제도의 운 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른 소송구조 요건의 상세한 변화

는, 김도훈, 앞의 논문, 333~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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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

되었고, 1995년 개정으로 체포 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체

포적부심사청구시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되었다. 이후 2006. 7. 

19. 개정되어 2006. 8. 20.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로 규정하여 기존 규정에 

1.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추가하 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

도록 규정을 완화하 고, 동조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

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 다.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를 살펴보면, 1986년 28,399건, 1987년 

29,164건, 1988년 27,309건, 1989년 26,448건, 1990년 26,320건, 1991

년 26,146건, 1992년 25,361건, 1993년 28,034건, 1994년 28,101건, 

1995년 28,372건, 1996년 32,330건, 1997년 34,585건, 1998년 51,080

건, 1999년 58,307건, 2000년 56,968건, 2001년 56,643건, 2002년 

61,370건, 2003년 84,401건, 2004년 89,587건, 2005년 62,169건, 2006

년 63,973건, 2007년 80,360건, 2008년 91,883건, 2009년 101,559건, 

2010년 103,980건, 2011년 101,672건, 2012년 109,571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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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73건, 2014년 124,834건, 2015년 125,356건, 2016년 121,527건, 

2017년 122,531건이었다.  

  형사 공판사건 총수는 1986년 155,938건, 1992년 192,100건, 2002

년 279,747건, 2012년 378,617건, 2017년 371,887건임을 비교할 때, 

국선변호 비중은 1986년 18.21%, 1992년 13.20%, 2002년 21.93%, 

2012년 28.941%, 2017년 32.948%인바, 형사사건의 소송구조는 완

만히 비율이 증가되어 왔다. 

  참고로 2004. 9.에 시범실시하기 시작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2006년부터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시행되

었고, 2004년 11명에서 2006년 41명, 2009년 120명, 2013년 197명으

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형사소송상의 법률구조 제도인 국선변호인인 제도는 1986년 법

률구조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가능

해졌다는 점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는, 국선변호인 선정비율은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 을 따름이다. 

다. 소결

  법원의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통한 법률구조 사업은 법

원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고, 변호사 수의 급

격한 증대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불성실한 민사사건 대리나 형사

사건의 변호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적극적으

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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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7. 개별 법률에 따른 법률구조

가. 헌법재판소법상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헌법소원의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

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

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

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유사한 법률복지수급권 

규정이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도록 하면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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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전

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30조는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 제6항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검사가 피해자를 위한 국

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성폭력범죄 관련 법

률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

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

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경우 범죄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형사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범죄가해자를 상

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진다. 

  앞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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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률은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

을 받거나 혹은 의료치료 등을 제공받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

으며, 법률 전문가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조력을 할 수 있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법률구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는 

상담소의 업무로서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

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에 

대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상담소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수급권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법률구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호, 제

11조 제1항 제5호는 상담소의 업무로서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을 규정하고 있다. 앞선 가정폭력방지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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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5호에는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

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헌

법재판소 이 모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일부 부합하는 법률복지수

급권이다. 

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법률구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는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구조 요

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자. 임금채권보장법상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은 체당금 청구시에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는 

문제는 생계유지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률복지수

급권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  

차. 노동위원회법상 권리구제 대리 제도

  「노동위원회법」은 제6조의2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근로기준법」등에 관한 사무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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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 인신보호법상 국선변호인 제도

  「인신보호법」제12조는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

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

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

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수용된 경우는 「형사소송

법」상의 불법 체포나 구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인바, 신체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 

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 에 관한 예규」(재일 2002-2)를 

2005. 11. 14.에 개정하여 2005. 12. 1.부터 시행한 때부터 2017. 10. 

17.에 개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할 예규에 이르기까지 개인파

산 등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를 정하고 있다. 예규 제22조에 따르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

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③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60세 이상인 자, 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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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

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되, 소송구

조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의 작성, 

개인파산․회생 신청서의 작성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파. 소년법상 국선보조인 제도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

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

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 소결

  법원의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사 제도 이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개별 법률에서 법률구조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률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 예시 법률이 그러한 법률

을 모두 열거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이유는 그 개별법에서 보

장하고자 하는 권리를 실질적인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별법

을 통한 법률구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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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개별법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구조법이 추구하는 법률구조

를 통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개

별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권리로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

렇다면 법률구조법의 정신은 이미 많은 곳에 수용되어 있다고 사

료되는바, 법률구조법은 재판청구권을 넘어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이처럼 입법부도 법률구조법 이외에도 많은 개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법률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8. 기타 법률구조

