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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tj

서 론

인류의 출현 이후 어느 시대, 사회에서나 친부모가 돌볼 수 없

었던 아이들은 있어왔고,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제도 등을 고안하

는데 그 중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입양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 입양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고

대부터 일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입양아에게

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주려는 근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된 시

점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부터이다
2, 3)

. 50년대 초반에 국외입양

이 시작되어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약 16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

이 해외로 나갔으나 국내입양 아동은 국외입양아의 44%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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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7만 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T able 1, 2)
4)
. 1988년 서울올림

픽대회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

려고 노력하 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입양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아 1991년도 이후에도 매년 2,000명 내외의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

1994년부터 입양될 유아들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국내

외입양기관의 자문의사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국외 입양아들의 특성과 변화

국립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김 재 윤

= Abstract =

Overseas adoption in Korea

Jae Yoon Kim, M.D.

Department of Pedi at ri cs, Nat i onal Medi cal Cent er, Seoul , Korea

I n Korea, overseas adopt i on has been pract i ced f or more t han 50 years. I ni t i al l y, overseas adopt i on began wi th th

t o provi de permanent homes f or Korean war orphans, i ncl udi ng mi xed-bl ood chi l dren. From1953 t o 2007, about 160

Korean chi l dren were pl aced worl dwi de t hrough overseas adopt i on and approxi mat el y 70, 000 chi l dren were adopt ed i n

Duri ng t hat peri od, Korea devel oped i nt o one of l eadi ng i ndust ri al count ri es i n t he worl d and t he f ami l y norm

dramat i cal l y. Si nce 1989, t 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di verse ef f ort s t o i ncrease domest i c adopt i ons and to

adopt ed fami l i es t hrough t he revi si ons t o Korea's Chi l d Wel f are Law. However, i t i s not enough t o reduce overseas

rapi dl 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s economi c support f or adopt ed fami l i es i s not adequat e and Korean sent i

regardi ng adopt i on have not changed. Bei ng an i nt ernat i onal adopt ee i s a uni que experi ence, i nvol vi ng di ssi mi l ari

et hni ci t y, and cul t ure. Cl earl y, i t i s very i mport ant f or us t o f ocus on pl aci ng Korean chi l dren i n the best possi b

Theref ore, Korea must make di verse ef f ort s t o reduce overseas adopt i ons and to encourage domest i c adopt i on. Fi rst

soci et y has t o t ry t o reduce t he number of chi l dren who need out-of-home care. Second, t he Korean government and p

shoul d make an ef f ort t o i ncrease domest i c adopt i ons, i ncl udi ng adopt i ons of di sabl ed and ol der chi l dren. Fi nal l y

government and adopt i on agenci es have to provi de prof essi onal pre-adopt i on and post-adopt i on servi ces f or i nt

adopt ees and adopt i ve parent s. (Korean J Pedi at r 2009; 52: 410-416)

Key Words : Overseas adopt i on, Domest i c adopt i on, I nt ernat i onal adopt ee, Pre-adopt i on, Post -adopt i on servi ce

T able 1. Overseas and Domestic A doptions in K orea : 1958-
2007

Year 1958-2000 2001-2005 2006 2007 T otal

Domestic

Overseas

T otal

59,477

145,698

205,175

8,130

11,447

19,577

1,332

1,899

3,231

1,388

1,264

2,652

70,327

(30.5%)

160,308

(69.5%)

2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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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adoption in K orea

본 론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

을 경우 아동에게 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모 자녀관

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

이에 새로운 부모와 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며
5)
, 이러한결과로 입양인은새 가족의

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6)
. 입양하는 방법은 독립입양(친부

모와 양부모가 직접 상의), 기관입양(아동복지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입양절차를 밟음),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행

했던 불법입양(조산소나 산부인과에서 입양함)이 있고 입양사실

의 공개여부의 정도에 따라 개방입양, 공개입양, 그리고 비 입양

이 있다
7, 8)

.

2. 한국의 입양 역사

고대사회부터 시작된 입양제도의 목적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지, 입양아동의 이익을 추

구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조상을 기리면서 가문을 계승

하고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함이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기

록에 등장하는 입양아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의 주

몽과 신라의 석탈해 으며 이때 입양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후계자

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3)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 때는 입

양아의 신분이 주로 외부인의 아들이거나 딸이었지만
9)
,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오면서 일정한 유교적 입양의 법칙이 존재하 는데

첫째, 남자아이여야 하며, 둘째는 친척이거나 특히 조카이어야 하

고, 셋째는 반드시 입양부보다 한 세대 아래인 아이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3)
.

