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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인쇄

I. 연구배경과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입양실천은 민간 입양기관의 자율적 활동을 무시한 채 논의될 수
없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실천 환경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민간 입양기관과 실무자들의 활동은
다수 아동의 보호와 성장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다만, 현 정부의 사회서비
스 정책 기조에서 강조되는 “공공성”과 “연대성”의 가치가 입양관련 과거
실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지난 10여 년간 확대되면서 그 결과물들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적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내용 중, 제도적
지원(입양휴가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과 경제적 지원(입양가정에 입양
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의 효과로 전체 입양아동 중 국내
입양 아동의 비율이 국외입양 아동의 비율을 앞서고 있다. 이후 이뤄진 입양관련
법제의 변화도 대리보호나 영구보호의 중요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친생부모와
아동의 권리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측면이 있다(정소라,
2016). 출생 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만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출생
등록의무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를 써오던 기존
입양 관행에서 입양 결정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입양숙려제),
최종 입양 절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
었다(가정법원 허가제). 입양특례법 제26조를 근거로 입양제도의 주요 업무
들을 국가(공공)차원에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입양원이 출범하여
지난 5년간 노력해 온 점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더 취약한 권리의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하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이 생기고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입양제도는 새로운 가족체계로 편입된 아동과

- 1 -

그 가족 모두에게 ‘변화’와 ‘적응’의 과제를 안겨준다. 입양가족은 일반가족
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갖기도 하지만, 입양가족 특유의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가족발달의 과정 전반에서 입양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가족 생애주기에 걸쳐 장시간 입양의 역동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안재진 외, 2013). 서구에서는 입양이 가진 전 생
애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강조되었고,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
스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수준의 서비스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Barth & Miller, 2000).
현행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족 사후서비스는 의무적으로 1년간 진행되나,
(민간)입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는
제한적(주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 모국방문, 국내거주 국외입양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입양 절차상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양이후 입양인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사후적, 사회적 개입은 입양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서비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심과 자원투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입양인과 입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통합 서비스(사례관리)에 대한 논의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사후서비스 기관별로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며, 입양이후 사후서비스나 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안재진, 최운선, 2014).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차선의 대안으로 그 목적과 의미가 매우
크지만, 최근 국내 입양가정 내에서 학대받거나 고통을 겪는 입양인에 대한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위기 입양인과 그 가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양가족들은 가족발달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가족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도 절실한데, 특히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과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욕구를 가진 입양
아동의 범주에는 1세 이상 되어 입양된