가. 마을변호사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안전행정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시켜 주고,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로서 2013. 5. 1.에 마을변호사 위촉으로 시작되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216개 읍, 1,198개 면, 

2,073개 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전개

하는 것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은 굳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법

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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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

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상담 후 법

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에 연락하여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최근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무변촌이나 농어촌 거주

민의 법률복지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법률홈닥터 제도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홈닥터'로 직접 채용, 지

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여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

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20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국 60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

의회에 법률홈닥터 6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법률상담, 법 교육, 법

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이고, 지원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

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수행은 

법률홈닥터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다. 기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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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세이

브 더 칠드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고

유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법률복지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익활동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 사무소나 단체

가 설립되어 꾸준히 법률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 평가

  제정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초기에는 재단

법인 대한법률구조재단의 인력과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 기에 여전히 

검찰과 동일한 조직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계속된 인적·물적 분리과

정을 통해 현재는 검찰과는 분리된 독립 기구가 되었다. 또한 민사사

건 및 형사사건 등에서의 법률구조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어느덧 대한민국 법률구조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구조법의 제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사법부도 법률구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부응하여 민사사건의 

소송구조 범위를 해석을 통해 확대하여 법률구조의 확대를 위해 노력

하 고,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그 국

선변호인의 선정비율이나 변론의 성실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

히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의 도입이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송구조 및 형사국선 사건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또

한 소송이 분쟁의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조정센터

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유하여 판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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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양보와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분쟁이 종결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구조법 제정 이후, 행정부가 주도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규

모와 법률구조 실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법원의 소송구조 및 국

선변호인 제도가 변화되고 그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민

간의 법률구조는 이러한 증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 다. 이로 인해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서는 행정부는 법률구

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및 발전으로, 사법부는 소송구

조 및 국선변호인 제도 등의 확대로, 입법부는 개별적인 법률에 실절

적인 법률구조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의 노력을 해 왔으나, 국가 권

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민간의 활

동은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하여 크게 발전

하지는 못하 다.  

  그러나 변호사 수의 증대 및 인식 변화로 인하여, 어느 정도 규모

가 필요한 기존의 경직된 법률구조 사업에 일부 참여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소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만들어진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의 출범,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동천”의 출범, 2012년 비 리 공익

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의 출범 등이 그것이다. 이는 

주목할 만한 사회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실질적 평등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 

및 사회 약자 계층의 권리 확보를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해방 이후는 

농민들이, 1970년대에는 공장 근로자들이, 1980년대에는 사무직 노동

자들이 해 왔고,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은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차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공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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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법률구조를 사업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기 시작한 것이고, 변호사 수의 증대에 힘입어 그러한 변호사들이 점

차 증가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구조 제

도가 성장하고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이며, 법률구조법은 이에 

발맞추어 법률복지의 향상을 위한 입법 목적에 맞게 사법부와 행정부

의 법률구조 권한과 역할을 균형있게 조율함과 동시에 민간의 기존 

법률구조 단체들은 물론이고 새롭게 출현한 공익 변호사 집단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향후 법률구조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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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률구조법의 발전 방향 모색

1. 기존 논의의 문제점 및 논의 방향 

  그동안의 법률구조법에 대한 연구는 법률구조법상 권리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으며, 법률

구조법에 대한 연구 내용도 대부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으니 법률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

률구조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87. 7. 1.부터 30년

이 넘은 시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

조공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법률구조 사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대상이 되고, 이외

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협약을 통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있어 법률구조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다.101) 이에 기존의 법률구조법에 대한 논의들을 적극적로 수용하여 

현재에 반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법률구조법이나 대한법률구

조공단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혹은 여러 단체들이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자

와 법률구조 서비스 수요자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간

극을 줄이고, 제공자인 법률구조기관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101) 서범석, “법률구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

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

동조합, 2018. 12. 14.,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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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논의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법률구조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

도록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닌 다

른 법률구조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물망과 같은 폭넓고 다

양한 법률복지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법률구조법이 한국 법률 체

계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념을 재정립하여, 단순히 

재판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복지라는 사회보장을 

위한 것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법률복지

수급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하 논의는 이론적인 개념 

정립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2.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복지수급권

가. 권리 개념으로의 재정립 필요성

  법률구조법의 입법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

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구조가 국민의 권리 보호가 

아닌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법률구조

가 국민의 권리가 아닌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이라고 해석이 된다

면 국가는 재정상황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법률구조의 범위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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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사회보장입법에 있어서는 국회가 폭

넓은 입법재량권을 가진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연결된다. 