이러한 지침은 근세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들어서도 계속 유지

되어 1912년 법제화된 ‘조선민사령’의 입양에 관련된 법령도 한국

의 전통적인 유교적 입양방식에 의거하여 입안되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입양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한

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0)
.

3. 한국의 국외입양 변천사

한국의 국외입양은 시대적 상황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 기조

가 정해져 시행되었으므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52년 10월에 사회부장관 훈

령인 ‘후생시설 운 요령’이 발표되어 고아들을 국내입양 위탁형

식으로 시설에서 돌보았으나 당시에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

되는 전쟁고아와 외국군 주둔 후 발생한 수많은 혼혈고아들을 보

호하기위한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상태 다. 그래서 1954년부

터 국외입양사업을 시작하 고 혼혈아동들의 입양을 활성화시키

려 ‘한국아동양호회’가 만들어졌으며, 미국 오레곤주에서 온 선교

사인 H arry H olt가 당시 혼혈아동 8명을 입양하 다. 이 다음해

부터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수의 시설들, 즉 1955년에 카톨

릭구제회, 안식교성육양자회, 1956년에는 홀트양자회(1972년 홀

트아동복지회로 개칭), 그리고 1957년엔 국제사회봉사회 등이 창

립되었다
10-12)

. 이후로 국외입양이 굉장히 활발해졌으나 적절한

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

외입양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조치하 다. 법제정 전인 1961년까

지 약 4,190명의 아동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2,601명이 혼혈

아 다(T able 3)
13, 14)

. 고아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진 다음 국외입양

알선기관 4개소(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

회, 한국사회봉사회)를 허가하 고 동시에 국내입양을 활발하게

하고자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을 1962년부터 시행하

T able 2. Number of Overseas A doptions by Country : 1958-2007

Year 1958-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7 T otal

U .S.A .

F rance

Sweden

Denmark

Norway

Netherlands

Belgium

Australia

Germany

Canada

Switzerland

Lux embourg

I taly

Others

T otal

34,075

3,831

4,962

4,254

2,385

2,389

2,775

163

1,242

363

1,099

0

380

128

58,046

44,982

6,161

2,519

3,181

2,169

1,301

911

1,843

1,097

1,015

9

134

2

5

65,329

16,982

870

1,018

921

1,143

304

11

716

12

75

3

267

0

1

22,323

11,195

295

722

326

553

105

0

619

1

650

0

144

0

0

14,610

107,234

11,157

9,221

8,682

6,250

4,099

3,697

3,341

2,352

2,103

1,111

545

382

134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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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입양위탁을 권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은 적었다. 북한이

1970년부터 한국의 국외입양을 악선전하여 정부는 북구유럽국가

입양중단을 1970-1075년에 2회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위탁가정 아동이 갑자기 늘어나 사망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정부

가 국가적 자존심과 현실적인 아동보호수단의 부재라는 딜레마

때문에 보여준 정책혼선의 결과 다
11)
. 1970년대부터 입양아발생

요인이 1960년대와 차이가 나기 시작하 는데, 혼혈아동은 급격

히 줄어들었으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면

서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윤리의 퇴색과 성윤리의 해이 등으로 미

혼모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대로 1970년대는 비교적 연령층이 높

고 공원이거나 하층민이 많았으나 1980년대 들면서 10대 미혼모

가 크게 증가하 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혼모의 학력도 높아

졌으며 정상적인 가정출신이 많아졌다(T able 4)
14-17)

. 1976년 입

양특례법이 제정되어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

법규가 탄생하 고 이 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없이 은 하게 많

이 이루어졌던 국내입양방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

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아동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

원과 대책이 부재하 기에 국외입양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

는데 또다시 북한의 악선전이 강화되어 정부는 1982년에 국외입

양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

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 다. 그러나 시행정책이 너무 졸속

으로 만들어졌고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들이어서 도리어 입양알선

기관들이 성과위주의 입양사업을 하도록 종용하게 만들어 국외입

양 전면 중단 연도는 1985년도로 연기되었다. 사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고 아동복지