연장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아동 등이 포함하며, 해당 아동과 입양가족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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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이고 통합적인 사후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Egbert &
Lamont, 2004; 김가득, 유정숙, 2010).
국내 위기 입양인과 그 가정의 서비스 욕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안재진외, 2013), 해당 욕구들을 주로 입양부모나 입양사회의 네트워크(입양부
모자조모임, 입양배경을 가진 실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등)를 통해 해결하
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망을 통해 도움을 청하거나 해
당 욕구를 해결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서구와 달리, 지나친 정도의 국내 비밀
입양 전통은 위기 입양인과 가정이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복지욕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했을 걸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위기 입양가
정에 대한 통합적 사후관리 서비스의 요구(특히,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입
양가정의 욕구를 중심으로)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위기 입양가정을 지원하
기 위한 사례관리 모형의 개발과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정한 욕구를
가진 표적그룹과 그 가족을 위한 국내의 통합서비스 체계는 공공영역으로
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공공 사례관리의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에도
불구하고, 입양이후 위기 입양인과 입양가정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는
“통합서비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 입양배경을 가진 위기 입양가족과 달리, 국외로 입양된 입양인이 국적
취득이 안 된 채 입양국에서 상당기간 생활하다가 법적 이슈가 있어 한국으로
추방된 경우(위기 국외입양인)도 늘어가고 있다. 위기 국외입양인의 경우 한
국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처하는 어려움은 심리 정서적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적, 제도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 되어 기능적 생활이 힘 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복지 전달체계에서 추방된 국외입양인의 경우는 매우 생
소한 클라이언트이다. 추방된 국외입양인과 그 가족들은 난민적 지위로서 기
초생활 보장의 욕구에서부터, 의사소통(이중언어), 주거, 정착지원과 일상생
활 유지, 고용, 정신건강과 재활, 사법적 욕구 등 국내 복지제공 기관이나
실무자가 단일 체계의 전문성과 서비스 통합 수준으로는 잘 돕기 어려운 특
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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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상당수(20여 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보내
졌으며, 국외입양인은 출생국 뿐 아니라 입양국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는
‘이중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다양한 법적 문제로 입양된 국가에서
추방되었을 경우, 국내 정착에서부터 기초생활 및 자립지원까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위기 국외
입양인들이 가진 긴급하고 차별적인 복지욕구들은 중앙입양원과 일부 민간기관,
비공식적 자원체계(국외입양인을 지원하는 자조 네트워크)의 제한적 자원을
통해 임기응변식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로 송환되거나 복귀한
위기상황의 국외입양인이 긴급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국내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로
서 사례관리와 같은 통합서비스 모형의 개발과 시범적 적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된 현황진단에 기초하여, 현 시점에서 국내외 위기 입
양인과 입양가정의 복지욕구와 통합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외 위기 입양
인과 가정을 위한 통합서비스 모형(사례관리 모형)을 개발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아래에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3가지 주요 연구과
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다.
○ 국내외 위기입양인 입양가정의 복지욕구와 입양 사후서비스 현황 분석
- 국내외 위기입양인 입양가정의 복지욕구 분석
-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현황 분석
- 국내외 위기입양인 입양가정을 위한 통합서비스(사례관리) 모형의 이론적 기반 확인
○ 국내 위기입양인 입양가정의 사례관리 모형개발
- 통합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현장 사례관리 실무자를 위한 실천지침의 제공
○ 위기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모형개발
- 통합서비스 모형을 토대로 지역사회 자원과 현장 실무자를 위한 실천지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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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과 방법
1) 국내외 위기입양인 입양가정의 복지욕구와 입양 사후서비스 현황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과업은 국내외 위기 입양인과 가정의 복지욕구와 사후서
비스(사례관리 포함) 관련 현황파악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 국내 위기 입
양인․가정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2) 국내 위기 입양인․가정 사
례관리 현황 및 서비스 실태파악, (3) 국내 거주중인 국외 위기 입양인 현황 및 서
비스 실태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첫 번째 세부과제는 주로 문헌조사와 전문
가집단의 포커스그룹(또는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
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문헌연구는 국내외 위기 입양인, 가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주요 학회
지 발표논문, 최신 통계자료, 국내외 입양인 관련 주요 정책자료와 사례 등을 수집
하고 국내 위기 입양인․가정의 위기의 원인과 영향요인, 그들이 속한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과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2장 이론적 배경부분
에 그 결과를 압축 정리하였다.

(2) 국내 위기 입양인․가정 사례관리 현황 및 서비스 실태파악

국내 위기 입양인․가정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서비스 경험이 있는 기관(중앙입양원 상담팀, 민간 입양기관)의 실무자(공공,
민간 기관 실무자)들을 면접하거나 해당 서비스 내역 자료를 확보하여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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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와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와 현장실무자 및 관련 전
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3-5명 내외, 상황에 따라 1:1 개별면접도 수행)을 구성
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
영하였다.

▪ 국내 위기 입양인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
▪ 위기 입양인 대상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사례관리사업에서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범주에 대한 논의
▪ 국내위기입양인 개인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특화해야 할 서비스 욕구
▪ 위기입양인 사례관리 수행에 미치는 기관과 지역적 여건의 영향정도 및 요인
▪ 현행 위기입양인 통합서비스(사례관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3) 국내 거주중인 국외 위기 입양인 현황 및 서비스 실태파악

