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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요보호 아동과 입양아 Adoption,”and F4 visas (enables employment) are provided for those
동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하여 정부 및 입양관련 당사자 모두의 노력의 who were adopted abroad are few examplary cases. The effort of
government officials and related cooperators to improve the welfare of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children who need constant care must be noticed as well.

Upon publishing the first issue of GAIPS magazine...

창간호를

발간하며...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진보하는 과학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이 담긴 마음과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A

lmost a year ago, in February 2005, I was quite lost and
005년 2월, 입양정보센터를 맡게 되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bewildered when Global Adoption Information & Post
할지, 어떤 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야 할지....고민하던 때가 엊그
제 같은데, 어느덧 2006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이 계 Service (GAIPS) Center came under my hands. With the start of a new
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또 다른 시점에 서 year, it is amazing how the situation has developed. There are new
agendas planned and thoughts of how to carry these projects out in the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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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effective and diligent ways are constantly topping my mind.

이렇듯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들이 속한 세상도 한 치 앞날
Time flies, and the world we live in becomes more unpredictable by
도 예견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세계화
의 물결 속에서 진보하는 과학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으 the minute. Yet, there are unchanging things, and among them arethe
human heart, love and the bondage we share with one another.
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이 담긴 마음과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입양역사 50년.... 이 시간 속에서 한국의 입양문화는 다양성과 함
께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국내입양의 숫자도 예전에 비하면(1972년:
220여명, 2000년대: 1600~1700여명) 훨씬 증가되었고, 입양
의 형태도 비밀입양에서 공개입양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으며, 국내·
외입양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역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입양아의 양육보조수당(월 52만5천원, 의료비-연간 240만
원),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일반입양아동의
의료급여 1종 혜택, 그리고 해외입양인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발급되
는 F4 비자(취업가능), 입양의 날 제정(5월 11일) 등 이라고 할 수 있습



「무자식 상팔자」
라는 우리나라 속담은 있지만, 종족보존은 모든 생
명체의 공통된 특징이고,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인 부모와 자녀
의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최근에 1,000명의 동아일보 독자들에게
실시한“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는 설문에 건강
(43.7%)과 행복한 가정(32.5%)이라고 응답하였고, 76.7%의 응답
자가 가족이 개인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설문지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
심이 생길만큼 놀랐지만, 참으로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행
복의 구심점을「가정」
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
의가 팽배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의 메시지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Korean adage goes to say that one is better off without an offspring,
but it is every living beings instinct to preserve its species, and a“parentchild”
relationship will remain forever. Recently, I came across a poll
result in Dong-A newspaper stating that 76.7% of respondents feel their
family to be more important than personal success. Moreover, when
asked what is most important in one’
s life, 43.7% said health, and a
following 32.5% answered that it was a happy family.
We live in a materialistic and selfish world, so the results were more than
stunning to me, which even made me wonder whether the pool of
people who answered selected properly! Either way I was delighted to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도 변화된 가족의 한 have found such results. It surely proved that even in such a world of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입양아동들이 사회로부터, 이 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the center of human happiness lies with
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해맑게 성장할 수 있 families.
는 사회문화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정보센터는 2005년 한 해 동안 입양삼자(입양인, 입양가족, 친
생가족), 입양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시민, 입양관련 기관 등의 욕구에
부응하는 입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의 결실들을 한 권의 소식지에 처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본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보건복지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서
울시청, 서울시 중구청, 재외동포재단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입양을 위하여 입양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
구가 반영되어진 입양사전·사후서비스의 제공의 중요함을 인지하며,
본 센터는 보다 성숙한 한국의 입양문화를 창조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06년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2006년 1월.
입양정보센터 센터장

박 미 정 드림

During the past 50 year of Korea’
s adoption history much diversity and
changes have occurred. Domestic adoption rate has increased (1972:
220 children, 2000s: 1600~1700 children), and the process has become
more transparent: people are turning to openly done adoption.
Government policies and system for both domestic and overseas
adoption have also seen modifications. The amount of aid government
provides when adopting a disabled child has increased (525,000 per
month, medical expense 2,400,000won per year), exemption of adoptee
children of middle and high school tuitions, the establishment of“Da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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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친가족찾기 신고등록제」
를 시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매스컴, DNA 검
사 등을 통하여 입양관련당사자들이 성공적으로 뿌리찾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입양정보센터의

미래방향과 발전

◀ 국내·외 입양인 / 입양가족 후원서비스 ▶
- 국내·외 입양인의 자조모임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 국내·외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족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내·외 입양인의 예술창작, 학술,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
- 국내·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의 문화, 역사, 교육,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국내·외 재상봉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편지교환, 상담, 상봉, 기타).
◀ 자원봉사자개발 / 교육서비스 ▶
전문적이고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개발ㆍ교육하여 입양관련당사자들을 위하여 통
/번역, 관광, 공항픽업, 쇼핑, 길안내 등 다양한 안내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 후원 / 홍보서비스 ▶
다양한 입양 사후서비스 개발과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기여 한다.

미래의 방향과 역할
◀ 역할 및 기능 ▶
- 입양정보센터는 4개 주요입양기관(대한, 동방, 홀트, 한국)을 비롯한 전국에 있
는 국내입양기관, 입양관련단체, 자조그룹, 국내·외 입양관련당사자 (입양인/
입양가족/친가족), 일반인 등을 위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양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입양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와 민간기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자 | 입양정보센터장 박미정

표1> 입양인 주요 상담내용 입양정보센터 내부자료 2005. 1~7월
친가족찾기

통/번역

취업정보

홈스테이

합계

20건

5건

7건

3건

35건

57.1%

14.3%

20%

8.6%

100%

표2> 친가족 주요 상담내용 입양정보센터 내부자료 2005. 1~7월
뿌리찾기

통/번역

합계

239건

28건

267건

89.5%

10.5%

100%

표3> 입양기관 및 공공기관 주요 상담내용 입양정보센터 내부자료 2005. 1~7월
입양인정보

자원봉사 통·번역

합계

240건

21건

261건

92%

8%

100%

표4> 일반인 주요 상담내용 입양정보센터 내부자료 2005. 1~7월
친권포기의뢰 국내입양문의 입양관련문의

합계

15건

48건

42건

105건

14.3%

45.7%

40%

100%

◀ 주요사업 ▶
- 입양아동 DB구축 및 입양정보 제공사업
①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전국수준의 종합적인 아동자료 데이타가 구축되어 국내·
외 입양관련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입양정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표 1, 2, 3 참고>
② 입양에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에게 입양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표 4 참고>
③ 입양 후, 파양 및 학대아동에 대한 정보자료를 구축하여 이들에게 전문적인 입양

입양정보센터 설립 취지
대한사회
복지회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외
입양인

홀트아동
복지회

동방사회
복지회

입양정보센터

입양정보센터는 국내·외 입양인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후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대표적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가 1999년 7월 설립한 후, 국내ㆍ외로 입양된
아동에 대한 입양자료(4개 입양기관)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인 정보창구를 구축하
였다. 2005년 1월 입양정보센터는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성장하여 국내ㆍ외 입
양인 및 입양가족은 물론 일반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입양 정보와 사후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국내·외
입양자조
단체
한국사회
봉사회

◀ 입양정보 및 사후상담서비스 ▶
입양관련당사자들이 입양관련 정보를 알고자할 때 입양아동의 인적사항, 입양기
관, 입양대상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뿌리찾기서비스 ▶
입양배경정보가 미비한 입양인들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뿌리찾기서비스 구축을



적 예비입양부모들이 아동을 입양정보센터 홈페이지를(로그인) 통하여 볼 수 있

입양아동의 배경자료 (1958~2002)

게 하여, 입양기관들과 함께 양부모 발굴에 노력한다.

- 뿌리찾기사업
① 성공적인 입양인의 재상봉을 위하여 입양인·친가족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준비
되었을 때 뿌리찾기를 할 수 있도록“친가족찾기신고등록제”
를 실시하여 입양인
및 친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②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친가족에 대한 신원조회

주요서비스
국내·외
입양기관

사후상담이 제공되어지도록 한다.
④ 입양을 기다리는 입양대상아동(연장아, 장애아 등)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 잠재

업무는 친가족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한 창구에서 통합·관리되는 것이 바람직
함으로 입양정보센터가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여 입양기관들
이 원활하게 뿌리찾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도

기아

1958~60

1,675

1961~70

630

227

총계
2,532

4,013

1,958

1,304

7,275

1971~80 17,260

13,360

17,627

48,247

1981~90

6,769

11,399

47,153

65,321

1991~2000

225

1,444

20,460

22,129

2001

1

1

2,434

2,436

③ 입양배경정보가 미비한 입양인(기아, 장기 시설보호아동 등)들을 위한 통합적인

2002

창구로, 매스미디어의 활용은 물론, 유전자검색을 통하여 친가족 확인작업을 할

총계

수 있도록 돕는다.

결손가정
미혼모
(사망, 이혼 등)

2,365
29,943

28,792

89,205

150,305

단위 : 명 / 출처 : 재외동포재단자료집 (2004)에서 인용

※ 1958~1990년 기아수 19,717명(24%) + α(결손가정, 미혼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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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상봉 전, 후 입양인 / 친가족을 위한 개입상담(Intervention Counseling) 및

5월 6일. 「제1회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
작품 전시회 개최

사후접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양인/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① 재상봉가족을 위한 사후상담 및 자원봉사 통역/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성년입양인들을 위한 예술, 문화활동지원, 취업알선, 홈스테이,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입양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
① 자원봉사자를 개발·교육하여, 영어자원봉사자는 해외입양인/양부모들을 위한 통
역, 길 안내 등 다양한 언어자원봉사를 제공하며, 일반자원봉사자는 다양한 입양관
련 행사에 참여하여 국내 입양 홍보 및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게 한다.
② 잠재적 예비 양부모 발굴을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양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한다.
③ 입양관련당사자를 위한 입양사후프로그램을 개발·보급과, 현장의 목소리가 입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연구하며, 입양관련 통계, 서적 등에 관한 자료를 수
집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후원 / 홍보사업
① 다양한 입양사후프로그램 개발과 성년입양인의 예술 /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노력하며 일반국민들이 국내입양활성화와 입양에 대

-입양정보센터브로셔

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 세미나 / 워크샵 등을 개최한다.

이상과 같이, 입양정보센터에 기대되는 역할, 기능, 서비스영역에 대하여 언급하
였다. 향후 한국의 선진 입양 문화에 지대하게 공헌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
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요구
된다. 2005년 현재, 입양정보센터는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사무비 명목으로 연
17,886,000원의 예산만을 지원 받고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4개 입양기관(대한,
동방, 한국, 홀트)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입양기관도 사실상 국가로부
터 1인의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 명목으로 연간(2005기준) \ 20,592,000원
만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입양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월.
4월.

입양정보센터 박미정 센터장 부임
입양정보센터 브로셔(한글/영문판) 발간
GAIPS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2005년 5월 6일, 입양정보센터(GAIPS)에서“제 1회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
이라는 주제로 해외성년입양인 작품 전시
회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전시회는 벨기에 입양인 조미
희씨의 개인전으로, 4개 입양기관장(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
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을 비롯하여, 홀트아동복
지회 말리홀트 이사장,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 서울시청, 입
양관련단체, 해외성년입양인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주
셨습니다. 전시회는 2005년 5월 6일 ~ 5월 25일까지 개최되었
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5월 11일. 입양의 날 제정기념 행사(시청광장)
입양의 날이 5월 11일로 2005년 3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되었으며,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
다. 입양의 날 제정은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입양에 대한 왜곡된 시선
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
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양정보센터 대부분의 사업들은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
되어져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앞으로 대폭적인 예산 확대지원은 물론 인력 충
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입양정보센터에 대한 법적근거가 하루 빨리 마
련되고, 입양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정부, 입양기관 그리고 입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간절히 부탁
드리는 바이다.

5월.

입양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설

참고 | 이 원고는 2005년 9월 5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에 제출한 원고입니다.

본 입양정보센터(GAIPS)는 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한 통·
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4월 16일(토),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
년 한 해 동안 200여건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다.