  그런데 이미 현실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법률구조법과 그 하위규

정들은 국민의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

률구조를 받을 권리는 소송구조를 청구할 권리로서 민사소송법 및 

이를 준용한 행정소송법과 가사소송법 등에서도 보장받고 있고, 국

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이나 각종 성폭력 관련 특별법 

등에서도 보장받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이나 다른 여러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를 받은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은혜의 수혜이고, 국가는 법률구조의 대상자와 구조 범위를 확대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법률구조를 받을 권

리를 정립하여 법률구조가 국민의 권리행사에 따른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고 이론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과 권리 행사의 한계 등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침해 불가능한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법률복지의 축소나 후퇴를 방지하

고, 개개인의 국민이 당당하게 법률구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 대립당사자 쌍방이 모두 법률구조가 필

요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권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함으로써 

적정한 권리의 한계선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본

주의 시장에서 비용을 받고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서비스 시장을 

고려할 때 법률구조가 변호사 시장에 어디까지 역을 넓힐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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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논의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를 법학의 ‘권리’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선진 연구자들은 “법률

구조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102), “법률구조청구권”을 

“재정적으로 궁핍하여 자신의 권리실현과 방어를 위한 재판절차에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절차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구조청구권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비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을 위

하여 완벽한 권리구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이유로 그러한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개인에게 국

가의 배려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법률구조청구권이고, 이러한 법률

구조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법률상담과 법률서류의 작성에 

도움을 받을 권리, 재판비용의 면제를 받을 권리, 적정한 소송대리

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03) 

  한편 재판청구권과 법률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점

에서는 동일하나 그 보호내용을 달리한다는 견해가 있다. 재판청구

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법률구조청구권의 주체는 경제적․사

102) 예를 들면 민경식,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

문집」, 제26집 제1호, 중앙대 법학연구소, 2002, ; 김대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핚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2. : 오진 ,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8. ; 박기

헌,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민사법률구조제도 발전방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3. 12. 

103) 민경식, “법률구조의 이론적 전망과 실제”, 「법학논문집」, 제23집 제2호, 중앙

대 법학연구소, 1999.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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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약자이고, 재판청구권은 사법행위청구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문청구권, 공정하고도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를 그 내용으로 하고, 법률구조청구권은 경제적 이유로 국가가 보

장한 재판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에게 국가의 배려를 요구하

는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므로 양자는 엄격히 말하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어떻게 구

성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의 내용 중에 당연히 법률구조청구권이 포

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재판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법을 통해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법치국가는 그 근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법률구조청

구권은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법치주의를 완성시키

는 기본권으로 양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104) 

  법률구조청구권이란 용어는 주관적 공권이며 구체적인 청구권이

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견해차이가 있는 것처럼 

재판청구권과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법적 권리로서의 개

념을 정립함에 있어 기존의 재판청구권의 논의를 빌려와 국민이 

제공받는 법률구조 혹은 법률서비스를 재판청구를 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은 그 권리의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전 단계에서의 법률구조, 즉 이혼을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설득하거

나 이혼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

초 지식이 필요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등도 존재함을 생각한다면, 

재판청구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104) 박기헌, 앞의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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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법률구조법이 없거나 법률구조 환경이 척박했던 시기에 사

회적․경제적 약자가 법률구조 혹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음을 강조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청구권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해가 되나, 현재

에는 법률구조법이 존재함과 동시에 여러 개별법률에서 직접 권리

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성을 부정할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 내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판단을 하거나 혹은 거래에서의 합리적

인 협상을 하기 위한 법률지식을 얻기 위한 법률상담 등도 이러한 

권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아우르는 용어가 

필요하다. 

다.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복지수급권의 필요성과 근거

  노령, 출산, 사망, 장애, 실업 등의 인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

서 노출되는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이고, 이러한 사회보장의 역을 규율하

는 법이 사회보장법이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은 헌법의 복지국가원

리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역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을 지칭하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보장법과, 개인의 사회

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고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

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이 존재한다.105)

105) 전광석, 박지순, 김복기 공저, 「사회보장법」 제4판, 2017. 신조사,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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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에는 포함된다. 