유관기관(중앙입양원, 민간 국제입양기관) 실무자들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되어 국
내 거주중인 국외 위기 입양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
비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자료수집의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실무자 및
위기 국외입양인 당사자 포커스그룹(2-5명 내외, 상황에 따라 1:1 개별면접도 수행)
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추방되어 국내 거주중인 위기입양인의 경험과 욕구, 현행 지
원체계와의 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위기입양인(2명)과 관련 실무자(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쟁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
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하였다.
▪ 해외입양인으로서 해외와 국내에서의 경험
▪ 위기 입양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원
▪ 위기 입양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정도
▪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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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국외입양인으로서 필요한 특수 서비스와 욕구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과 향후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범주에 대한 논의
▪ 현행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

2) 국내 위기입양인 입양가정의 사례관리 모형개발

본 연구의 두 번째 핵심 과제는 국내 위기 입양인․입양가정 사례관리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 지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 사례관리가 필요한 국내 위기 입양인 및 입양가정의 주요 특징 및
욕구 유형을 분석하고, 2) 사례관리 모형과 실천지침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국내 위기 입양인과 입양가정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고, 국내 위기 입양인과 입양가정 중 일반아동 입양가정 및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연장아동, 장애아동 등)의 주요 특징을 탐색하기 위해 입양인(상담팀
연구진의 입양인 면접자료를 분석)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면접(상황에
따라 1:1 개별 심층면접 수행)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위기 입양인 및 입양가정의 주요 특징 및 욕구 유형을 분석

먼저, 국내 위기 입양인․입양가정을 위한 주요 지원서비스와 전달체계에 대한 선
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문헌조사에 이어 국내 위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주요 특징 및 욕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면접(2명)을 진행(상담팀 연구진이 수행한 면접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쟁점에 대한 입양아동들의 특징을 탐
색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입양아동으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생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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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위기 입양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원
▪ 일반/위기 입양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정도
▪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원체계
▪ 위기입양 아동의 특수 서비스와 욕구
▪ 현행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

국내 위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주요 특징 및 문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2-3명, 상황에 따라 1:1 개별면접 수행)을 구성하
여. 아래와 같은 주요쟁점에 대한 입양가정의 특성을 탐색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특수욕구 입양아의 부모로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
▪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원
▪ 입양부모의 위기대처방식
▪ 입양부모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정도
▪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지원)체계
▪ 위기입양 아동의 특수 서비스와 욕구
▪ 현행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

입양부모 외에도 국내입양관련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포커스집단
(2-3명, 상황에 따라 1:1 개별면접 수행)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쟁점에 참석
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위기 입양아동·가정 사례관리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 위기 입양아동·가정 사례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
▪ 최근 확대되는 공공영역 사례관리사업과 위기 입양아동 사례관리사업의 관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위기 입양아동 사례관리사업의 연계방안)
▪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공유의 방안
▪ 사례관리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수퍼비전 지원방안
▪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망의 역할분담 및 서비스 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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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위기 입양아동·가정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과 실천지침의 제안

두 번째 핵심 연구과제를 위해 수행된 다양한 활동(문헌연구, 개별 심층면접, 포
커스그룹면접)의 내용분석을 기초로 입양인과 입양가정의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모형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사례관리 실천 모형 내용에 실천의 원칙, 실
천과정, 실천양식, 수행 인력(사례관리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되
었고, 일부 특수욕구를 가진 대상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차별화된 사례관리
실천 지침이 부연되었다.

3) 위기 국외입양인 입양가정의 사례관리 모형개발

본 연구의 세 번째 핵심 과제는 국내거주 중인 위기 국외입양인에 대한 통합서
비스(사례관리) 모형을 탐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 국외입양인의 주
요 특성 및 복지욕구의 유형을 분석하고, 2) 사례관리 모형과 실천지침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위기 국외입양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
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고, 위기 국외입양인에 대한 심층면접(개별면접으로 2명)과
국외입양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면접(상황에 따라 1:1 개별 심층면접 수
행)을 진행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국외입양인의 주요 특징 및 욕구 유형 분석