2005년 5월, 입양정보센터 홈페이지(www.gaips.or.kr)를
개설하여 입양삼자(입양인, 친가족, 양가족)를 비롯하여 입양관
련 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입양에 관한 정보, 교육,
친가족 찾기, 그리고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GAIPS

2

0

0

5

입

양

정

보

센

터

발

자

취

6월 20일 해외 입양인 / 입양가족 모국 방문단
본 센터 방문 (6 ~ 8월)

7월 11일. 박미정 센터장, KIDS Culture Camp
및 AAAW Symposium 참가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CHSM(Children's Home
Society of MN),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Dillon International,
메릴랜드 주에 있는 Asia Motherland Tour Group 등 해외
입양인 모국방문단이 모국방문 기간 중, 본 센터를 방문하여 해
외입양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본 센터의 사업소개 시간을 가
졌습니다.

입양정보센터 박미정 센터장은 2005년 7월 11일 ~ 16일, 미
국 Washington 주에서 있었던 KIDS(Korean Identity
Development Society) Culture Camp와 AAAW(Adult
Adoptee Association Washington) Symposium에 참가하
셨습니다. KIDS Culture Camp에서 박미정 센터장은 해외입
양아동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교사 활동과 문화캠프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입양아 양부
모들의 모임인 '한국정체성개발협회(KIDS)'가 한국인의 뿌리의
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매년 여름방학 1주일간 입양
아들을 위해 한국 배우기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
월 15일 저녁 바슬 미 감리교회에서 열린 '워싱턴주 아시안 성인
입양인협회(AAAW)' 주최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성년입양인 및
양부모들에게 한국의 4개입양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
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사후서비스에 대
한 정보와 입양정보센터 사업을 소개하셨습니다.

6월 27일.“친가족을 찾습니다!”캠페인 개최

7월 25일. 제 2회 친가족 찾기 거리캠페인

8월.

1 : 1 영어 결연학습

9월 29일.국내입양활성화 거리캠페인

국내입양가정 자녀를 위한 1:1 영어 결연학습을 2005년 9월
~12월(1학기), 서울여대 영문영문학과와 연계하여 1주일에 1번(2
시간) 가정에 방문하여 입양아동(초등학생)이 재미있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를 가지고 영어개인교습을 실시하였
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여대 자원봉사 대학생과 입양부
모/아동들(20가정)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었습니다. 1학기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자원봉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입양정보센터는 9월 29일, 동방사회복지회와 국내입양 활성
화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함께 하였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연
극배우 윤석화씨가 지난 2003년 3월, 수민이를 공개입양을 하였
던 기관으로, 현재 윤석화씨는 동방사회복지회의 홍보대사로 활
동하면서 국내입양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캠페인
을 통해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입양 홍보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입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9월 5일. 입양정보센터 입양특례법 개정 1차 공청회 참가

10월 29일.해외입양인을 위한 연극치료
집단프로그램 실시

입양정보센터(GAIPS)에서는 해외입양인을 위한 '친가족찾
기' 캠페인을 6/27(월)~7/8(금) 2주 동안 개최하였으며, 이 캠페
인은 입양배경 정보가 미비하여 친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입양인을 돕고자 시도한 것이며, 장마관계로 입양정보센터 내에
서 진행되었습니다.

입양정보센터(GAIPS)에서는 해외입양인을 위한「친가족찾
기」거리 캠페인을 7월 25일(월)~7월 29일(금), 1주일간 입양
배경 정보가 미비한 해외입양인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입양정보센터 박미정 센터장은, 2005년 9월5일, 열린우리
당 최재천 의원이 주최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1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국내입양 및 재외동포입양 활
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국외협력부
장,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국가위원회 인권정책국담당
자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입양현황의 소개와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첫째, 재외동포입양 신설 및 자격기준 완
화 둘째, 입양휴가제 도입 셋째, 사후관리 예산을 제안하였습니
다. 박미정 센터장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국내외입양인을 위한 효
과적인 사후 프로그램 개발과, 앞으로 입양정보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2005년 10월 29일~11월12일, 매 주 토요일 오전10:00~12:00
(2시간), 3회에 걸쳐 진행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몸동작을 통하여 심리적
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자신의 내면 모습을 발견하도
록 돕는 것입니다. 참석자 모두 프로그램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
를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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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한민족공동체재단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한 해외성년입양인 단체 방문

11월 25일. 사회복지 전공대학생 센터
방문자는 매월 증가되고...

12월 16일. 1 : 1 영어 결연학습 평가회

2005년 11월 8일 한민족공동체재단 초청으로,‘차세대 리더
대회’
외 참석한 국외입양인 및 관계자 18명이 입양정보센터를 방
문하여, 센터의 사업소개와 해외 입양인 친가족찾기에 대한 의견
을 나누었습니다. 방문 후 저녁식사와 함께 입양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들은 11월 7일~11월 15일 동안 판문점, 입양
기관, 산업체 시찰,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 등 한국의 문화 유적
지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초청 방문으로 해외성
년입양인들은 한국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
습니다.

2005년 가을학기 동안, 본 센터를 방문하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5일(금)에도 원주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4명과 서울여대 아동학과 학생 2명이
본 센터를 방문하여 1)입양정보센터 사업소개, 역할 및 기능, 국
내외 입양아를 위한 지원방안, 입양비디오 시청, 입양 현황 및 절
차 등 입양강의를 듣고, 2) 초청된 국내입양 어머니로부터 아동양
육에 대한 즐겁고 힘든 이야기, 입양체험담을 들었으며, 3)마지막
으로 입양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와 연계하여 2005년 가을학기 동안
진행한 '국내입양가정을 위한 1:1영어결연 학습' 평가회를 입양가
정 부모님들은 12/13(화) 오전 10시에, 서울여대 학생들은
12/16(금) 오후 6시에 가졌습니다. 평가회에서는 이번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동안, 좋았던 점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평가회 결과는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하게
될 1:1 영어결연학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 23일. 제2차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입양의 문제점과 대안]

11월 30일. 자원봉사자 워크샵 실시

12월 19일. 제 2회「생명..그리고 아름다운 만남」
작품전시회 개최

11월 23일,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제2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한나라당 최
재천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공동 제안으로 마련된 2
차 공청회는 해외입양인의 삶, 친가족찾기 및 정보 요구권, 효과
적 해외입양인 사후지원,“해외입양인들의 삶, 빛과 그늘”
이라는
제목으로 KBS해피선데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방송영상물 2건
을 방영하였고,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및 정착지원, 해외입양 중
단의 당위성과 국내입양증진방안,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홍승준씨(우리아기해외입양반대
시민운동대표모임), 한연희 회장(한국입양홍보회)이 발표해 주셨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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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30일(수), 오후6시 입양정보센터 DREAM
HALL에서 한 해 동안 본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입양인의
친가족 재상봉 미팅을 위한 통·번역 자원봉사와 특별행사 도우
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입양정보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06년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워크샵은 1)레크리에이션 2) 자원
봉사의 체험나누기,‘입양’
의 의미 나누기 3)감사의 선물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 26일. 롯데백화점(명동 본점)과
「해외성년입양인 모국방문 후원
자선바자회」개최

롯데백화점과 서울시 중구청의 후원으로 12월 26(월)~31(토),
6일 동안 롯데백화점 본점(명동)에서 "해외입양인 모국방문 후원
금 마련 자선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자회는 롯데백화점 8
층 행사장에서 옷, 가방, 잡화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었고,오
프닝 행사 첫 날은 탤런트 김지호씨가 일일 판매도우미를 하여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해외입
양인의 모국방문 후원금 마련에 사용됩니다.

입양정보센터는 해외성년입양인 예술가들이 모국에서 자신
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활발하게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19일(월)~28(수), 10일간 해외입양인 예술가,
Kate Hers씨를 초청하여, 제2회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고경화 국회의원의 김순미 보
좌관님, 동방사회복지회 김도영 회장님, 뿌리의 집 김도현목사
님, 서울시청 청소년담당관 윤봉숙 팀장님, 서울시 중구청 사회
복지과 민숙자팀장님, 성가정입양원 서숙경과장님, 성년입양인,
한민족공동체재단 이사장이신 김덕룡 국회의원님, 홀트아동복지
회 말리 홀트 이사장님(가나다 순), 입양기관 및 단체 관계자와 자
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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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xperience in Visiting Korea

J

모국방문체험기_
2005년 5월 22일에 난 여자친구와 아시아를 일년 동안 여행하는
것을 시작했다. 우리가 방문했던 첫 나라는 한국이었다. 그 이유는 내

onathan Jeurissen
오영수

해외성년입양인

On the 22ndof May 2005 I started with my girlfriend our journey through
Asia for one year. The first country we visited was South-Korea. The reason
for visiting Korea was that I was born here, but I was adopted and grew up in

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입양되어 네덜란드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the Netherland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I was two and a half years old. I
입양되었던 때에 나는 두 살 반이었다. 한국에서 보냈던 유아기는 기 can’t remember anything from my first years in Korea and I have never been
억이 나질 않고 한번도 돌아 가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태어났던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고 나의 친 어머니도 찾아뵙고 싶었다.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미리 한국사회봉사회에 연락
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내가 한국에 가기 몇 주 전에 그쪽에서 어머니
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내가 입양되기 전에 몇 달 동안 머물렀던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상봉하였다. 어머니를 다시 뵙기 전에 그곳을 둘
러보았는데 내가 그 옛날에 살았던 곳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를 드디어 뵙게 되었다. 나는 조금 긴장했고 무엇을 예상할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몰랐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기에 마치 완전 모르는 사람을 대면하는 것과 같았으므로 이 상황
이 나에겐 상상속의 사건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날 기억하셨고 날
다시 보시더니 많이 울먹이셨다. 내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신 어
머니에게 내 사진을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에 어땠는지 더
얘기해 주셨다. 난 어머니께 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렸고 한
국사회봉사회에서 만난 후에 어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오신) 이모는
나와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점심식사로 한정식을 먹으러 데려가 주셨
다. 우리는 한국말을 못했고 어머니쪽에서는 영어를 하지 못하셨기에
약간 어색했으나 가끔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어머니는
날 다시 보게 되셔서 매우 기뻐하심을 볼 수 있었다.

back before. So I wanted to see the country where I came from and also find
my biological mother.

▶ 나의 어머니와 함께

Besides the reunion with my mother we also travelled through the country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나서 한국을 한 달 동안 여행했다. 한국이
이렇게 푸르고 친절한 사람들과 흥미로운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 for one month. I didn’t know Korea was such a beautiful and green country
인지 미처 몰랐었다. 음식도 물론 너무 좋다. 우린 확실히 다시 한국에 with such friendly people and interesting culture. And the food of course…we
love it. We definitely will come back tosee my family again and to see more of
와서 가족을 다시 만나고 더 한국을 구경할 계획이다.
the country.

어머니를 찾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싶다. 한국에서
I would like hereby to thank everybody who has helped me to find my
지내는 동안과 그 후에도 통역 번역을 도와주신 분들과 한국사회봉사
mother
and helpedme with the translation during and after my visit in Korea,
회, 입양정보센터와 특히 박미정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especially the people from KSS, GAIPS and even more special Mrs. Meejung

In the Netherlands I had already contacted the Korea Social Service to

Park.

help me finding my mother and just a few weeks before I would fly to Korea,
they had found my mother. The reunion took place at the KSS, where I also
had lived for a few months before the adoption. Before I would meet my
mother I had a look around at the place. I could hardly imagine that I lived here
a long time ago. Then I finally met my mother. I was a bit nervous and did not
know what to expect nor how to prepare for a moment like this. But is was a
very unreal moment for me to see her, because I couldn’
t remember her and
therefore she was like a stranger to me. But my mother did remember me of
course and to see me again was very emotional for her. She told me that I
haven’
t changed much.
We showed each other photo’s and she told me more about my

“우리는 한국말을 못했고 어머니쪽에서는
영어를 하지 못하셨기에 약간 어색했으나 가끔은 그렇게 많이

childhood. Of course I told her everything about myself. After the meeting at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어머니는 날 다시 보게 되셔서

the KSS my mother and my aunt. (who came along with my mother) took me

매우 기뻐하심을 볼 수 있었다…”

and my girlfriend out for a Korean lunch. That was great but also a little bit
strange because they didn’
t speak English and we didn’
t speak Korean. But
sometimes you don’
t need that much to talk. I could see she was really happy
to see me again.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 식구들을 다시 보게 되어 기뻤다. 대화를 진
행하기에 다소 불편했지만 많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께서 통역으로
도와주셨고 한국이 이러한 도움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입양된 아이들
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다. 난 어머니를 다시 만남으로서
무엇을 겪게 될지 몰랐지만 다시 뵙게 되서 많이 기쁘고 다른 친척분
들도 다시 뵈어서 행복하다. 다들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나와
내 여자 친구를 마치 가족의 일부분처럼 대해주셨다. 친척분들을 몇
번밖에 못 뵈었지만 벌써 가족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가
나에겐 둘이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인가! 앞으로도 평생 연락하고 지낼
계획이다.