  나아가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

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직

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법인을 설립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개인에게 ‘법률구조’라는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구조법은 좁은 의미의 사

회보장법에도 포함된다.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인으로부터 혹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등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필연

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권리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국가

가 만든 사법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경쟁적인 자본주의의 체제 

내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법제도를 이

용하지 못하는 자는 역시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 바로 법률구조법인바, 

법률구조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경

제적 혹은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성격을 명확히 갖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권리

를 ‘법률구조청구권’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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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

에 새로운 명칭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사회보장법의 역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급

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상

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나눈다.106) 이때 

공공부조법체계의 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수급자’라고 표현하 고, 사회복지관련법체

계의 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자

를 ‘수급자’로 표현하 으며,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

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를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표현하 다.107) 

  법률구조법에 따라 지원받은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

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은 결국 위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국민이 받는 사회서비스의 일종이고, 그 사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이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준에 따른 법률구조의 구체

적인 사유에 따라 사회보상법, 공공부조법 혹은 사회복지관련법과 

유사한바, 이를 「사회보장기본법」의 용어 사용례에 따라 ‘수급권’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복지수급권’처럼 그 보장 급

부가 다양하므로 ‘법률복지수급권’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법률구조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체계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에 부합하는 측면은 찾기 어렵다. 

106) 전광석, 박지순, 김복기 공저, 앞의 책, 10면

1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의3 제

2항,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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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상법체계는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한, 혹은 특별히 공동

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을 규율하는데, 관련 실정법으로 「국가

유동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등이 

있다.108)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

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는 사회보상법체계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부조법체계는 전통적으로 빈민구호제도로부터 발전하여 왔

고,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과제를 갖고 있으며,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과 달리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

회정책적 목적에서 기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등이 있다.109)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는 공공부조법

체계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관련법체계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

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능력 및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집단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이 있

다.110)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는 사회복지관련법체계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살펴 본다면,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는 사회

보상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복지관련법체계의 성격을 모두 

갖는 권리이며, 단순한 재판청구권이 아닌 사회보장법상 권리로서

108) 전광석, 박지순, 김복기 공저, 앞의 책, 14면

109) 전광석, 박지순, 김복기 공저, 앞의 책, 14~15면

110) 전광석, 박지순, 김복기 공저, 앞의 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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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법률복지수급권’이라는 용어가 적

절하다고 하겠다. 

  이미 빈곤계층 내지 법률무지계층이 이른바 '법원 접근권'이 사

실상 봉쇄되어 그들의 절차법적 권리가 실제로는 형해화됨으로써 

법앞의 평등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구

조가 법률지식의 상품화로 인하여 권리구제제도에 그대로 반 되

어 '법원 앞의 불평등'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국가개입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지

향하려는 것이 사회보장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법률구조제도는 종

래의 '법률구조서비스'(legal aid service)에서 '법률복지수급권

'(legal welfare right)보장으로 구조적 대전환을 하는 것이 이상적

인 발전방향이라는 견해111)가 있었는바, 타당한 지적과 용어 선정

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각종 법률 규정을 통

해 제공되는 소송구조, 법률상담, 국선변호 등의 모든 법률구조 서

비스를 받을 권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법률복지수급권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라. 사회보장법상 법률복지수급권의 개념과 권리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

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

념”으로 하고 있고(제2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111) 이흥재.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 사, 2003. 9. 

491면



- 88 -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

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제3

조 제1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

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고,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

는 제도를 말하며,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

다(제3조 제2호~제4호).

  공공부조는 사전갹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보험조직에 의하

지도 않으면서 최저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말하자면 최저생활비 한도내에서의 수요급여라는 형태를 

취한다112). 그렇다면 법률복지수급권은 소송구조에서 인지대 면제 

또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라는 사전갹출이나 보험조직에 의하

지 아니한 필요 비용의 보충적 지급이라는 공공부조의 특징도 가

지고 있고, 동시에 법률구조법 등에 따른 상담, 정보제공이라는 사

회서비스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법률구조법의 정의규정,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규정, 형사소송

법상 국선변호인 규정 등과 헌법의 재판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법

112)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20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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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복지수급권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빈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

하여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률복지수급권에 따라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 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 등에서 소송

대리, 법률상담, 서류작성, 화해, 조정의 신청, 등기신청 등 법률사

무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법정분쟁의 소송대리뿐만 아

니라 소비자보호, 공해방지 등 사전적 예방적 성격의 법률분쟁까지

도 포함한 법률문제에 대한 조력113)으로 포괄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법률 비전문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설

명하여 주는 것도 법률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

념의 명확화를 위하여 법률복지수급권의 법률서비스를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에 의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

한 지원 일체114)’로 정의하고자 한다. 