먼저,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주요 지원서비스와 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문헌조사에 이어, 위기 국외입양인의 주요 특징 및 욕구 유형을 분석하고, 위기
입양인의 경험과 욕구, 현행 지원체계와의 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중인 국
외입양인을 대상으로 면접(개별면접으로 총 2명)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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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위기 국외입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탐색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해외입양인으로서 해외 및 국내에서의 경험
▪ (추방된) 입양인으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원
▪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지원체계
▪ 국외 위기 입양인으로서 필요한 특수 서비스와 욕구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과 향후 추가되어야 할 서비스 범주에 대한 논의
▪ 현행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
국내 거주중인 국외입양인 외에도 국외입양관련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
로 포커스집단(2-3명, 상황에 따라 1:1 개별면접 수행)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주
요쟁점에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위기 국외입양인 입양가정의 사례관
리 모형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추방된) 국외 입양인 사례관리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 국외 입양아동 사례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
▪ 최근 확대되는 공공영역 사례관리사업과 국외입양인 사례관리의 관계(지역사
회복지 전달체계와 위기 입양아동 사례관리사업의 연계방안)
▪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보공유의 방안
▪ 사례관리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수퍼비전 지원방안
▪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망의 역할분담 및 서비스 조정 방안
(2)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통합서비스(사례관리) 모형 개발과 실천지침의 제안
본 연구의 세 번째 핵심 연구과제를 위해 수행된 다양한 활동(문헌연구, 개별
심층면접, 포커스그룹면접)의 내용분석을 기초로 위기 국외입양인의 욕구에 따른 통
합서비스(사례관리) 모형에 대해 제안 하였고, 사례관리 실천 모형 내용에 실천 환
경의 조성, 실천원칙, 실천과정, 수행 인력(사례관리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통합
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이 협력하여 위기 국외입양인을 돕는 구체적 방
안에 대해서도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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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인쇄

Ⅱ. 입양가족 통합지원 관련 문헌 연구

본 장에서는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체계와 관련된 포괄적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헌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입양의 의
미와 입양 가족이 일반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상의 이슈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상실과 슬픔, 신뢰와 애착, 정체성 형성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이슈들을 비롯하여 입양적응과 관련된 가족의 역동, 그리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입양아동의 생애초기 경험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
요하게 설명되었다.
둘째, 입양인들 가운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직면의 가능성이
높은 입양인을 위기입양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위기입양인의 범주에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특수욕구를 지닌 입양아동으로 연장입양아, 장애입양아,
국외입양아, 그리고 국외입양 이후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귀환한 귀환입양
인을 포함시켰다. 연장입양아 및 장애입양아와 관련해서는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이들의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혼란과 좌절, 어려움 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해가는 가족의 강점과 능력에 관해서도
함께 서술하였다. 국외입양인 및 귀환입양인과 관련해서는 인종과 문화, 언
어 등이 한국과 상이한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를 거
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적응 상의 어려움과 정체성의 갈등 등에 관한 기
존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적응 과정에 긍정적 영향요인이 되
는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안정적인 경제사회적 특성 등에 관해 함께 서술
하였다. 또한 귀환입양인의 경우에는 이들이 한국사회로 돌아온 후 거쳐야
하는 또 다른 혼란과 적응 상의 어려움, 내적갈등 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이루어 나가는 체류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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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입양가족의 적응과 관련된 가족의 특성
및 사회적 자원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찰하였다. 여기에는 입양가족의 적응
을 돕는 긍정적 요인으로 가족 내 응집력, 건강한 의사소통,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등이 주요하게 제시되었으며, 가족 갈등과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가족의 대처능력과 주변 자원 동원 능력이 떨어져 입양가족의
적응력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의 구
성과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국내입양아와 그 가
족을 대상으로 한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교육지원, 자조모임, 그리
고 가족캠프, 운동회,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있으며, 국외입양인을 대상으
로는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모국생활지원, 방문입양인일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에 관해 고찰하였는데, 주요 구성요
소, 제공되는 서비스의 근거 이론, 전문가 훈련과정, 그리고 각 주별로 제
공되고 있는 사후서비스 체계의 Best-practice 모형들을 주요 내용으로 기
술하였다.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지지집단, 캠
프, 사교행사 등의 단체 활동, 특수 요구와 관련된 전문적 치료와 상담, 일
시위탁 서비스, 그리고 교육과 정보 제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되는 이론에는 증거기반, 가족기반, 강점기반 접근이
기본이 되고 있다. 사후서비스 체계의 Best-practice 모형들은 각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적 개입을 중시하고, 문제해결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 입양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입
양 사후서비스 Best-practice 모형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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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과 적응
입양이란 친생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족체계를 마련
해주는 제도로서 입양을 통해 아동과 부모 및 그 가족 모두는 ‘변화’와 ‘적
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입양 이후 입양가정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심리사회적 특성 및 적응 관련 이슈들에 관해 미국의 아동복지국에서는 다
음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http: //www.childwelfare.gov).
첫째, 상실과 슬픔(Loss and grief)으로 입양된 아동과 청소년, 심지어
영아기 때 입양된 사람들까지 모두 분리와 상실의 감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은 입양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마다
재현을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 둘째, 신뢰와