It was really great to see my mother again and the rest of the family. I also
met my half-brother and his daughter and a lot of other relatives. The
communications was a bit difficult, but there were many volunteer translators
who helped us. I think it’
s really great that Korea provides such good services
for adopted children. I didn’
t know what to expect of the reunion with my
mother, but I’
m very happy that I have found her and all the other relatives
too. They all were so kind to me and my girlfriend and treated us as like real
family. I only met them a few times, but I already think about them as my
family. And I am very happy that I am privileged with 2 great mothers! We
definitely stay in contact for the rest of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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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Family’
s Article

재상봉 가족 소감문_
창간호를 축하드립니다. 글 부탁을 받고 부족한 글솜씨로 몸둘바를
모르겠지만 용기 내어 쓰게 되었습니다. 입양가족들에겐 한가닥 희망

최희숙
해외성년입양인 최호준·지희씨 고모

First, congratulations on publishing the first issue of GAIPS magazine.
Although with my short writing skills, I will write my experience of my family
reunion, congratulating the first issue. This writing is for the hope of families

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수고하시는 입양정보센터의 that have or are looking for their children given up for adoption, and for the
GAIPS which is always putting their effort to helping these families.
노고를 위해 이글을 씁니다.
2005년에는 저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자 큰 슬픔 한가지가 있었
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꿈이었나 싶었다가도 목소리 듣고 싶을 때
걸수 있는 전화와 수시로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면 꿈이 아닌 현실에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입양정보센터에
감사를 느낍니다.

In the year of 2005, our family had a problem which brought us
happiness and sorrow at the same time. Sometimes I think that all this may be
just a dream, however when see myself calling, e-mailing, contacting them
whenever I want, I feel so thankful for GAIPS for making this possible. Like
every other families that send their children away for a better life, our family
also had a personal reason and it was very painful to see them get adopted to

입양시키는 가족의 가정사에 한가지쯤은 말 못한 사연이 있듯이
저희 가족사에도 조카들을 입양을 보내기까지 사정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을 먼저 앞세운 노모의 가슴에 못자국이 가시기
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손주 삼남매중 장손을 뺀 두 남매를 입양을
보내기까지.... 먼 타국땅 에서 두 남매만은 서로 의지 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 가정에 보내기를 원했고 다행이 할머니의 소원처럼 한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만나기 까지.... 치유될 수없는 아픔으로 20여년을 보낸 나
의 노모가 있었습니다.

another family. After the death of my mother’s first son, even before she feel
her sadness, she had to send her second grandson and her granddaughter
away to another family. As our mother’s wish was to send both of the
children to the same family, so that they can depend on each other, they were
able to be sent to the same family in America. However, soon after they were
adopted, we got lost in contact with the family and my mother and our family
had to spend 20 years of pain and guiltiness that can not be healed. I tried
many times to find my nephew and my niece because I could not let my
mother pass away with regrets in her heart. I also spent my childhood with
my nephew and niece and have a lot of memories as we had similar ages.

한이 맺히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다급함 마저 들어 찾기까지
여러번...어린 시절 제일 가까이에 있었고 조카들과 비슷한 연령에서
어린 시절을 늘 함께 보낸 터라 한국에 남아 있는 형 이상만큼 저 역
시 지울 수없는 아픔이고 꼭 찾고 싶은 조카들이었습니다. 이미 조카
들이 입양 전 머물렀던 곳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있고 충분치 않은
정황만으로 조카들의 기록을 찾은 건 내 일처럼 쌓인 기록을 오랜 시
간 찾아주었던 구청의 직원. 그러던 중 작년 3월경 조카들의 기록이
대한사회복지회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한가닥 희망이 생
기고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조카들과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의 생각이 어떨지 원망으로 자라진 않았는지 바르게
성장했는지 혹 가족들을 안보려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었고 하루에도 몇 통씩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런 것은 그저 생각에 불과했고 너무 보고 싶은 감정과 오히려 이쪽 가
족을 배려하며 입양 보낸 것을 감사함과 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이해
해 주려는 조카들의 모습에 이곳 가족들을 미안함이 들 정도 였습니
다. 이쪽 가족 중 유일하게 조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형과 할머



니 고모인 저는 많은 기억을 떠올려 주고 싶었고 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6월3일
가족과의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 만큼 언
어적인 벽에서 부딪힐 때면 입양정보센터에서 연결해주신 통역 봉사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남매가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었고
안정된 생활과 좋으신 양부모님 밑에서 반듯한 젊은이들로 성장했더
군요. 아픈 몸으로 몸소 저들을 먼저 보겠다고 공항에 나선 나의 노모
와 저희 가족들은 벅찬 감정으로 조카들을 맞이했고 가족을 찾아온 그
들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조카 호준은 아들의 이름을
고향을 꼭 찾아오겠다는 신념으로 한국의 자기 성을 잊지 않고 따서
지었더군요. 얼마나 찾아오고 싶었고, 가족이 그리웠고 말이 안 통하
는 곳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 한켠 찡하기
도 했습니다.

wanted to find them as much as my first nephew did. The place that my
nephew and niece stayed before they were adopted is now turned into some
other new building and with very insufficient conditions, I was able to find
that scarce data of my family due to an employee at the ward office who was
kind enough to search the big amount of data. As all that was happening, in
March of last year, I got to know that there were records of my nephew and
niece at the GAIPS. With this truth our family started to get hope and we
finally got in touch with them.
However, we were afraid and worried that they would have bad feelings

very considerate of our feelings and understanding in a positive way, which
made us even more sorry for them. For the two brother and sister, their
grandmother, their older brother and me, their aunt was the only people in our

Afterwards, last year on June 3, our family was able to hold our first reunion
in more than 20years. Due to the time we were apart from each other, we had
a little difficultly in speaking, however, the translating volunteers helped us a
lot to get through that difficulty. The two of them had a good childhood with
great adoptive parents, and now they already had their own families with a
stable living. Although my mother was ill, she and our family went out to the
airport to greet the two of our family, with our hearts very full. When I met
them I saw that my nephew had remembered his korean last name and gave it
to his son, also telling that it was his faith that he would sometime visit his
home country. I felt so sorry for them when I think of how homesick they
would have been and how much they would have wanted to come back from
the ten days they would be staying was a very short time. Therefore we had
been starting to plan the schedules before a month they arrived. Mainly the
schedules were travel plans so that we could remind the lost memories of their
childhood and their come country. After they’ve seen their home town, and
felt the memories that came back slowly, their hearts were also very full and
went back capturing their memories in their cameras.
We went to Korean Folk Village(Min-Suk-Chon) and many other
historical places and tasted various korean foods to help them know about
Korea, which was forgotten for about 20 years. With all the traveling and

온가족들과의 만남 때에는 원활한 대화를 위해 역시 입양정보센터
를 통해 통역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와 주셨고 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선뜻 통역을 도와주셨던 입양정보센
터장이신 박미정센터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조카들과의 짧
은 시간이 지나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보내야 했고 지금
은 각자들의 생활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족에겐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겨 기쁩니다. 조카들은 서로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났고 예
쁜 아이들과 바른 가정을 꾸미게 해주신 양부모님을 가족으로 맞이하
였기 때문입니다. 양부모님께는 평생 은혜를 못 잊을 것입니다. 잊어
서도 안되고요....

for our family and that they would refuse to meet us while we were e-mailing
to each other. However, those were just our thoughts. They were rather being

memories back and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mails and phone calls.

the new place where they weren’t even able to communicate. To our family

조카들이 머물 한국에서의 10일 기간이 1분1초도 아깝기에 오기
전 한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간을 쪼개 어린시절 끊어
진 기억을 되살려주려 많은 여행 계획들을 세웠답니다. 고향을 찾은
조카들의 모습에서는 서서히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가슴벅차했고 카메
라에 맘껏 담아 가지고 돌아 갔습니다. 민속촌과 여러 고적여행지를
돌며 한국의 모습과 다양한 음식을 접해주며 20여년간 잊고 살았던
한국과 가족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 큰 가족애와 끈
끈한 핏줄이란 걸 느꼈고 벅찬 감정으로 지냈습니다.

That is why my heart is as much painful as my first nephew that was left in
Korea with our family when his two siblings were adopted. Moreover I also

family they’ve had memories of. Therefore we tried a lot to bring their

spending time together, we got to feel that our family relations had been even
closer. Whenever our family got to meet each other, the volunteers of GAIPS
helped a lot for the smooth conversation between us. Moreover, I am very
thankful for the head of the center, Park Mi Jung for helping our family
despite of your busy days. That is how we spent the short 10 days with my
nephew and niece, and they had to go back to their daily lives to America.
However, although it was very hard for us to have another separation, we are
so glad that we have found both of them. We are so thankful for the foster
parents of my nephew and niece for raising them with love and helping them
to grow up to be a good person. We will never forget this grace and we never
should...Afterwards, not after only three months, my mother, the two brother

그런데 그렇게 서너 달이 가기전 20년 만에 장성한 손주 손녀를
본 것이 큰 기쁨이었고 마지막 소원이라도 이루신 듯 작년 9월 11일
나의 모친이자 호준과 지희의 할머니는 천국으로 평안이 가셨답니다.
손주 손녀를 오래 기다린 만남이 추억의 사진으로만 남겨둔 채 돌아가

and sister’s grandmother, passed away as she had attained all her wishes and
hopes. Although she has passed away with only a short memory and a
picture, the rest of our family will make sure that we will stay in touch with
each other. Her sorrow was also the rest of our family’s sorrow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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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지만 저희들은 소중히 찾은 가족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친으로 인한 슬픔은 조카들과 온가족의 슬픔이었지만 두 무거
운 어깨 짐만은 풀고 가신 것 같아 위로 삼고 있습니다. 조카들과는
지금도 자주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잘들 지내고 있습니다. 입양가족
여러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 통역봉사를 위해 도와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입양으로 헤어진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은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의 벽이더군요. 가슴 터질 듯 쏟아 내지 못하는 아픔
은 헤어져 있던 시간 만큼 자유스럽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
만 그래도 통역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입양정보센터에서 입
양정보와 사후 서비스를 지원해주셨기에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
다. 더 많은 입양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
드리며 입양정보센터에서 오늘도 수고 하시는 박미정 센터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식지1호 창간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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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owever it is a relief that she was able to remove her burden before she
passed away. With my nephew and my niece, we are sending mails to each
other often, and they say they are all fine. For the families that are searching
for their lost ones, please do no lose hope! Once more I would like to thank
the translaters that helped our family reunion possible.
This time I was able to find out that for families that had been separated

B
A C

1:1 영어학습후기

due to adoption, the difference of language is another pain for them. It was
also very painful when we were not able to express the bursting feelings to

2005년 9월~12월, 현수연 아동은 매주 금요일(2시간)
입양정보센터에서 김 한소미 자원봉사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them ourselves. However, due to the volunteers from GAIPS we were able to
have further meetings. I pray and hope for others that are hoping to meet
their separated families. I would like to thank Park Mi Jung and the GAIPS
staff, who would be helping other families even today, for helping our family
meet again.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publishment of the first

>>수연이의 글

edition.

현수연 | 국내입양아동

나는 영어를 배우러 엄마 또는 오빠와 서울로 다닌다.
벌써 한달 반이 되었다.

친·가·족·상·봉·모·습·담·기

전철에서 거지오빠도 보았고 장님 할아버지도 아줌마 아저씨,

입양정보센터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던 홍태일, 김점호씨의
친가족 상봉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오빠와 햄버거를,
엄마와 아이스크림도 사먹으면서 영어 공부를 배우러 다닌다.
나의 영어 선생님은 예쁜 김한소미 선생님.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
나는 영어를 전혀 몰랐는데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주셔서
이젠 영어를 좀 할 수 있게 됐다.
열심히 해서 외국 사람과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다.
내가 배우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 김점호씨 가족 내외

▲ 그토록 뵙고 싶던 어머니..