  법률복지수급권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만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시장경제

라는 제약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한 비용을 부담

할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복지수급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 비

용을 부담할 자력이 있던 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경제적 

약자가 될 경우에는 법률복지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없던 권

리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 행사가 제한

113) 홍기갑. “법무비용과 사회보장”, 「노동법학」, 제9호, 한국노동법학회, 1999, 

390면에서 안동일 “법률구조입법의 기본방향”, 「저스티스」, 제19권, 한국법학원, 

1986, 10면을 재인용.

114) 법률구조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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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사정의 변화로 인해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

리적이기 때문이다.  

마. 법률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근거

  법률복지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법률복지수급권은 헌법 제27조의 재

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형사

사건 등에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인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

도록 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한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함과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

법 제12조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을 인

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복지수급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근권, 제12조 제4항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청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에 근거한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을 받은 개별 법률들은 법률복지수급권의 구

체적인 내용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 본 바

와 같다. 즉 법률복지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구조법」에

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제도 

및 이를 준용한 「행정소송법」과 「가사소송법」의 소송제도를 

통한 권리보장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

한 권리보장도 존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범죄 피해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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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한 권리보장도 존재하며, 「헌법재판소

법」의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보장 등 이미 여러 

법률에 그 권리의 보장요건과 권리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

다면 법률복지수급권은 이미 헌법의 위임을 받은 법률에서 구체적

인 권리의 내용과 권리보장의 요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구체

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바. 법률복지수급권의 한계

  법률복지수급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대표적인 법률 전문가로는 변호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변호사나 각종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 행정사 등의 직역에 

관하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한계가 

일부 존재하게 된다. 즉 변호사의 선임료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낼 자력이 되는 자의 경우에는 법률복지수

급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그 제한의 구체적인 한계는 법

률시장에서의 변호사 독점주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공익활

동 의무, 행정사 등 각 직역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복지수급권의 보호가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분별

한 소 제기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남용금지 원칙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등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바,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구조를 하여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 상대방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여 소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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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쌍방대리를 할 수

는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권리고지 절차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복지수급권의 제한에 관하여 형사소

송, 행정소송 및 일부 가사소송의 경우처럼 수급권자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민사소송이나 일부 가사소송과 같이 수급권자의 상대방이 

다른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그 제한의 정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구조법의 개선 방향

가. 법률복지수급권의 명시

  위와 같이 법률상 권리로서의 법률복지수급권 개념이 정리된다

면 현행 법률구조법을 일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법률구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는 부여하고 있으나(제2조의2 제1항, 제2항), 국민

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즉, 현행 법률구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무만을 부여하

을 뿐, 국민이 권리침해를 당했으나 자력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거나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다. 제7조 제2항에서 일부 국민

들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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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국가가 이를 부담할 예산이 없는 경

우에는 법률의 개정 없이도 법률구조사업을 대폭 축소할 위험이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률의 역할이라면, 법률구조법은 제도의 

구체화에도 실패하 지만,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에도 실패

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법률상 권리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의 민간단체 지원 확대

  최근 우려되는 것은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체제가 대한법률구조

공단으로 독점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즉, 정부의 법률구조 정책

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책을 의미하는 것처럼 되

고 있고, 정부의 법률구조 예산확보라는 것이 결국은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예산확보라는 것처럼 되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법이 법률구

조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운 에 관한 법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법률구조공

단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115)  즉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무부에 등록한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보

조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간단한 규정 이외에는 대부분의 규

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련한 규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금을 운 할 권한을 부여받아 스스로 괄

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고, 사법부도 예산의 지원 덕에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을 빠른 속도로 확대시켜 왔으나, 민간의 법률구조법

115) 황승흠, 앞의 논문,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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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예산의 지원 부족 때문인지 성장 속도가 느렸다. 이에 더하

여 현재에는 법률구조에 있어 소수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구조 

및 공익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 이러한 민간 

법률구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민간의 다양한 법률구조 활

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법률구조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운 하도록 한 

근거 법률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법률구조 단체 등을 지원하는 역

할도 해야 하는데, 후자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민간 법률구조 부분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독과점은 많

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일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급자의 소

송구조를 받아들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 는데 피고

도 법률구조가 필요한 수급자일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 다른 법률구조 단체나 기관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적절한 

소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고는 그 다른 기관에 구조를 요청

하여 보호를 받으면 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독과점인 경우 스스

로 쌍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는 없기에 피고 수급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의 상대방이 소송구