에 관련된 많은 법안들을 만들었으나 구체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히려 1981년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1988년까지 국외입양 전면개방을 추진하 다
10)
. 1988년 서울올림

픽 때 ‘고아수출국 제 1위국’이란 외국 언론들의 보도 등 대내외적

으로 한국의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입양 활

성화를 전국가적으로 모색하게 되었고 정부는 19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중단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 결정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1994년에 번복되었다. 정부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에 비준하 고, 1995년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국내 입양을 권장하고 입양 아동의 권

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령을 마련하 으나 1998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으면서 오히려 요보호아동수가 증가하

여 국외입양아동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국외입양 감소정책은 실패

하 다
12)
.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을 보완하여 정부는 국내

입양인 지원을 확대해오는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장애아 입양 활

성화를 위한 양육비 및 의료비 인상정책을 쓰고 있으나
18)
아직 많

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국외 및 국내 입양인 중 장애아동

입양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를 보면 금방 그 사실을 알 수 있

다(T able 5)
14)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를 입양할 만큼 인식

이 바뀌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처럼 장애인을 위

한 다양한 사회적, 의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하고 국가의 지원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 입양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제

자신들의 입양 전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대부분

의 국외입양인들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은 발달과제

들을 경험하고 해결하면서 자아 정체감과 존중감을 완성해야 하

며, 또한 국내입양인들과 달리 인종 및 문화 정체성에 대한 심리

적 과제도 추가로 풀어야만 한다
19)
. 따라서 관련 있는 논문들과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20)
, 그리고 ‘입양의

T able 4. F amily Background and Category of Overseas Adoptions : 1958-2005

Year A bandoned Split family Unwed mother T otal

1958-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75 (66.1%)

4,013 (55.2%)

17,260 (35.8%)

6,769 (10.4%)

225 ( 1.0%)

1

1

2

0

4

630 (24.9%)

1,958 (26.9%)

13,360 (27.7%)

11,399 (17.4%)

1,444 ( 6.5%)

1

0

2

1

28

227 ( 9.0%)

1,304 (17.9%)

17,627 (36.5%)

47,153 (72.2%)

20,461 (92.5%)

2,434

2,364

2,283

2,257

2,069

2,532

7,275

48,247

65,321

22,129

2,436

2,365

2,287

2,258

2,101

T able 3. Number of Overseas A doptions by E thnicity : 1953-
1973

Year Overseas M ix ed Year Overseas M ix ed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4

8

59

671

486

930

741

638

660

254

442

52

618

411

623

291

245

361

158

196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442

462

451

494

626

949

1,190

1,932

2,725

3,490

4,688

196

232

201

249

276

317

308

361

281

21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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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21)
라는 자료를 통해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잉태, 임신 그리고 출산의 상황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 불필요한 또는 부담

스러운 아이 을 것이라는 느낌을 성장한 후에 가질 수 있는데 이

러한 느낌은 비입양인들도 자신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발전시키면서 보상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하므로 입양인의 문제만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의 입양인은 자신의 잉태에 관한 정보나 유전적 정보가 거의 없어

서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들과 유전적인 요인들을

분리해 보고자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여러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2) 분만 후의 기간

친모로부터 신체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근원적 상처

를 받은 후 여러 가지 행태를 아기들은 나타낸다. 이러한 근원적

상처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좋은 입양가정 환경이 매우 중

요한데 입양아들이 친모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

두 공통적이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입양가정이기 때문이다.

3) 유아

양부모들 상당수가 불임부부이므로 이들은 입양아와 애착관계

를 갖기 전에 반드시 임신문제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아이의 특별한 욕구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양아의 근원적인 상처의 치유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고

서로 친 감과 신뢰감을 공유할 수 있다. Zeanah 등
22)
에 의하면

만 2개월부터 7개월경에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을 제한된 상태로

구별할 수 있고, 7개월과 12개월 사이엔 아주 강한 애착을 나타낸

다고 하므로 만 6개월 이전에 입양이 된 아기는 훨씬 쉽게 입양부

모를 받아들이고 편안해할 수 있다
23)
.