▲ 아이구 내 강아지 할미야..

♡사랑합니다♡
It has already been a month and a half since I started visiting Seoul with my mom and my brother to learn English. We take a subway when
we go, and I see blind people, beggars and a lot of different people. My brother and I eat hamburger, and sometimes we even get to eat ice
creams with mom. My English teacher, Ms. HanSoMi Kim, is very pretty and she teaches English really in a very easy and fun way, and I
really thank her for that. I was clueless about English. I understand English a bit more than the past. I will study hard to have a conservation
with foreigners. I am thankful for all the people who have allowed me to study what I really yearned to learn.
♡I love you all

▲ 홍태일씨와 어머니



▲ 더 일찍 밀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홍태일씨와 센터장님과 한 컷

Soo Yeon Hyun,
Korean domestic adopte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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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이 어머니의 글

>>김한소미 선생님의 글

정복임 | 현수연 모

김한소미 | 서울여대 불어불문학 전공

11월에 고운 단풍처럼 늘 고운 마음은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펜을 들어봅니다.

사랑스러운 수연이에게

배 아파서 난 아들 둘을 키우며 공허함을 느낄 때 입양으로 딸, 아들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입양도 배 아픈 산고 만큼이나 가슴으로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큰 산고를 겪어서야 얻은 두 어린 자녀들. 심장병이 있다는 이유로 딸을 만나게 되었고 여아보다 남자라는 이유로 시설에 남아있는 남아
들을 보면서 막내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생활에서 여유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동생 지호도 잘 돌봐주고? 지호에게도 선생님 안부 전해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입니다. 8개월 때, 만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입학 후 이것저것 가르쳐 달라는 딸을 보며

수연이랑 처음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났다.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 아토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딸이 알 리 없었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더니 정말이구나. 수연이는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 하는 것 재미있니?

었지만 가르쳐 달라던 미술과 영어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입양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어 공부에 우리 딸이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집이 멀어 일주일에 한번 씩 딸과 함께 전철을 타고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딸과 함께 책도 보고 학교에서 있었던

선생님은 너무 좋은데 말야. 우리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내게는 즐거운 시간이야.

이야기도 나누며 그 즐거움 또한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수연이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어제 수연이가 써 놓은 글을 보고 깜짝 놀랐

수연이를 만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를 말이지.

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수연이에게도.

언제 이렇게 많이 컸는지... 어려서 수술하고 아플 때는 살아만 달라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어느덧 자라 공부하고 싶다고 서울까지 다

우리 계속 즐거운 영어 공부 시간을 만들어 보자.

니는 딸을 보며 대견스럽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오빠들과 동생과 서로 사랑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든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딸이 되
기를 오늘도 두 손을 모아봅니다.

추신 : 수연이가 말했듯이 미래에 멋진 화가가 되기를 바랄게~^^

우리 딸에게 영어 공부에 첫 발을 내딛게 해 주신 입양정보센터 박미정 센터장님과 봉사해주시는 김 한소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With wish to keep my heart tender as the coloring leaves of November, I will start this letter.
With two sons I gave birth to I still felt hollow and I got adopt two children, a son and a daughter. Adoption also caused as much pain as in
labor, only in a different way. I got to meet my daughter when she had a heart disease, which was also the reason I got the meet her. I met my
last son where young boys were left at the care center only because they were boys.Although our family circumstances are not that wealthy,
we are spending our days by thanking for what we are given and working hard on our duties.The daughter I met when she was only 8 months
old is now already in first grade. After she got into school, she is telling me such things she wants to learn. However the costs of the
institutions are becoming a burden, due to her younger brother who is going through atopy, which also costs a lot. I try to help her learn what
she wants but I wasn’t able to give her lessons on art and English. However, the GAIPS happened to start lessons on English which my
daughter got to participate. I would like to thank the GAIPS for helping my daughter learn English. Although we can only visit once in a week
because we live so far, the time on the subway to get to seoul is very enjoyable. We talk about her school life and read books together which is
also another enjoyment of ours. I got to know that Soo Yeon, my daughter is enjoying it very much by reading in the writing she wrote. It’s
hard to believe that she is already so grown up. It seems like yesterday when she was sick with the heart disease and I prayed for her to live,
but now she is grown up so much and I am proud to see her going all the way to seoul to learn English. Now I just hope and pray that in
whatever situation she would never lose faith d happiness and always be healthy with her brothers. I thank the GAIPS, the head of the center
Park Mi Jeung, and the volunteer teacher Han So Mee, for helping my daughter start her first step into English. Thank You.

To. Lovely Soo-yeon,
Hi, Soo-yeon!! Do you have a fun today? Did you play with your little brother Ji-ho?
Will you giive my best regards to your little brother? It has already been 2 months since we started to learn English together...... I feel it’s just
yesterday.....a very short time. People used to say that good time usually goes fast. It’s right!! Do you enjoy studying English with me? I like it
very much. Playing games, singing songs, etc. are all fun to me. I am happy to meet you who are a very pretty girl. Also, I am grateful for
people who create the 1:1 English Tutor Program, Seoul Woman’s University & GAIPS, and happy to be involved in this program. Let’s
study joyfully together.
P.S. I hope your dream that becomes an artist will be accomplished.
Kim, Hansomi
So-yeon’s English Teacher

Mrs. Jeong, Bok Im,
Hyun Soo Yeon’ s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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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자원봉사자 선생님의 글
이하나 | 서울여대 영어영문 전공

입양 아동과 함께했던

12번의 기적
처음

이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단순히 직접 나아준 부모가
곁에 없는 아동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구
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미 텔레
비전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양에 대하여
접하긴 하였지만, 정말 입양을 한다는 것의 진
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입양정보센터에 가서 센터장님과 만나고, 입양
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디오 영상물을
보면서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처
량해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로서는
두 번 태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좋
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맡게 될 아이의
이름을 듣고,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어디에 살
고 있는지에 관해 듣게 되니 정말 내가 이 봉
사활동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
작했습니다. 김지현... 이 이름이 바로 내가 한
학기동안 함께 공부할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기대 반 걱정 반의 생각을 가지고
집에 찾아갔는데, 지현이는 아파서 이불 속에
누워있었습니다. 지현이가 여자아이라고 생각
했던 저는, 남자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
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그냥
단어만 들어도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개구쟁
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스쳤기 때문이죠.
지현이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멀뚱멀
뚱 바라보았고 아는 채도 거의 안 하였습니다.
지현이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현이는 그
다지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근하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아픈 지현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첫 날은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전에 초등학생 사촌동생을 가르
쳐 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그때는 가르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조차 서지 않았기 때문
에도 힘들었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참 힘든
일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
현이와 첫 대면을 한 후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12번의 시간을 잘 꾸러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Teacher’
s Guide라는 게 있어서
수업준비를 하기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빨간 Super Kids 텍스트북을 보았을
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쳐야할지, 어
린아이라서 호기심을 끌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는지가 애매하였지만, Teacher’s
Guide에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여러 활동과 자
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
어공부를 하게 된 날에 본 지현이는 의젓하게
책상에 앉아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단정해 보여
야 할 것 같아 되도록이면 잘 갖추어 입고 가
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날에는 지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준비해간
수업계획을 실험도 해볼 겸 책에 초점을 맞춰
서 가르치고, 테이프의 Chant도 들려주면서
수업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이었을
까요... 지현이는 제가 마지막에 오늘 수업 어땠
냐는 질문에 선뜻 말을 잘 못하였고 그다지 좋
진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게 게임을 많이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역시 너무 아이에게
딱딱하게 설명, 반복 위주의 수업을 하고, 별로
재미없어 하는 테이프를 억지로라도 듣게 하려
고 했던 욕심이 잘못되었다는 걸 실감하였습니
다. 그렇게 첫 수업의 아픈 기억을 뒤로 한 채
그 후 수업부터는 Teacher’
s Guide에 있는
게임을 사전에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
해 본 후 공부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끌
었습니다. 아이도 처음에 몇 개의 재미있는 게

임을 할 때는 배우는 것 보다 더 호기심 있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Teacher’
s Guide에 있는
게임도 Chapter가 지나갈수록 제가 봐도 그다
지 재미없어졌기 때문에 왠지 그 이상의 준비
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
때부터 수업 끝까지 일관적으로 했던 Routine
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처음에는 전
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교재의 챕터의 단어
를 발음하면서 익히고, 그 단어 위해 있는 그림
을 이용해서 복습하고, 뒷장에 나와 있는 문제
로 연습을 더 하고, Activity Book을 이용해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제가 준비해간 게임을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단어를 다시 상
기시켜보는 Routine은 지현이가 제가 한 활동
을 한 뒤 무엇을 할지 미리 알 수 있고, 스스로
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가끔 어머님께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에
게 먹을 것도 사주시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빠짐없이 간식을 챙겨 주셔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야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
서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
간이 갈수록 그런 배려를 꺼려하는 것 보다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데로 따르는 것도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단 생각에 감
사히 생각하며 어머님과 같이 많은 대화도 나
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머
님과 대화를 할 때 지현이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현이는 현재 자신이 입양되었
는지 모르고 있고, 처음에 지현이를 기관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웃음도 입가에 없었던 조
그마한 아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수록 자라면서 어렸을 적의 Trauma 때문인
지 모르는 이상한 행동도 보였지만, 어머님께
서 훈계를 내릴 때는 따끔하게 내리고, 또 감싸
줄 때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과정을 통해서 지

지를 많이 알 수 있던 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도
입양과 관련된 일이 매체를 통해서나 혹 제 주
위에서 일어난다면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입양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입양정
보 센터를 소개해줄 수도 있고, 제가 경험했던
봉사활동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
초반의 지현이와 지금 봉사활동이 끝난 시 에겐 입양아동과 함께했던 12번의 조그마한 기
점의 지현이를 보면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적의 순간순간이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을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 것입니다.
신은 알파벳밖에 모른다면서 노래 부를 때는
한소절도 안 부르려하고, 그다지 잘 따라하려
하지 않던 지현이었지만, 지금 보면 지현이는
제가 수업 시작했다는 말을 하며 따라하게끔
요청하면 곧잘 따라하는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
습니다. 그리고 한 Chapter씩 배워갈 수록 어
휘 실력도 늘게 되어서 여러 단어 조합과 같은
응용까지 가능한 재능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
다. 여전히 자신이 재미없으면 들어 눕거나 계
속 먹을 거에 집착을 보이면서 산만하였지만,
만들기를 하기 위해 종이를 같이 자르거나, 붙
일 때는 제법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 것과
제 것을 비교해가며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에
서 조금이나마 집중력이란 것이 생겼다는 것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금의 평범한 초등학교 1학년 지현이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지현이를
가르치면서 지현이가 그런 과거가 있었을 줄이
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더 지현이를 배려해줘야 할 것 같
은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번 봉사활동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다루는
것은 막연히 힘들다고만 느꼈는데, 이번 활동
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해 알고
있고 충분한 준비만 된다면 그렇게 힘들지 만
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입양 아
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그다지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무심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양아이는 어떤
지, 그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의 신념은 어떤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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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 I first started this volunteer Hyun was a little sick, I tried to have a talk wanted to play games in class. The boring
work, I had a simple thought with him and that was the end of the first explanations, reputations, and not that

thought staying uncomfortable of her origami, or when folding them and

about teaching these children, who have class. I’ve had a teaching experience interesting tapes were too hard for a little
no parents, English. Although I have seen before when I taught my cousin. However boy and it seemed like a greed of mine.

kindness would not be a good manner so I comparing it to the ones I make.

and heard about adoption from television back then I did not have a clear concept on After the first class, I started to look for
s guide and matched
and other medias, there wasn’
t a chance to teaching which made me have a hard time. games in the teacher’

had a very good time speaking with her.

think about it seriously. Before I started Besides that, I already new back then that the games with the class materials so that
my volunteer work, and met the head of teaching children is a challenging work to we can both play games and study at the

does not know that he is adopted, and a hard work. However, through this

the GAIPS and got to see a lot of videos do. After the first meeting with Jee Hyun, I same time. It worked at first with the fun
and heard stories of children who were started to worry about how to spend the games in the front of the guide book.