애 착 (T r u s t

a n d a t t a c h m e n t ) 으 로 원부모와 분리된 아동들은 애착관계의 절연을
경험하게 되며, 입양은 새로운 애착관계와 유대감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 그
러나 학대, 방임, 시설양육 등을 경험하며 일관성있는 사랑과 애정을 경험하
지 못한 아동들은 새로운 가족과 신뢰와 애착관계를 맺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으로 이 과정은 입
양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복합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아동이
인종과 문화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면 이러한 과정은 더욱 어려운 과정
이 될 수 있다. 넷째, 가족역동과 입양에 대한 적응(Family dynamics and
adoption adjustment)으로 입양부모들도 불임과 관련된 상실과 슬픔을 경
험할 수 있고,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이슈를 경험하기도 하며, 입양의 현실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
를 때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비슷한 상
황에 있는 입양부모 자조모임이나 전문 치료자의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
요하다. 다섯째, 생애초기 경험에 기인한 어려움들(Difficulties that result
from early experience)이다. 여기에는 초기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의 영향,
건강상의 문제들과 발달지연, 학습지연이나 행동적 문제 등과 같은 학교와 관
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입양아동이 학대나 방임과 같은 정서적 외상을 경
험한 경우 이는 아동의 조기 뇌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동이 이후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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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지를 결
정하게 되는 영향력을 지닌다. 또한 방임이나 시설보호는 아동에게 적절한
영양과 자극이 주어지지 못할 경우 발달상의 중요한 활동을 아동이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들은 수유를 하고, 잠을
자고, 말을 하고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특수한 의료적 욕구를 보일 수도 있다.
대개 입양가족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 가족이 지닌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해나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체계
의 도움이 절실한데 특히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과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특수욕구 아동의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1세 이상 연장아동, 장애아동, 타인종의 아동 등이 포함되며
(Egbert & Lamont, 2004; 김가득, 유정숙, 2010), 이들과 이들의 입양가족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양 사후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입양사실을 숨기기보다는
공개입양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공개입양은 입양인의
건전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양부모와 친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하며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양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정선기, 2007). 국내입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황재필(2005)의 연구
에서는 비밀입양보다 공개입양가정에서 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애착 및 입양아동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공개입양이 아동과 입양가족 모두의 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위기입양인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기입양인이란 입양 이후 입양가족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양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정서적, 행동적, 발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보이는 입양 당사자를 일컫는 용어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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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특수욕구를 지닌 입양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기입양인의 범주에 특수욕구를 지닌
입양아동으로 연장입양아, 장애입양아, 국외입양아, 그리고 국외입양 이후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귀환한 귀환입양인을 포함시켰다.
1) 연장입양아
연장입양이란 아동이 친생부모와 가족경험이 있거나 이미 성격의 많은
부분이 형성된 나이에 입양됨으로 신생아 입양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입양의 한 형태로(고혜정, 2005),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생후 12개월 이상에
입양된 아동을 연장입양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신혜원 외, 2011).
일반적으로 연장입양아동들은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rma, McGue, & Benson, 1996).
이들은 입양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고, 인지정서 발달도
느리며, 더 많은 문제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mmie & Pauline,
2000; 권지성 외, 2012 재인용). 국내 ‘입양아동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신생아입양 아동과 연장입양 아동들의 발달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연장아동들의 발달수준이 영아입양아동들에 비해 낮거나 문제행동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임상범위에 속하는 문제행동의 수준이 연장아 입양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변미희 외, 2007; 권지성 외, 2009).
연장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의 경우에도 입양 이후 많은 적응상의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양 당시 아동의 연령이 높
을수록 파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Barth & Berry,
1988; Rosenthal, 1993; 안재진 외 2009; 권지성 외, 2012 재인용). 이와
같이 연장아동이 입양 이후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입양이
전에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상실과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불
안정 애착이나 애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권지성, 2004), 입양 이
전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아동 내면에 분노, 불안, 공격성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Hughes, 1999; 신혜원 외, 2011 재인용). 또