4) 학령기 전 단계

이단계의아동들은입양의정보를미리알게될경우혼란스러

워 하며 특별하고 신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입양의 내

용, 질 및 상황에 관한 사실의 공개는 아동의 발달적 상태와 상호

작용관계에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 사실 미국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비 입양이 대부분이었고 1980년대에 와서

야 공개입양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으며 1990년에 L incoln

Caplan이 ‘개방입양’이라는책
24)
을출판하면서입양인과친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인종간의 입양은 양부모

와자기는다르다는사실을입양아는일찍알게되고, 일부아이들

은 3세 이전에 대화소통이나 발달과정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즉시 전문가들이 조기 개입하여 평가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치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
25)
.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입양된 아동들, 즉 특

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은 고아원이나 위탁가정 등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때 겪었던 애정결핍,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입양부모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일

부 아동들은 언어와 인지능력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을 수 있고 행

동 및 애착장애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26)
.

5) 학령기

‘조작적 기능’이 출현하는 시기로서 신체적인 성숙과 경험을 통

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울해

지기도 하고 이것을 감정적이나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아동들은 즉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입양된

것이 훨씬 좋다고 설득하기도 한다. 이때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

정들을 경험하게 되고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며 국외입양

아들은 그들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일체감의 혼란 등 정체감 형성

에 위험스러운 것들을 느끼게 된다. 버려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을 하게 되고 근면성과 열등감과의 싸움을 하는 시기이므로 양부

모들은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친부모와 뿌리의 상실감을 이

해함과 더불어 상실에 대한 애도, 즉 심리적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심리적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조언

등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7)
. 또한 국외입양아를 둔 양부모는

자녀들의 친가족, 인종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

해 평상시에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야 하며, 자

조모임에도 자주 나가서 서로간의 경험을 입양아는 입양아끼리

양부모는 양부모끼리 공유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다
28)
.

6) 사춘기와 초기 청년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로 입양인들은 자신이 가진 생물학적

인 부분과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게 부인하며 심한 부담감

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친부모와의 성적인 동일시 현상은 흔히 관

찰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 방법이며, 소녀들의

T able 5. Number of A dopted Children by Disability : 1958-2005

Year
Overseas adoption Domestic adoption

T otal Disabled % Total Disabled %

1958-60

1961-70

1971-80

1981-85

1986-90

1991-95

1996-00

2001-05

2,532

7,275

48,247

35,078

30,243

10,974

11,258

11,447

1,588

2,064

4,598

7,058

9,320

4,892

4,024

3,661

62.7

28.4

9.5

20.1

30.8

44.6

35.7

32.0

168

4,206

15,304

15,424

11,079

5,817

7,479

8,130

0

0

1

3

9

100

67

84

0.0

0.0

0.0

0.0

0.1

1.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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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비입양인들보다 일찍 성적으로 조

숙할 수도 있다
29)
. 따라서 양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각자 서로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

면함으로써 입양인의 인식을 통합시켜 응집된 자아의 정체감과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입양인들도 이 시절에는 분

리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외입양인은 좀 더

독특하여 친부모로부터 포기되어 신성한 생물학적 연계를 잃었던

것 때문에 양부모와의 분리는 다시 그들이 새로운 출발보다는 쫓

아냄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의 공포감을 유발하여 양부모와의

연계 강도를 시험하고자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친부모,

인종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 등에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면

서 자신의 뿌리 찾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양부모의

흠집잡기, 거리감 두기를 실행하면서 친부모에 대한 관심을 나타

내게 되므로 양부모들은 어쩌면 자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주 심한 정신적 곤란을 경험한다. 사실 청소년 입양인의

분리와 독립 추구는 비입양인들과 달리 친부모의 존재를 인정하

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연대를 양부모와 친부모한테 맺을 것인

지에 대한 탐색이므로 양부모는 입양한 자녀에게 기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삶의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조모임을 자주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며 자녀들도 다른 입양인들과 서로 어울

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

7) 청년기

이 시기는 정체감의 확립과 가족과의 연계를 더욱 잘 단련하기

위한 분리과정이 계속되는 시기로서 출산과 같은 자신의 생애 주

기의 변화나, 출생정보를 알고 싶거나, 친부모와 관계를 맺고자,

혹은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등등의 이유로 친부모를 찾으려 하

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다. 일부 입양인들은 분노의 감정과 거절당

했다는 생각 때문에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기도 한다.