on his face. As he was growing up, she about children and that with enough

However as we finish each chapter, the
adopted. At first, I felt sorry for the next 12 times together learning English.
Fortunately, there was a teacher Guide games were not that interesting anymore
children, however on the other side, I felt

t much aware of
maybe due to a Trauma as a baby. She Moreover, at first I wasn’

very happy for the children as the adoption which helped me prepare for the classes. and I started to think that more than the
for them is another new start of their lives. When I first saw the red Super Kids text guide book was needed. I made a routine

well she tried to be strict however very about it due to this volunteer activity. I got

As I heard about the child I was going to books, it was very ambiguous on what to in my class for Jee Hyun and it was very
teach, then I finally felt like I was actually focus on and what kind of activities I successful. First, we started out our clas by

s home atmosphere,
this method she says that Jee Hyun now is grow up, the family’

s work. Then we
starting my work. Kim Jee Hyun... was the needed to attract his attention. However reviewing last week’
child I would be studying with through the guide book helped me a lot with pronounce and try to make volcabulary

Jee Hyun would have such a past when I all these made my time worthy. From now

activities and materials which made it familiar by using pictures in the textbook.

about his past, I got to feel a strong nearby, adoption will attract my attention. I

one semester.



much. However, as time went by, I concentration when he rips papers for

thought thankful for her careness and also
This volunteer work meant a lot to me. I

Jee Hyun’
s mother told me that Jee Hyun always thought that handling children was
when she first saw him, he had no smile activity, I found out how much I knew
said that he had some strange behaviors preparation it is not as hard as it looks.
said that when Jee hyun did not behave adoption but, I got to know much more
warm and kind other times and through to know about how the adopted children
a normal first grader. I never thought that and moreover the faith of the mother, and
was teaching him. Moreover after I heard on, whether from television or from
will introduce the GAIPS to people who

With worries and anxiety I went Jee easier for me. When it was the actual day Afterwards, we practiced the words by
Hyun house, however when I arrivied Jee of starting the English class, Jee Hyun was solving problems on the next page and the
Hyun was lying down sick. I was shocked sitting up straight on his desk getting ready Activity Book. After we finish the text

responsibility of careful concern for him.

to see Jee Hyun at first because I thought to start. As I was the teacher, I had to mind book, we play the game I prepared to
she was a girl but, he was a first grade boy. about my clothes and tried to wear very class. Last, we review once more what we

language and behavior skills. At first, he 12 times of meeting this child would last in

The image I had on first grade boys were decently. On the first class, I needed to did in class that day. With this routine not
trouble-makers and very naughty, which know how much Jee Hyun knew about only it was easier fo me, but also it was

games, however now he became positive,

made me nervous and shocked. Jee Hyun English, and also needed to try the class good for Jee Hyun, by making it easier for
didn’
t know who I was at first so he just method I had prepared so I focused the him to prepare for the next class.

Moreover, after each chapter is finished,

From time to time, Jee Hyun’
s mother
stared at be and almost ignored me. As I class on the text book and also the Chant
had words with his mother she told me tapes. However, after our class was over, I bought me things to eat and also gave us

using new words and putting them into

that he was a quiet shy boy and also very asked him about how the class was, and snacks during our break time, which made
t quite me a little uncomfortable. I was only
unskillful in getting along with new his reaction told me that he didn’

when he stops paying attention when the

people. So on the first day, although Jee like it. He also suggested me that he volunteering but she seemed to care very

snacks, it shows clearly that he has gained

Now that the volunteer work is over, I are interested and willing to tell my
ve had this time. To me, the
can see the improvement in Jee Hyun’
s experience I’
was a shy boy who did not follow songs or my memories for a long time.
active and very participant in class.
he became more and more capable of
sentences. Although he is still very loose
class gets bored or pay attention only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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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우선“우와!”
라고 한마디 해도 괜찮겠죠? 7년이 넘게 입양과 관련하여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번이 저의 경험과 느
낌을 되새길 수 있게 해준 경우가 처음이랍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우와!”
입양기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것은 오로지 중학교에서 요구하던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일 정리와 편
지 번역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입양아들의 사진들이 담겨있는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전율
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섞인 칵테일의 맛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편지 번역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봉사활동입니다. 편지에 새겨진 삐뚤어진 글씨들을 보면서 글쓴이의 편지 쓸 당시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뇌, 슬픔, 넘치는 기쁨 그리고 고통과 후회… 저는 제가 이곳에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와 친부모와의 의
사소통이 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어능력을 갖춘 것을 축복 받은 것이라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복잡한
일들이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아-친부모 미팅에 통역사 겸 투어 가이드로 선정됐으니까 말입니다! 2005년 여름, 저는 그
들에게 서울을 가이드와 통역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아찔아찔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눈물이 흘렀고, 많은 이야
기들이 전해졌고 무지개 빛깔의 감정들이 퍼졌습니다. 최근에 저는 해외입양아의 예술 전시회의 오프닝에서 통역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수라도 할까봐 다른 때와는 달리 두려워했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니, 저의 두려움마저 모두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
며 올 2006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A Little Essay

Youn Jung Kim | Ewha Womans Univ.,International Studies Dept.

Allow me to say,“WOW!”before I begin. I have been involved in adoption as a volunteer worker for over 7 years now and this is the
very first opportunity given to me to be able to review my experience and express my feelings. It has been quite an experience really. So
allow me to say once again,“WOW!”
.
The first time I ever put my foot on the floor of an adoption agency was solely because I was obligated to fulfill the required volunteer
time at my middle school. I first began with rearranging adoption files and translating letters. While I was rearranging the files which had the
pictures of the adopted children, I remember feeling a little shiver crawl up my spine. It was an indescribable feeling…… sort of like a
mixed cocktail that you can’
t really put one word to describe the taste with.

Translating letters is the one thing that I have been

continuously involved in since day one. Looking at the crippled writings of the birth parents in the letters, I could sense the emotional state
of the individuals. Agony, sadness, overwhelming joy as well as pain and regret……. I felt that I was needed. I also felt blessed to have the
English skills to help the adoptee and birth paren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s time went on, I was given more complex jobs. I was selected to be a tour guide as well as an interpreter for the birth parent-adoptee
meetings! In the summer of 2005, I was more than thrilled to guide them through Seoul and take pictures of the reunited family and work as
an interpreter for them. There were indeed many tears that were shed, many stories to be told and rainbow colors of emotion that were being
spread. Recently, I participated in an art exhibition opening of an adoptee as an interpreter. I was very self-conscious, afraid that I will mess
up. In the end, it was all worth the drama and I look forward to more various activities to participate in as a volunteer worker in the year

입양정보센터에서의 2005년

천명기 | 고려대 영어영문 3

군 제대 후 복학한 첫 학기에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입양정보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입양정보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입양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어학연수와 카투사 복무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된다면 입양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막연했던 소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년 한 해 활동을 돌
아보고 입양정보센터에서의 활동이 제게 준 의미는 무엇이고 그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02년 겨울에 미국 어학연수를 마치고 배낭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혼자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이 여행 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때 만났던 한국계 미국인을 잊
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와 다를 바가 없던 저를 잘 대접해 주었고 비록 한국말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을 그들도 알고 싶었기에 여행자인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었습니다. 더불어 2003년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같은 중대에는 한국계 미군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어 성장한 그 역
시 한국어는 거의 못했지만 한국이 어머니의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서 온 미군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미국인으로서 정체성보다는 당당히 Korean American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입양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한국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습
니다. 대학에 복학을 하면서 설레임 속에서 입양정보센터에서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자원봉사자로서 기본교육, 특별히 입양인을
돕는 과정 중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주요활동 중에서 제가 했던 것을 첫 번째, 입양인찾
기 행사관련 자원봉사 두 번째, 입양인과 친부모 사이의 편지 번역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언론에서 발표된 입양관련 한국어기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봉사를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세가지의 봉사활동들은 입양에 대한 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
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번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친부모와 입양인 상호간에 지속적인 접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 십 년 만에 만난 사
이인데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락 및 관계형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양정보센터의 역할은 친부모를 찾는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입
양인 출신의 예술인의 전시회에서 영상을 찍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입양이라는 사건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며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주는 일인가를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서툴기도 했었지만 올해에는 한 발자국 더 입양인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주는 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주는 시간은 잠시이지만 입양인
들은 잠시의 만남을 위해 수 십년을 기다려 왔을 테니까요. 2006년은 입양인과 친부모 사이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Spending 2005 with GAIPS Cheon, Myung Ki | Korea Univ., English Literature & Language Dept.
When I came back to college life after military service, I could know that GAIPS need some volunteers through the Internet. And that was first
meeting with GAIPS. Actually I had a concern at helping people who are adopted from Korea to other countries because I had a good memory that
meet those people between Army and America. I thought if there is a chance to service for adopted persons, I will do it. Even though it°’s an idea, it
comes to be real by GAIPS. Now, I want to know what I did in GAIPS for 2005 and what is meeting for my life.
I had a chance to travel around America for one month by bus, at that time I was very poor. But Many Korean gave me reliefs. Although they
couldn’t speak in Korean they really wanted to know Korea and that I know about korea. Also, when I served military as KATUSA, there was a
Korean American soldier. He was early adopted by American parents, so he didn’t know between Korea and Korean. He volunteered Korea as his
first just because Korean is his mother’s country. As I know Korea didn’t give him anything, but he had an identity that he is Korea-American. I
wondered what is remained in his mind and what drives him to back to mother’s country.
After coming back to campus, my volunteer job started. First of all I should have to attend a class about attitude of helping adopted person and
background. And then I participated in official event, translation working about letters and translation from news introduced about adoption to
English version. Unfortunately I did not have a chance to be a interpreter but three things were enough to understand what I have to work as
volunteer in GAIPS. Especially while I translate some letter for parents I could find out several difficulties. It’s difficult that keep in touch with son or
daughter. Lastly what I did is that take a camera she had been affected by event of adoption and how she had grown in those environment. That’s
another learning about adoption.
When I look back those experiences in GAIPS, everything was poor like child. But today I can expect that come close to people. Probably I will get
many things in GIAPS better than giving. Even though my dedication short time, adopted person would wait for long time to meet their parents. I
wish to be a good bridge between them in this yea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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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eon Kyung | Seoul Woman’s Univ. Graduate School, Social Work Dept.

김연경 | 서울여대 대학원, 사회사업전공

입양 내 삶의

또 하나의 사랑
Adoption another love of my life

대학 시절 내 주변에는 유난히 입양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교수님과 아줌마 학
생을 비롯해, 가정 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까지... 입양에 대한 나의 관심과 애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실습지를 선정하던 중 맘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입양에 관한 끈을 풀어보고자 서슴없
이 입양정보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다행히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신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실습생을 받은 전례
가 없음에도 실습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입양에 관해서라면 수업 시간에 잠깐 배운 내용과,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오다가다 들은
내용들이 전부라 사실 입양정보센터에서 내가 실습을 잘 할수 있을지 많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기관의 가족 같은 분위기와 친절하고
따뜻한 직원들, 실습생에게 하나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센터장님으로 인해 실습 기간들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될 수 있었다. 다양한 입양관련 공청회, 워크샵을 통해 입양의 전문지식을 넓힐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성인 해외 입양인들과의 연극치료를 통해 직접 입양인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얘기 나누며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차인표와 신애라가 아이를 입양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연극인 윤석화는 입양한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내기도 했다. 해외가 아닌
국내입양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입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남의 일이며, 봉사와 희생
으로 무장한 또 하나의 선한 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나와 다른 사람이 하는 아주 거창하고 큰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
겨져,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또한 입양을 가슴에 또 하나의 사랑으로 품고 꼭 그 기
쁨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During my college years many people around me were involved in adoption. A professor and a housewife who had an adopted
child, people waiting to adopt and so on. My interest in adoption began since then. As I entered graduate school, I decided to knock on
adoption agency’
s door looking to unleash my desire to participate in adoption. Fortunately I met a fellow graduate student who
happened to be the head of an adoption agency that accepted me despite my lack of experience in the field.
Since the only knowledge I had of adoption was from the short lectures I got during classes and from people involved in that field, I
was worried that I won’
t be able to perform well. However, thanks to the family like atmosphere of the agency and the kind workers,
as well as the general manager who invested her time and effort to help a rookie like me, I was able to attain happy memories.
I was also able to widen my professional knowledge of adoption via workshops and seminars. One memory that I will forever keep
with me is a acting therapy session which enabled me to meet adult adoptees and really talk to them.
Celebrities such as In-Peo, Cha and Eh-Ra, Shin have made controversy with their recent adoption and publications have been made
by actor Suk-Hwa, Yoon about raising adopted children. Now policies are being made aiming to facilitate domestic adoption.
Nevertheless, I feel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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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 5. 25

해외입양 어린이 적응력 매우 높다...
>> 외국에서 입양된 어린이들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놀랍도록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국내 입양아들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학협회지(JAMA) 최신호에 발표됐다. 지난 50여년간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및 이스
라엘에서 실시된 137건의 입양아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입양아들은 비입양아에 비해 공격성과 불안감이 약간 높을 뿐 행동
상의 문제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JAMA는 사설을 통해 심하게 비뚤어진 해외입양아들에 관한 선정적인
보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런 보도들이 이들에 관한 일반의 관념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터프츠-뉴잉글랜드 메디컬
센터의 로리 밀러 박사는 사설을 통해 미국에서는 1989년 이래 지금까지 23만명의 어린이가 해외로부터 입양됐다며 지난 50
여년 사이에 입양에 관한 인식이“부끄러운 비밀”에서 떳떳하게 자랑할만한 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News.