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구조위원이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 비변호사의 법률상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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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법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하는 경

우 그 소송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익법무관이 대

리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는 대한법

률구조공단의 경우는 입사시험을 보고 채용한 직원들이 상담을 진

행하고, 다른 법률구조법인의 경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가 상

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

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

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반대 해석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

다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급여 또는 소정의 활동비 등을 지

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구조법인에 소속되어 법률 상담

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법률복지수급권자가 법률상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국가

가 지원하는 금원으로 급여를 받는 자가 그 급여의 대가로서 법률

상담을 한다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호사법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법률상담의 경우 이

익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혹은 상담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과거에

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상담 직원을 변호사 아닌 자

로 채용하여 상담을 진행한 것이겠지만, 매년 1,600명 정도씩의 변

호사가 신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비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제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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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목적사업 재인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

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

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탄생한 기관이다. 이에 법률구조법의 목적에 충

실히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종 정부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들로부터 많은 수익을 받는 것에 집중

하고 있을 뿐, 정작 구제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아니

한다는 비판이 있다. 즉 무료법률구조대상이라 해도 당사자에게 돈

을 받지 않을 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상 법률구조공단은 돈

을 받고 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리활동을 하는 것

이며, 이러한 리활동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

한 법률구조가 부실·불가능한 구조로 법률구조사업을 해서는 안된

다는 비판이 있다.116)  

  앞에서 살펴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2018년 소송구조 등 사건의 

비율이 임금 등 92,999건(62.0%), 가사 9,662건(6.5%), 대여금 2,461

건(1.6%), 개인회생·파산 등 10,170건(6.8%), 손해배상 4,414건

(3.0%), 기타 30,200건(20.1%)인 점을 보았을 때, 노동부와의 협약

에 따라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등 사건이 62%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은 확인된다. 

116) 양홍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혁 방안에 대한 소견”, 「대한법률구조공단 정

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

속변호사 노동조합, 2018. 12. 14.,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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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의 기본 목적으로 돌아

가서 정부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수

익사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여 노력해야 마땅

하다. 다만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체당금 제도가 확대되

되었고, 향후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체당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고, 지급한 체당금은 국가 또는 공단이 회수해야 할 

것인데, 이 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결

국 근로자들이 위임하는 임금 등 사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대체

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창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설립 목적을 

재인식하여 이러한 임금 사건이 줄어드는 변화로 인하여 여유가 

생기는 상담이나 소송구조 인력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법률복지수급권의 정당하고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가. 법률복지수급권자의 수요 조사 필요성

  법률구조서비스에서 법률복지수급권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선

적으로 행해져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 서

비스의 내용과 그 효율적인 전달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

한 조사작업이다. 현실의 필요를 도외시한 채 이론적인 체계만 구

축하면서 추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하다는 공상은, 시장조

사도 하지 아니한 채 제품만 생산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공상과 

동일하게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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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일본의 경우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1999년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 고, 그 성과로 2004년 6월 “민사·형사를 불문하

고 전국 어디에서든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이본이념으로 하는 총합법

률지원법(總合法律支援法)이 마련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6

년 4월 국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 일본사법지원센

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117)가 설립되었다. 

  위 일본사법지원센터는 민사법률구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어디에 어떠한 수요가 있고 그러한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 등에 관하여 실증적인 조사를 벌

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08년 민사법률구조에 관한 수요조사

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조사, 노숙자조사 및 민사법률구조 

이용자조사를 하 다. 그 결과 일반인은 답변자의 25%가 과거 5년

간 무엇이건 법률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횟수는 1인 평균 

약 1.8건이었으며, 법률문제에 복지문제를 포함한다면 답변자의 

38%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건 문제를 경험하 고, 특히 상속, 

직장문제, 이웃간의 문제가 경험한 법률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문제를 경험한 빈도와 횟수에서 모두 일반조사 

대상자를 훨씬 상회하여 법률문제·복지문제를 합쳐 5년간 84%가 

문제를 경험하 고, 그 횟수는 평균 2.8건이었다. 경험빈도가 높았

던 법률문제는 금전대차 44.2%, 직장문제 29.1%, 호적·주민표 문제 

26.4%, 복지문제는 생활보호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 24.5%, 건강

보험 18.5%, 연금수급문제 15.8% 다. 