사실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것은 그들의 입양가족을 떠나려

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가족을 만들어 두 부분들을 통합함으로써

스스로 완전하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1)
. 비입양인들과 달리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있어 힘겹게 헤쳐 나가는 그 상황은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양부모들은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8) 성인기

이 시기는 세대와 세대적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독

립과 출산을 경험함으로 인해 입양인들은 부모가 되고 한 단계 역

할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입양인임

을 밝혀야 할 시기이기도 하여 불완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고

통을 맛보게 되고 이것이 양부모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

가 된다.

9) 입양인들의 발달과제에 대한 결론

여러 임상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입양인들이 비입양인들보

다 행동이나 심리문제들에 대해 과잉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은 보

편적 결과라고 인정받아 왔다. 그 이유는 입양인들이 훨씬 더 많

은 감정적, 행동적 문제들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인데, 대

부분의 논문들이 입양 전 상황부터 입양 후 발달과정, 학업과정,

정서상태에 모두 향을 끼칠 수 있는 가족환경요소들에 대한 광

범위하며 장기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논문들이어서 한계점이 많

아 결과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었지만 최근에 나

온 몇 개의 장기간 관찰한 논문들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2)
. 그러나 좀 더 다양하고 심도가 깊은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입양인들의 심리적 발달과

제는 그들의 버려짐과 포기되었다는 사실, 즉 상실감과 직면한 투

쟁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조단체나 치료자의 도움

이 필요할 경우 즉시 개입을 해야 하는데 발달단계의 고착화를 보

일 경우, 예를 들면 입양인이 양부모와 서로 자극하며 싸우는 상

태를 지속할 때, 그리고 입양인들이 ‘선택적 이탈’을 시도할 경우

등이다. 결론적으로 입양인과 양부모 각자가 원했던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가족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국외입양에 대한 대책

첫째,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발생요

인 중 기아와 미아의 경우 90년대 초반에는 연간 2,000명 가까이

발생하 으나 최근에는 기백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고, 학대,

실직, 빈곤, 비행,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미혼모에 의해 발

생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3)
. 특히 국외입양아동의

주제공자는 미혼모이고 40%이상이 출생아에게 여러 가지 합병증

이 유발되는 미성년층이므로 10대 미혼모는 산전관리를 더욱 철

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34-36)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적절한 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37)
. 또

한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호시설의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유

도하고
38-42)

,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제화하여 양육의 공

동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43)
. 가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들과 기아는 아동복지차원에서 사회와 정부의 예방적

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대리양육이

나 친척 혹은 인척 가정, 또는 일반가정의 위탁보호 확대와 재정

지원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44)
. 둘째는 국내입양을 활성

화시키는 방안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이 필요하고, 2006년부터 정부가 양육보조금과 의료

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45)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큼 입양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

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이가 든 아동들의

입양지원이 절실하다
46, 47)

. 또한 입양부모들의 자조집단 활성화

지원과 이로 인한 공개입양 확대도 유도해야 한다
48, 49)

. 마지막으

로 국외입양인들에 대한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전

관리는 입양인들에 대한 정보화 사업의 내실화, 예비양부모들과

의 친 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시간 제공
50)
, 그리고 외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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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양가기 전에 의사로 하여금 아동들에 대한 성장과 발달과정

평가, 친부모의 병력정보, 아동의 병력 및 예방접종, 검사소견 등

을 검증하여 의학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51-57)

, 사후관리 서비스는 국가의 지원

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현지 입양인 자조모임들을 지원하여 네

트워크화하고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입양

인들의 뿌리찾기 활동 시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과 쉼터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특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운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58)
. 그리고 현지정착을 지원

하고 국내체류생활을 원할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국가에

서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4)
.

결 론

국외입양인의 특성도 50여 년간에 걸쳐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에서 현재 미혼모 아동으로 변해왔고 장애아동이 그 중에 상당수

포함되어있으나 국내입양은 아직 비 입양과 정상 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입양이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입양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은 입양아동들의 의학적 문제점을 적시에 간파하여 필요한 경우

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국민은

입양의 목적이 가족과 양부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구적인 가정을 입양아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즉 ‘아동

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원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국외

입양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

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는 16만 명이 넘는 국외입양인

들과 그들의 양부모들에게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

부가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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