2

부산일보 2005. 6. 3

해외입양인은 국력 높이는 인적자원...
>> 지난 2001년‘국제인력지원연구소’
를 설립해‘해외입양인 모국체험 프로그램’을 5년간 이끌어오고 있는 경남 인해 인제대
김창룡(48.언론정치학부)교수는“해외입양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행동과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줘
야 합니다. 그리고 2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곧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
했다.
해외입양인들은 각 나라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부모들도 중산층 이상으로 대부분 주류에 속하고 있다. 이들이 우
리편이 되어 준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모국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들의 열정을
재정과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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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 6. 20

News.

뉴시스 2005. 9. 30

러시아 아동 입양정보 웹사이트 인기!

입양 부정적 시각, 휴가제 등 제도적 장치로 해소해야...

>> 러시아 아동들의 불법 입양을 막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돼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 교육과학부가 직접 주관해 오픈한 입양전문사이트(www.usynovite.ru)는 26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입양 대상 어린
이들의 방대한 정보와 함께 입양 관련 규정, 입양통계, 공인된 입양기관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면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희망하는 아동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다양한 아동들을 인터넷상에
서 사진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다. 입양하려는 아동의 성별, 나이, 출신지에서부터 눈과 머리 색깔에 이르기까지 희망하는
요건들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아동들을 한순간에 찾을 수 있다.

>> 국내입양활성화를 이해서는 입양휴가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입양기관 관계자들은“전통적인 가치로 인한 입양의 부정적 시각을 제도적 장치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최근 정부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물론 관련자들 조차 정부제도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며“입양제도의 운영 3주체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미비한 역할을 확대하고 입양에 대
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 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제 도입, 양육비와 보육비 등 지원확대, 입
양을 알리는 정기간행물 출판 등을 제시했다.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입양문화와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이란 연
구자료를 통해“입양을 저해하는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 입양
활성화의 필수요소다”라고 제도적 지원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권교수는“입양기관에서 각기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
고 있는데 이들을 통합, 종합입양지원센터로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입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치단체의 의
지, 역량강화도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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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2005. 7. 27

국내 입양제도 외국근로자 국적취득 수단 악용...
>> 국내입양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의 관한 특례법’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본국법에 따라 친부의 동의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 없이
본인 의사와 양친 동의만으로도 한국인 가정에 양자로 입적이 가능하다. 또한 입양절차 역시 동사무소에 비치된 입양신고
서에 친부와 양부의 이름, 국적, 주소를 기재하고 그 나라 국적법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서류를 번역해 공증증
서와 친부의 도장만 찍으면 입양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처럼 입양절차가 간단함에 따라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연
장을 위해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안팎의 사례금을 주고 양자로 입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입양제도에 허점이 많아 외국인 양자 입적에 대한 관련 규정 보
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New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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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5. 9. 23

해외입양 4, 5년 뒤 금지!
>> 4~5년 후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면서 계속 해외로 아동을 수출하는 부끄러운 관행
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4~5년 계획을 잡고 정책을 수립해 해외입양을 중단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장관은“해외입양인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하는 데 혈연중심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
이라며“문화적 풍토를 전환시키
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해외입양 아동은 2,257명으로 국내입양(1,641명)에 비해
38%나 많아 여전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7

세계일보 2005. 10. 3

6.25 전쟁고아 5명 50년 만에 고국에...
>>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55년 미국 홀트 집안으로 입양된 8명의 전쟁고아 중 5명과 그 가족들
이 한국에 2005년 9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전쟁고아로 태어나 홀트 집안으로 입양된 베티, 폴, 메리, 로버트, 조지프, 크리
스틴, 헬렌, 나대니얼씨 중 조지프씨는 1970년대, 나대니얼씨는 입양 직후인 10살 무렵 사망했고, 폴씨는 건강 문제로 방문
하지 못하였다. 미 상원의원인 폴신씨는 이미 국내외에 잘 알려진 인물로 이민자와 입양인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
다. 이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하였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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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5. 11. 15

미혼모가 해외입양을 선택하는 이유..
>> 저출산을‘국가적 위기’로 간주함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공약을 비롯해 보육지원 등
온갖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는 저출산 정책의 기조는 기혼자 대상의 출산, 아
동수당 지급, 미혼자 대상으로는 결혼 및 가족의 가치증대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양육하는 미혼모는 저출산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미혼모‘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여성, 어린 미혼모의 경우는 특히나 그렇다.
낳은 뒤 ’
양육‘을 택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가시밭길 삶을 강요받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대부분 눈물을 삼키며 ’입양
‘을 결정한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려면 미혼모의 취업은 절실
하다. 그러나 직업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을 어렵게 잡았으나‘미혼모’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가 되는 사
례도 적지 않다.
앞으로 저출산 정책적 고려도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여성가족부는 미혼모부자가
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부처협의를 거친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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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임단협 교섭에 한창인 신한은행 노사가 유급 입양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한은행 노
사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처우는 기존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에 신한은행 직원이 입양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은 길게는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급의 50%를 받게 된다.
‘입양휴가제’
는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부터 추진해왔지만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반대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부처는 입양휴가제 도입 때 유급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2005년 초에는 한나
라당 고경화 의원이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같은 기간의‘입양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의 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내입양기관 관계자에 따르면“입양은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부모와 아동간에 친밀감을 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며“이번 제도 도입이 다른 곳에도 확산 돼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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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5. 12. 14

입양해도 유급 휴직 사용!

News.

GAIPS

YTN TV 2005. 12. 19

2005년 성년입양인에게는

양

인

소

식

어떤 일이?!

첫번째 입양인_ Mihee-Nathalie Lemoine(조미희) 개인전

Mihee-Nathalie Lemoine(조미희)씨는 2005년 5월 6일~25일
(20일간) 입양정보센터(GAIPS)에서“제1회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
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Mihee-Nathalie Lemoine
씨는 벨기에 입양인이며, 작품활동 영역은 영화, 비디오, 미술, 시 등
이고 벨기에 멀티미디어 센터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장학
금을 수여받았다. 벨기에 단편영화제와 서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 타이완, 홍콩, 독일, 미국, 캐나다, 덴마
크, 일본 등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시회를 다수 개최했다.

미혼모, 아이와 살고 싶다!
>> 해마다 4천여명의 아이가 입양되고 있다.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이들이고 사회적인 외면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아기와 생활할 수 있는 양육 미혼모 시설만 늘어도 이런 생이별은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기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9군데 밖에 없고 정원도 5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항상 50명이 넘는
미혼모와 아기가 이러한 시설의 입소를 기다리는 형편이다. 한상순 애란원 원장은“이런 시설이 서울에도 한군데 밖에 없
고 엄마들이 자립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해외입양의 감소요인도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가운데 37% 이상이‘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를 양육하겠
다’
고 대답해 양육미혼모 시설만 늘려도 입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양육미혼모 시설을 내년에 7군데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입양인_ 올 토니상 수상 뮤지컬서 입양아 출신 크레익씨 열연
“이번 작품 덕분에 한국에 내 이야기가 알려져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1974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미
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뮤지컬 여배우 데보라
크레익(31) 씨는 자신이 출연한 뮤지컬‘제25
회 풋남 카운티 스펠링 비’
가 5일 토니상 2개
를 거머쥔 뒤 이같이 말했다. 그의 한국이름은
우연정. 두 살 위의 오빠(우관수)와 함께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 주 루터교 목사 가정에 입양돼 미
국인으로 컸다. 크레익 씨는 브로드웨이 데뷔작‘스펠링 비’
에서 한
국인 여학생 마시 박의 역할을 맡으면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국과
친부모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됐다고 말한다. 플로리다에서 자란
뒤 대학을 나와 1996년부터 TV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다 1999
년부터 영화배우와 오프브로드웨이 배우로 영역을 넓힌 그는 브로
드웨이 데뷔작인 이번 작품으로 이름을 날렸다. 뮤지컬‘스펠링 비’
는 영어 스펠링을 맞히는 대회에 출연한 학생들의 심리를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뉴욕 서클 인 더 스퀘어 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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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입양인_

네번째 입양인_

자전소설‘피의 언어’한국어판 낸 입양아 출신 제인 정 트렌카

청력 잃고 두눈까지, 입양아 눈물의 가족상봉

이 소설은 1972년 생후 6개월 때 4살 박이 언니
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소
수인종이자 여성으로 자라난 필자가 자신의 진정
한 모습을 찾아 생모와 그의 나라를 찾아가는 과
정을 그렸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입양인을‘추방자’
라고 규정했
다. 입양인이 꿈, 행복, 미소 등의 이미지를 가진
일종의 이민자라면 추방자는 낳아준 부모와 그
나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란 뜻이 강하다. 그가
추방자임은 입양인의 또 다른 이름 외에 미국인
양부모한테서도 버림받은 존재라는 이중의 의미
를 갖는다. 그가 뿌리를 알아가는 데 반해 그가
완벽한 미국인이기를 바라는 양부모의 생각은 변
함없었던 것. 결국 그들은 낳은 엄마 추도식이나
그의 결혼식에조차 참석을 거부했고 지금은 어디론가 이사하며 주소
나 전화번호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의 자전소설은 2003년 가을 반즈앤노블이 정한‘신인작가’
에,
2004년 미네소타 북어워드‘자서전’
,‘새로운 목소리’부문의 상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영문학과 부교재로 채택하고
있다.“나의 노력은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술분야를
자극하고 조사를 촉발케 해 여성과 어린이에게 도움을 줄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국내에 머물며 또 다른 소설을 준비 중인 그
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첫번째 권리’
를 찾아 한국으로 회귀한 입
양인이 100여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고작 영어나 가르치고 있는 현
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신문 2005. 7. 19

재외동포재단에서 입양인을 대
상으로 모국 방문행사를 열어,
해외입양아 38명이 성인이 되
어 한국을 찾아왔다. 이들 가운
데 박소연(33, 미국)씨는 청각
장애인이다. 시력마저 점점 잃
어가는 소연씨는 이번 모국방문행사에서 친부모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부모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된다.“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
에 꼭 한국에 가서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
는 소원을 간직하며 살아
온 그는 재단의 도움으로 친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김자영(23, 미국)씨는 청각장애인으로 양부모가 처음 자영씨를 입양
했을 때 장애 사실을 모른 뒤, 나중에 알게 돼 충격을 준 경우. 자영
씨의 양부모는 입양한 딸을 위해 수화를 배웠고, 자영씨가 친부모를
만나 대화하는데도 수화통역을 해주었다. 자영씨는“양부모를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행운”
이라며“단순한 부모 이상이고, 오직 부모를
통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고 고백해 양부모에 대한 각별한 사랑
을 표현했다. 이들 모두는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에 가서 그 곳
의 아이들을 보며“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며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 출처 : 파이미디어 2005. 9. 15