117)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서, 직접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하는 대한법률

구조공단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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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상조사에서는 법률문제에 당면했던 답변자의 74%가 어떠

한 형태이든 상담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변호사·사법서사에게 상

담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30%에 그쳤고, 나머지 26%는 누구에

게도 상담을 받지 못했다.118) 

  일본은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우리도 시급히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법률복지수급권자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파악하 다면, 이를 바

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법률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민간단체, 법

률구조공단, 사법부 모두가 각자의 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상호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의 모색

  행정부, 사법부, 민간단체가 아무리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좋은 제도를 갖추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법률복지수급권을 행사하여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변촌을 없애기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소 

확장,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노

력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되는 경우와 

같은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찾아서 어떻

118) 테라이 카즈히로(寺井一弘), “법률구조 네트워크 구측 및 협력 방안”, 「2009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 2009: 법률구조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향」, 법무부, 

2009. 11.,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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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는, 그 할아버지가의 입장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에서는 작은 상거래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계약을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

는 일들이 많을 것인바, 계약 체결 이전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성

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즉, 분쟁의 발생 이후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조가 아니라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는 법률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선변호사 제도를 형사 공공변호사로 확대

하여 피고인 신분이 아닌 전단계의 피의자 신분일 때부터 법률전

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전

문가의 도움도 일반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119) 이에 더하여 민

사상의 법률구조와 형사상의 국선변호인제도 등의 효율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통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합기구에 대한 의견으로는 ① 국선변호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민사상의 법률구조만을 통합하는 방안, 

② 국선변호인 제도를 변호사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통합 관

리하고, 민사상의 법률구조를 별도로 통합하여 국선변호를 담당하

지 아니한 기구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안, ③ 민,형사상의 모든 법

률구조제도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통합 기구의 관

리 주체에 대하여도,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중심이 되어 통합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 ② 법원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안, ③ 변호사 

단체, 특히 재단법인 법률구조재단이 이를 관리하는 방안, ④ 변호

119) 박혜림,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535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9.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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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 법원,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새로운 독립기

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120) 

  그러나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법률서비스의 

다양하고 폭넓은 제공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경쟁하는 서비스 주체

들을 평가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의 향

상 및 법률복지수급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물론 현행과 같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법

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

므로, 국선변호인의 관리 업무를 변호사협회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변호

사 제도 및 법률홈닥터 제도 등은 바람직한 제도로서 더욱 발전시

켜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즉 법률구조법

의 활성화를 통해 여러 민간의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를 양성함과 

동시에, 법률복지수급권을 행사할 다양한 권리자들과 이들 서비스 

제공 주체를 손쉽게 연결해 주는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다.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주체의 문제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를 법원에서 선임하고 그 성실도 등을 평가

하여 재임용을 하고 있다. 법원이 자신이 진행하는 법정에서의 변

호사가 성실하게 변론하 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생

120) 정한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대

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대

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2018. 12. 14.,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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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서비스의 수급권자는 피고인이기 때문

에 법원이 아닌 피고인이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 하는 주체가 현재와 같이 법원

이어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문제이다. 과거 법무부가 관할하는 검

찰과 겸직의 형태로 법률구조제도가 운 될 때 민사 및 형사의 분

리 문제나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 등을 대리할 수 없다는 문

제가 발생한 것처럼, 법원이 국선전담 변호사를 임명하고 평가하는 

경우, 당해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재판을 진행하는 판

사의 편의를 위한 변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운 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방안은 현재의 독과점 상태를 더욱 악화시

키는 것이어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구조는 남겨 

두되,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관리는 법원에서 변호사 협회 또는 변

호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 법

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법률복지수급권의 보장 확대에 있어서는 새

로운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제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운 된다. 그런데 정부의 출

연금 및 보조금은 한계가 있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각종 은행이

나 정부 부처와 협약을 통해 기부금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법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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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급권자로부터 법률구조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소송구조를 진행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 평균 급여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승소 후 대한법률구

조공단이 정한 변호사보수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

담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공단은 고용노동부로

부터 비용을 받고 당해 근로자로부터는 아무런 금원을 받지 아니

한다. 즉 소위 무료 법률구조가 되는 것이다.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복지서비스의 확대 명목으로 여러 

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소송구조를 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하는 

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그러한 정부나 단체

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

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에 변호사 노조가 결성되

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018. 12. 14.에 개최되기도 하 다. 때문에 이미 거대 기관이 되어

버려 매년 1,00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과연 

입법 목적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

시 한번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그 설립목적을 재인식하여 더 낮

은 곳을 향하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

장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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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민간단체에서 시작된 법률구조가 1970년대 초