- 15 -

한 이들의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입양 전 맥락을 검토한 연구들을 보
면 학대나 방임뿐 아니라 입양 배치 이전에 보호환경의 많은 변화를 경험
한 아동들은 적응에 어려움이 더 많고, 생물학적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 시
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경험,

친생부모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양육을 경험하

면서 이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인지발달이나 언
어발달, 신체발달의 지체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정익중 외, 2010).
연장아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입양자녀의
도벽, 거짓말, 부모에 대한 신뢰감 결여, 비정상적 식사습관, 과도한 관심
끌기,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그리고 자위행동 등을 문제행동으로 인
식하고 있었으며, 자조집단, 확대가족, 선배 연장입양부모 등이 입양부모들
의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고혜정, 2005). 또한 연장입양 가족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이들의 경험은 ‘몰랐거나 용감했거나’, ‘어제와
오늘이 다른 아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족으로 살아남기’,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정익중 외, 2010; 2011). 이들 가
족의 적응과정은 낯선 만남, 충격, 고군분투, 조절, 안정의 다섯 국면으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낯설고 이상한 아이를 만나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가족
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적응과정을 의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는 문제행동, 준비와 경험 부족, 악순환
의 고리, 혼자버팀, 부적절한 자원, 지지받지 못함, 비난 받음 등이었고, 적
응과정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양육 경험, 지적 능력, 의지, 신앙, 관점 전환
과 같은 개인 자원과 능력, 배우자나 다른 자녀와 같은 가족자원, 확대가
족, 친구, 이웃, 다른 입양가족과 같은 비공식 지지체계와 입양실무자나 원
조전문가들과 같은 공식자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익중 외,
2010; 2011).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장아 입양가족의 적응 과정에 많은 어
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가족이 지닌 자원과 강점이 강화되고, 사회적지지 등
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하나의 가족체계로 안정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연장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입양됨의 경험이 어떠한지
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과거로부터 탈출하다’, ‘사랑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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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족이 되어가다’, ‘입양인으로 살아가다’로 주제가 분석되었다(권지
성 외, 2012). 이는 연장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으
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가
야 하는 적응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을 잘 헤쳐 나가면 가족 안에서
적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그러므로 연장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는 입양하게 된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알고, 이 아동이 새로운 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
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정보 그리고 양육기술을 제공하여 안정적으
로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입양 사후서비스가 필요하며(신혜
원 외, 2011), 연장입양아동의 경우에도 발달상의 장애나 정서적 어려움이
클 경우 이를 지원하는 상담과 치료, 지지 등의 서비스가 주어져야할 필요
성이 있다.
2) 장애입양아
장애입양아란 신체적, 정서적 및 발달상의 장애를 지닌 영유아 및 아동
으로서 친생부모가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아
동을 일컫는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처음부터 장애아임을 알고 입양
하는 경우와 건강한 신생아인줄 알고 입양한 후 양육과정에서 장애가 나타
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아동의 장애문제를 이미 입양 전에
심리적으로 수용을 한 후 입양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입양부모가 아동의
장애사실을 수용하고 극복해야하는 과정이 매우 큰 심리적 갈등으로 나타
나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국 파양으로 이르게 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h & Berry, 1988; 김가득· 유정숙,
2010 재인용).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료비, 수술비, 재
활기구비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이 크며
(고혜정, 2005; 김가득· 유정숙, 2010), 가족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가 없는
아동 가족에 비해 훨씬 높고, 가족기능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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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김가득, 2008).
출생 3개월 이전 정상아인줄 알고 입양한 후 양육과정에서 장애가 드러
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입양어머니의 내적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
구한 결과 이들 어머니들의 경험은 ‘안개 속을 헤매임’, ‘삭히는 시간’, ‘고
통중의 감사’, ‘세상에 당당히 맞섬’,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 온 아픈 아
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에의 기대’로 도출되었다(김가득·유정숙, 2010).
이는 입양한 아이가 장애아임을 알게 된 이후의 충격과 고통, 힘들게 버티