일곱번째 입양인_ <인터뷰> 신호범 워싱턴 상원의원
“이번 인연으로 모교가 된 조선대와 모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외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9일 조선대 개교 59주년 기념식에서 명
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호범 미국 워싱
턴주 상원의원은“나라가 작아도 아이디어
만 있으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는 만큼 대
한민국이 뛰어난 아이디어로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앞으로 교포 2, 3세를 훌륭한 정치인으로 키우고 더불어 미국내
14만명에 이르는 한국 입양아들을 위한 조그만 일을 큰 사랑을 갖
고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31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문제해
결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
는 관계를 위해 미국교포 2, 3세들을 정치인으로 양성해 미국을 대
표하는 정치인으로 키우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한국에서 거리의 아이로 천대받고 자랐지만 제 핏줄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무리 미국에 산다 해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
면 안된다. 교포 2, 3세를 훌륭한 정치인으로 키우는 일과 미국내 14
만명에 이르는 한국 입양아들을 위한 조그만 일을 큰 사랑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연합뉴스 2005. 9. 29

다섯번째 입양인_
「고아를 위한 위로」라는 제목의 박사 논문 쓴 스웨덴 입양인 이삼돌씨
스웨덴 입양인 이삼돌(34·토비아스 후비
네트·Tobias Hubinnet)씨는“해외 입
양 중단은 과거 청산의 중요한 부분”
이라
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
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오는 12월‘고
아의 나라를 위한 위로’(Comforting an
Orphaned nation)라는 제목의 박사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출신 입양인으로
한국과 입양 문제를 연구하는 드문 학자다.
그는 1살 때인 1972년 스웨덴에 입양됐다. 입양 전, 전라선 열차 안
에서 한장의 종이와 함께 발견됐다.‘이삼돌’
이라는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친부모를 찾기도 어렵다.
1996년 세계한민족체전 참가를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발
전상에 놀라움을 표현하였으며 이토록 발전하고 민주화된 나라가
아직도 해외 입양을 한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국학으로 바꾸었다. 후기식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학 연구를 시작
했다.“입양기관에는 사업이었고, 정부에는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피
하는 도피처였으며, 사회에는 엄격한 가부장적·인종주의적·이성애
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잔인한 자기규율이었다.”
그는“한국이 지금 당장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자신의 아이들을 수출해온 국가라는 사실을
여전히 극복하여야만 한다.”
“침묵을 깨고, 위로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박사논문 제목은‘고아의 나라를 위한 위로’다.
- 출처 : 한겨레21 2005. 9. 27

여덟번째 입양인_
“생부모 찾으러 왔습니다”... 입양아 출신 美 하원의원 정훈영씨 방한
1974년 12월 생인 정훈영씨는 태어난 뒤 곧 인천 소재 고아원에 맡
겨졌다가 76년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다.
96년 미시간 주립대(정치학)를 졸업한 그는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에 근무한 뒤 정계에 진출, 97~99년 미
시간주 하원 민주당 정책보좌관, 주 하원의원 보좌관 등을 거쳤다.
미시간주 하원의원에는 2002년 11월 당선됐다. 훈영씨는 생부모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한국경제 2005. 11. 15

여섯번째 입양인_
입양아 출신 미 미주리주 지역방송 앵커 미셸 셔우드
“아빠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해요.”미국 미
주리주 스프링필드 방송 여성 앵커 미셸 셔
우드(26). <엔비시(NBC)> 계열사인 이 방송
국에서 그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미주리주
전체에서도 앵커로 일하는 한국 여성은 찾
아보기 힘들다.
유창한 영어로“생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왔고, 지난해에는 밀양에 계신 친부모님도 만나고 왔다”
고밝
은 표정으로 말한다.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난 셔우드. 이름도 없이
미국 찰스 셔우드-샤론 셔우드 부부의 집에 입양됐던 그는 최근 언
니 현미·현정을 따라 박현숙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됐다. 밀양에
거주하는 아버지 박원갑(59)씨는“글쎄, 당시 내가 먹고살기 위해 해
외로 나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 엄마가 아이를 입양시켰
다”
며 미안해 한다.
셔우드는 자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싶다고 한
다. 캔자스대학 시절 한국어를 배웠지만 쓰고 읽는 정도에만 그쳐 아
쉬움이 크다. 더 나아가 한국인 부모와 미국인 부모님이 한 자리에
모여 회포를 푸는 장면을 꿈꿔본다.
“일단 여기서 명성을 쌓고, 더 큰 방송사에 가 돈도 많이 벌면 두 나
라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거예요.”머리부터 발끝까지 미국식 사
고로 꽉 찬 신세대 셔우드. 그런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인고의 세월 속에서 응어리를 삭혀온 한국 여성의 은근한 모습이 그
에게서도 느껴진다.
- 출처 : 한겨레 2005. 9. 28

아홉번째 입양인_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 2」Kate Hers씨 개인전
Kate Hers씨는 2005.
12. 19 ~ 12. 28(10일
간) 입양정보센터 초청으
로 개인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Kate Hers씨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이
며 교육자인 동시에 활
동가이다. Hers씨는 풀브라이트/블랙모어 장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했
으며, 한국전통공연예술 국립 예술원의 특별회원이며 일리노이즈 예
술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디트로이트 예술대학, 계원조형예술대학
에서 공연예술을 강의하였고 해외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미술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캘리
포니아 대학교 미술대학원, Irvine 캠퍼스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GAIPS

입

양

정

보

소

식

입양 신청
자격요건 및 절차
<< 양부모 조건 >>

입양 법규 전문
입양 가정인 A씨
가족의 혜택 수혜 사례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부부여야 합니다.
- 아기를 사랑으로 보호, 양육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할 능력과 교양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 양부모님의 연령이 25세 이상이며, 입양 아동과 양부모님의 나이차이가 50세 미만으로, 혼인 중이
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부부건강진단서 각 1통, 부부의 사진 1장, 집안내부사진(거실, 주방, 침실 등) 3장
※입양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내입양기관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양부모예비교육 후 입양신
청서를 작성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입양기관의 상담원이 양부모님 가정에 가정방문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 후 양부모님께서 희망하시는 아동의 성별이나 혈액형, 시기 등을 가능한 맞추어 아기와
대면 후 입양이 성립하게 됩니다.
<< 절 차 >>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 ▶입양 신청 ▶상담, 교육 및 서류제출 ▶취적서류 및 아기사진 제출
▶ 입양 ▶ 아기와의 첫 만남 ▶ 가정방문
<< 입양 비용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을 입양비로 받고 있

① 지급대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학년 아동
둘을 키우고 있는 A씨 가족.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떼
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을 찾았
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양아동
지원 정책에 따라 아동 이름으로
의료급여 1종이라는 증을 발급받았
다. 의료급여 1종에 들어가면 의료
비가 대부분 지원되며 (MRI, 초음
파, 마약치료 등 몇몇 경우는 지원
에서 제외) 다양한 혜택이 있다. 또
한 실생활에서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증
을 보여주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드
러나게 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했다.

<< 입양의 날 제정 | 2005년 3월 2일 국희의결 >> 2006년 5월 11일은 제 1회 입양의 날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
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18세를 초과 되더라
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25,000원씩 지급
- 의료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A씨 같은 경우는 병원을 비롯하여
방과후 교실, 아동 소풍비 등에서
무료 혹은 할인혜택을 받는다며, 이
러한 제도가 다른 입양 가정에게도
알려져,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③ 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 서식의 양육보조금 지
급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과 별지 16호 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 구는 변경되는 시, 군, 구에 통보하
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 중 계속 지원
가능
- 다만, 조산, 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
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 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 각 시, 도 및 시, 군, 구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홍보하
여 입양 대상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
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 보육토록 할 것
<<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
①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 교육부 교재 81448-184(’94. 7. 20) 및 보건사회부아동
65251-1773 (’94. 8. 18)호 관련임
② 지원범위 :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 지원절차
- 양부모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여 별지 16호 서식의 입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음
- 해당학교에 입양사실 확인서 제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사실 확인서는 입양기관의장(입양기관 국내입양 담당에게 신

<<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정책 | 2005년 현재 >>

- 연도중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습니다. 입양비에는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의료비, 아동 양육비, 상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법 제23조) >>

청),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①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부여(2005년 실시)

- 신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장애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25,000원 입금

② 지원대상 : 입양아동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월 525,000원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 사례예시 :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

2항 제2호

④ 지원절차 : 시, 군,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 입양시 입양가족에게“입양장려금”
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규 마련 (2005. 3. 2 국회 의결)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본인 부담 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무료진료 >>

18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수 있음(입양특례법 제 20조 제 2항)
·인천광역시 지원 : 입양 후 3년간 지원, 2004년 월 100,000씩, 2005년 월 200,000원, 2006년 30만원
·과천시 지원 : 2005년 5만원, 2006년 20만원
- 입양아동 호적기재 방법 개선
- 입양사실이 입양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개선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예정)
- 입양취소 청구의 소 기한 단축
·입양취소 청구의 소의 기한을 입양된 날로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⑤ 행정사항
-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 가정방문조사시 양부모가 입양 사실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밀이

②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④ 지원절차: 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제출
⑤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
- 관계공무원은 1년에 2회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
드시 확인해야함





GAIPS

입

양

정

보

센

터

매

스

컴

┛

연합뉴스 2005. 12. 26

매스컴에 비친
입양정보센터
m a s s c o m m u n i c a t i o n
w i t h

g a i p s

┛

[ 해외입양인 돕기 바자회 ]
입양정보센터가 26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해외입양인들
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개최한‘자선 바자회’
에서
탤런트 김지호씨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서명곤/경제/
2005.12.26 (서울=연합뉴스)

┛

서북미 한국일보 2005. 7. 15

[ 입양 정보센터 이용하세요 ]

연합뉴스 2005. 4. 29

[ 입양기관, 국내외 입양 예술가 작품활동 지원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 입양기관이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로 예술작품활동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성인 입양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선다. 홀트아동복지회ㆍ
대한사회복지회 등 국내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동설립한 입양정보센
터(센터장 박미정)는 국내외 입양인의 예술창작ㆍ학술ㆍ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초
첫 정기 전시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20일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입양정보센터 내 전시장에서 `생명, 그리고 아름다
운 만남’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전시회에는 벨기에 입양인 예술가 조미희(37ㆍ여)씨의 작품
들이 선보인다. 이날 선보일 조씨의 작품은 `자화상’`어린 왕자’`부서지기 쉬움’`삶의 찬가’`한
계단 한 계단’등으로 입양인으로서 겪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조씨는 지난 1월 홍콩의 한 실험예술 공간에서 입양인과 교포 등 해외거주 예술가들이 참가한 `
오리엔티티’(Orientity) 전시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씨는 자신의 작품에서 독특한 `서예 팝아트(Calligraphic Pop Art)’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그는 디지털 회화나 서예의 변형을 통해 관습에 대한 도전의식을 표출하거나 이중적 이미
지를 통해 두 세계에 존재하는 입양인의 정체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양정보센터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올해 4차례의 전시회를 계획중이다. 특히 오는 6월24일부
터 열리는 두번째 전시회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입양인 고국방문단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는 국내외 입양인 예술가 모두에게 개방돼 있지만 국내 입양(국내에서 한국인을
입양한 경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해외 입양인 위주로 작품 전시회를 열고 국
내 입양인 중 전시회 신청을 요청해오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모국방문, 친부모 찾기‘애프터 서비스’제공
박미정 원장, 바슬 KIDS 캠프서 자원봉사 홍보
서울의 입양정보센터가 한국 입양아를 둔 미국인 양부모
들의 모국방문과 친부모 찾기 등을 도와주는 등 많은 이용
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정보센터는 한국 내 입양관련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운
영되고 있고 국내 입양가정도 늘어나자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입양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 6년전 설립됐다.
서울 소문동에 자리잡은 이 정보센터를 통해 홀트아동복
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
등 4대 입양 관련 단체들은 양부모 및 입양인들에게 국내
외 입양 정보 및 애프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이 센터의 박미정 원장(사진)은 바슬에서 열리고 있는 입
양인 정체개발 협회(KIDS)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서
북미 지역 한국 입양인들에게 이 입양정보 센터를 소개하
고 있다.
박 원장은 정보센터가 해외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 모국
방문여행, 정보수집, 통역, 민박, 취업 등을 알선해 주며
입양후 양부모 및 입양아들을 위한 사후 상담도 해 준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정보는 (www.gaips.or.kr)을 참조하면 된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29일
연합뉴스 2005년 4월

입양정보센터 관계자는“이같은 활동을 통해 입양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입양인들이
모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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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입양절차는?