반의 정치적 이해와 세계적인 분위기로 행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재단

법인 대한법률구조재단이 시작되면서 점차 행정부로 주도권이 이전되

기 시작하 다. 이후 법률구조법의 제정으로 1987년에 탄생한 대한법

률구조공단은 초기에는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재단이 가진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으나, 이후 검찰과의 분리 및 사업대상과 조직의 

확대가 계속되어 현재는 명실 공히 법률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과는 달리 민간단체는 그 발전 속

도가 느리고, 사법부는 민사상 소송구조와 형사상 국선변호의 확대 

및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률구조의 주도권을 잡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법률구조 제도의 주도권 싸움을 민간의 단

체가 아닌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기존의 법률구조법인이나 법률상담 및 구조를 

행하던 단체 이외에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모여 활동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변화의 기조가 감지된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

하여 많은 법률정보가 홍수처럼 떠다니고 있어 각종 오해를 낳기도 

하고 있는 반면, 법률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법률복지수급권자가 필

요로 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감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법률구조법의 근본적인 입법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 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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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법률구조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법

률구조법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인지를 확인하

고, 법률구조법의 제정 이후부터 현재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법률구

조법이 법률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을 확

인하 다. 그러나 현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법률구조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는 어떠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률구조법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하 다.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법률구조법이 단순히 

‘재판청구권’이 아닌 ‘사회보장기본권’의 일종인 ‘법률복지수급권’을 보

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여, 사회보장법

의 역에 있는 법률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노력

을 근거로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법률구조법이 사회보장

의 역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초로 하여, 법률복지수급권의 

최대 보장을 위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 다. 

  구체적으로는 법률구조법이 단순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고 

운 하기 위한 법리 아니라 다른 민간의 법률구조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

고, 이를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집중된 지원과 이로 인한 독과

점 같은 폐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 및 개선을 위

해서는 우선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하며,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

원의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등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도 언급하 다. 즉 사회보장의 일종으로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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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구조법이라면, 과연 지금과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의 감

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121)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이제는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복지수

급권의 보장을 위한 법률구조법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법률구조법의 시대를 위해서는 법률수요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기

반으로 바람직한 법률구조제도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는 현행 법원의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사 제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

한법률구조공단의 운  및 민간단체의 지원,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법

률홈닥터 제도의 운  등을 모두 통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살린 여러 제도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

의 연결을 효율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국선변호사 제도의 변화가 이야기되고 있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제도가 일부 도입된 후 확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임금 사건의 

축소로 인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기가 찾아온 지금이 법률구조법 

개선의 적기일 것이다. 

121)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문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과 중립성

을 위하여 현재의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바, 법무부 산하 기

관이 적절한지에 대한 유사한 문제 의식으로 보인다. 정한중,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 2018. 12.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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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id Act as a Social Security

Ku, Bon Gweo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enforcement the Legal Aid Act on 1987. 7. 1.,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and has grown remarkably over the past 30 years,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prosecution system.

Recently, it has grown from legal counseling, legal treatment, and 

criminal defense to establishing a committee for arbitration on lease 

disputes.

  The growth of the Corporation is positive,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orporation is monopolizing the legal structure sector these 

days. There are also criticisms from lawyers about the validity of 

legal counseling by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not qualified 

lawyers; In addition, critics say that the Corporation is only focusing 

on signing contracts with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ttract large-scale events in order to 

secure budget and increase size, while neglecting the legal structure 

of the underprivileged.

  Regarding the Legal Aid,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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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the village lawyer system, the legal home-doctor system,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has allowed lawyers to 

consult with each community office, the number of lawyers 

specializing in public-interests activities is increasing, and there is an 

environment in which many legal knowledge can be easily obtain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is study reviews what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cause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id Act, and present condition of Legal Aid 

system, and after that consider how the Legal Aid Act and the Legal 

Aid system should be changed in the future.

  As a result, unlike the existing discussion regarded as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Legal Aid Act should be regarded as part of the 

Social Security, and it is desirable to refer to the rights of the people 

protected by the law as the 'right to legal welfare' an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legal rights by reviewing the contents, grounds and 

limitations of these rights.

  In ad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Aid Act and the right to 

legal welfare,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nvestigate the demand for 

what the rights want, how to support the providers of legal services, 

and how such support can be efficiently delivered to the beneficiaries.

Keywords : Legal Aid Act, Legal Aid, Legal welfare, Social security,  

              Right to legal aid, Right to legal welfare

Student Number : 2001-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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