Q. 해외유학 목적의 입양?

A.

A.

1단계 : 정보상담 ▶ 2단계 : 신청삼담(부부공동상담) ▶ 3단계 : 양부모교육
▶ 4단계 : 진행상담(개별상담) ▶ 5단계 : 가정조사 ▶ 6단계 : 아동선정 및 결연, 입양 ▶ 7단계 : 사후관리

입양은 요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아동을 보호해 줄 가정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아동 입양을 알선하는 일은 입양기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Q.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면?

Q. 민법 vs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차이는?

A.

A.

우선적으로, 한국의 4개 국외입양기관들(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
지회)과 입양업무를 하는 해외협력기관에 입양상담신청을 하고,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정책에 따라 양부

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양자

모예비교육과 제반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입양신고를 함으로

참고) 현재, 4개 국외입양기관과 국외입양업무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써 입양이 성립되나, 비혈연 및 요보호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

프랑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입니다.

여 입양지정기관을 통하여 입양 수속을 밞아야합니다.

Q. 외국에 사는 친척에게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

Q. 입양을 보냈는데 호적이 남아있는 경우는?
A.

A.

친인척간의 입양은 민법에 의하여 입양이 성립되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하고 있는 입양기관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한국은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입양인 경우에는 입양대상국의 시민권을, 국
내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방법원에서 원 호적을 탈

홀트아동복지회 4곳 뿐입니다. 위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입양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삭 시켜야 합니다.

Q. 유호적아동의 입양은?

Q. 입양정보센터에 아동검색을 요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A.

A.

유호적아동은 국내입양만 허용되고 있으며, 유호적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연장아동일 경우가 많아서 신생

입양 보낼 당시 아동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친부모 이름 혹은 보낸 사람의 이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아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입양상황에서는 입양부모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국내입양
시 친부모의 인적사항이 아동호적에 기록되는 등 유호적 아동의 입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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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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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소

개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비산동 안양건설타워 10층

전화번호 / 홈페이지
031) 440-9649~53
www.mohw.go.kr
02) 552-7420
www.alovenest.com

업 무

기관명

주소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산4-1

대한사회복지회 [본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대한] 부산아동상담소

부산시 남구 대연1동 1753-10

051) 621-7003~4

부산아동청소년회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번지

[대한] 대구아동상담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28-1

053) 756-1392~4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번지

[대한] 광주아동상담소

광주시 동구 소태동 448-1

062) 222-9349

울산양육원

울산 남구 무거동 산 15-1

[대한] 의정부아동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 877-2849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동방사회복지회 [본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 332-3941
www.eastern.or.kr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광주 동구 소태동 445-12

[동방] 인천아동상담소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 9-101호

032) 502-2226 / 526-3271

광주형제사

광주 남구 봉선동 11-1

[동방] 안양아동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 442-7750 /
466-7569 / 445-7188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대전 동구 가양1동 307-3

[동방] 평택아동상담소

경기 평택시 소사동 106-1

031) 656-3452 / 652-3452

[동방] 성남아동상담소
[동방] 대전아동상담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402번지 미공빌딩 3층
대전시 서구 갈마동 274-4
정의빌딩2층

031) 747-5453 / 5036
042) 526-3129 / 525-0121

국내입양
동방,안양상담소
지정기관
대한,의정부상담소
강릉자비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18-5
강원 강릉시 포남1동 1156번지

전화번호 / 홈페이지
02) 764-4741~3
www.holyfcac.or.kr
02) 3412-4030~4
child.seoul.go.kr
051) 240-6321 / 6341 / 6362
www.child-youth.go.kr
053) 473-3771~3
www.i-sarang.org
052) 277-5636
adong.or.kr
032) 875-3240
www.hschild.or.kr
062) 222-1095 / 9349
www.kjsws.com
062) 651-0788
www.gjw.or.kr/hjchild/
042) 634-0061
bbomany.zoa.to
031) 442-7750
www.anyangchild.or.kr
031) 877-2849
www.swskg.or.kr
033) 642-3555
www.jabiwon.or.kr
043) 260-0038
myhome.naver.com/hopeaidl/
043) 879-0292
www.kkot.or.k
041) 632-2008
hsswc.org
061) 332-1964 / 2882
www.ehwababy.net

[동방] 대구아동상담소

대구 동구 신천3동 137-4 대구회관4층 053) 425-1033 / 755-1077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

[동방] 부산아동상담소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번지 11통 2반 051) 469-5586 / 5582

꽃동네천사의집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055) 742-7990

홍성사회복지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063) 284-3371

이화영아원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임마뉴엘영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 434-2821

마산애리원
(애리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

055) 246-9985

홍익보육원

제주시 도련1동 2043-1

064) 755-0844
www.hongikcenter.or.kr

국내·외 [동방] 진주아동상담소
입양전문
기관
[동방] 전북아동상담소

경남 진주시 강남동 226-1
박종어 회계사무소 2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88
용호B/D 4층

02) 908-9191
www.kssinc.org
02) 332-7501
www.holt.or.kr

한국사회봉사회 [서울]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홀트] 강원아동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43-7

[홀트] 경기아동상담소

경기도 수원 시 팔달구 우만 1동 556-7 031) 217-3292

[홀트] 경남아동상담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 1동 112-8

055) 223-3334 / 243-0009

[홀트] 광주아동상담소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31

062) 227-8877 / 3399

[홀트] 대구아동상담소

대구시 동구 신천3동 66-1
은종오피스6층

053) 756-0183~4

[홀트] 부산아동상담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43-8

051) 465-0224
466-9599 / 468-4576

[홀트] 성남아동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80

031) 751-3110 / 721-3113

[홀트] 인천아동상담소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61-5

032) 424-0145 / 5839

[홀트] 울산아동상담소
[홀트] 전북아동상담소
[홀트] 충청아동상담소



관

울산시 중구 학산동 74-22
울산신협 4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대전시 중구 문화동 27-25

033) 251-2344 / 254-6238

국내 입양기관

<<

052) 243-9671~2
063) 288-0880 / 222-0630
042) 586-1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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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홈페이지

업 무

기관명

홈페이지

해외입양인연대 (G.O.A’
L)

http://www.goal.or.kr/

ASIAC

http://www.asiac.org.au/

국외입양인연대 (ASK)

http://www.adopteesolidarity.org

KAF News

http://users.bigpond.net.au/hanho/page4.html

A.K.A Homepage

http://www.akaworld.org/aka.html

Korean Quarterly

http://www.koreanquarterly.org

A.K.A San Fransisco

http://www.geocities.com/Tokyo/Garden/3947/

Adoption council of Canada

http://www.adoption.ca

AK connection

http://www.akconnection.com

Adoptive Families of America magazine http://www.adoptivefam.org/

AAAW

http://www.aaawashington.org/AAAW_board.htm

Adoption Travel - Bookstore

http://www.adoptiontravel.com/bookkorea.htm

A.K.F. Sweden

http://www.akf.nu

Yeong and Yeong adoption books

http://www.yeongandyeong.com

Arierang (아리랑)

http://www.Arierang.nl

Mavin, for and by transracial adoptees

http://www.mavin.net

Dongari (동아리)

http://www.dongari.ch

Korean Adoptees Worldwide

http://clubs.yahoo.com/clubs/koreanadopteesworldwide

Korean Adoptees of Mid-MN

http://groups.yahoo.com/group/kamm97/

한 국

미 국

유 럽

국 내

국 외

국 외

Colour

http://www.adopterad.org/startsida.htm

FKA, Norway

http://www.fkanorway.org

Children’s House International

http://www.adopting.com/chi

KOBEL (코벨)

http://www.koreabelgium.org

Lifetime Adoption

http://www.lifetimeadoption.com

Korea Klubben (한국클럽)

http://www.koreaklubben.dk/

Independent Adoption Center

http://www.adoptionhelp.org

Racines Corenes (한국의뿌리)

http://www.racinescoreennes.org

Adoption Network

http://www.adoptionnetwork.com

France Coree

http://perso.wanadoo.fr/france-coree/

Adopting from Korea

http://www.adoptkorea.com/

adopting.com(general adoption)

http://www.adopting.com/

Adoption Fun

http://www.adoptionfun.com

national adoption center

http://www.adopt.org/whatwedo/

업 무



련

기관명

홈페이지

뿌리의 집(KoRoot)

http://www.koroot.org/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http://www.inkas.or.kr/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http://www.knf21.co.kr

YWCA

http://www.seoulywca.or.kr/

국제교육진흥원(NIIED)

http://niied.interedu.go.kr/space/intnation/intnation_list.asp

광주, 전남입양인연대(B.A.C.K)

http://www.back.or.kr

입양문화원(Adoption Culture center)

http://www.acuin.net/

한국입양가정연구소

http://adoption.logos.co.kr/

한국입양홍보회(MPAK)

http://www.mpak.co.kr/

해외한국입양인선교(KAM)

http://www.kam3000.org

Adoption Resource Network, Inc.(ARNI)

http://www.arni.org

KAAN

http://www.kaanet.com/

The Husemoller Family Homepage

http://www.husemoller.com/

Rainbowkids(general int’l adoption)

http://www.rainbowkids.com/

The Korea Society

http://www.koreasociety.org/

Hanho Kids Club

http://users.bigpond.net.au/hanho/

ICASN

http://www.geocities.com/qld_ic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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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움

을

주

신

분

들

/

후

원

자

명

2005년 입양정보센터에

단

도움을 주신 분들

2005년 입양정보센터

후원자 명단

…자원봉사자

…후원자 명단

강세미, 강윤주, 계윤아, 고미선, 고태은, 공보배,

일반후원

박미정 66,000

이태호 160,000

권경민, 권순석, 권효정, 김계형, 김단희, 김선민,

특별후원

김지호 200,000

김화중 600,000

동방사회복지회 100,000

영광교회2교구여전도회(서경덕) 30,000 이가은 5,000

이동영 100,000

이용훈 10,000

익명 234,400

㈜미래와 경제 200,000

한국사회봉사회 100,000

한현숙 50,000

윤세민(한림원) 20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총

김선영, 김수진, 김용진, 김유나, 김유정, 김윤정,
김지연, 김지원, 김하나, 김현석(한양대),
김현석(선문대), 김효경, 김혜연, 김흥기, 남현미,

지정후원

나눔의 샘(이정희) 50,000

액 2,105,400

남현정, 문수정, 민순자, 박민지, 박송영, 박수정,
박아연, 박운정, 박재민, 박주현, 박지영, 박지원,
박찬욱, 배준한, 배창환, 백지수, 소리나, 소유나,
손경정, 신서현, 정지원, 김아름, 오민정, 오상준,
오승용, 오은지, 오형석, 윤여진, 윤혜정, 이다인,
이동익, 이보람, 이승택, 이상은, 이석권, 이소영,

…후원방법
후원자격
- 일반 후원 : 매월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국내·외 입양인의 예술창작,
학술, 문화활동 및 사후프로그램 개발 지원.

이원교, 이정현, 이진영, 장은주, 진칠성, 전기철,

- 특별 후원 : 현금이나 물품 지원

전수민, 전현하, 전혜신, 정보선, 정신영, 정윤희,

- 영구 후원 : 30만원 이상을 일시불이나 분할로 지원.

조아라, 조미선, 주해인, 천명기, 최준환, 최진희,
하선영, 한미희, 한승연, 한재수, 현명희, 황지영,
유영진, 정지훈,
Mihee-Nathalie Lemoine, Kate Hers, Kim L. Stoker,

후원금 납부 안내 (자동이체 번호)
- 하나은행 146-910006-20705 (예금주 : 입양정보센터)
- 국민은행 407501-01-091177 (예금주 : 입양정보센터)

김화진, 김연경, 이가은, 김동민, 김주연, 김민호,

자원봉사자 모집

탤런트 김지호

입양정보센터에서는 뜻 있는 개인 및 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역·번역 / 관광 안내 | 공항 픽업 | 사무보조 | 특별행사 도우미 | 입양인 연고자 찾기 | 기타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