면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 그리고 이 후 그 아이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긍정적 그림을 그리게 되기까지의 장
애아입양 어머니의 적응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양을 하거나 양육을 중
간에 포기하지 않고 입양을 유지해나가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대변해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장애입양아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장애발견 초기 당황
스러운 상황에서 상담기관이라든가 공적인 지지가 전혀 없이 사적인 차원
의 가족지지만으로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
에 대처하는 삶으로 전향해나가는 길을 걸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김가
득·유정숙, 2010). 이는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발견 직후 초기 갈등과 혼란의 상황에 있는
입양가족에게 적절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은 국내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부모 3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
는 것은 사회적 서비스 (53%), 사회적 인식 개선(25.4%), 그리고 정보
(21.6%) 등이었다(김진선, 2007). 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에는 장애관련 시설 및 인원 확충(22.3%), 재정적 지원(16.1%), 가족지원
(10.8%), 교육지원(3.8%) 등이, 그리고 장애관련 시설 및 인원확충과 관련
한 요구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필요한 치료, 상담, 교
육시설과 종사자, 부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김진선,
2007). 이러한 서비스 욕구와 관련하여 특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는 조기 재활치료와 특수교육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적절한 조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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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아동의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이므로 장애아입양가정에 대한 이
러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입양 사후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아와 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
을 입양한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받기가 더 어려우며(Groze, 1996), 이들이 집단상담서비스, 다른
특수욕구 가정과의 비공식적 접촉, 주간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지
만 적절한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를 발견하지 못해 좌절을 겪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McDonald, et al, 2001; 김진선 2007). 그러므로 장애아 입양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향후 이들 가족의 적응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입양부모가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때 아동의 장애에도 불구
하고 입양아동에 대해 강한 애착과 관리의식을 느끼며(White, 1999), 장애
아를 입양한 가족들이 초기 개입서비스에 만족하여 아동양육을 더 효과적
으로 하고 있다는(Marchel, 1996; 김가득·유정숙, 2010 재인용) 연구결과
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3) 국외입양인
입양인들은 일반적으로 낳아준 부모의 상실, 입양된 가족과의 생물학적
유대 상실, 정체감 또는 배경 정보의 상실을 경험하는데(Passmore, 2007;
Favre & Park, 2016 재인용), 이러한 상실감들은 인종이 다른 국가, 부모
에게로 입양된 국외입양인의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정서적 특징이 된
다(Favre & Park, 2016). 국외입양인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외모의 다름으
로 인해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들로부터 편견이나 선입견
을 경험하기 쉬우며, 자신의 민족적 뿌리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자기비하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이미선, 2002).
특히 인종이 다른 가족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과정과는 매우 다른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Favre & Park, 2016), 인종이 다른 가족으로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의 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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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에서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의 중요성은 청소년기 보다는 오히려
성인 초기와 후기에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Ginnis et al, 2009;
Favre & Park, 2016 재인용). 또한 인종적 차이와 지역사회의 영향 외에도
입양인이 가족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그들의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Favre & Park, 2016).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뿌리찾기를 시도한 입양인
들은 뿌리찾기에 관심이 없는 입양인들에 비해 어린시절부터 더 많은 행동
문제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Tieman, Ende & Verhulst,
2008),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정체감 문제와 부정
적인 입양경험을 더 많이 했으며, 입양부모와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긍정적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 Perry, 2001; 권지성·안재진, 2010 재인용).
Tieman, Ende & Verhulst(2008)의 연구에서는 뿌리 찾기를 시도한 해외
입양인들은 청소년기부터 뿌리 찾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입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며, 입양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입양부모가 이혼했거나 입양부모와의 연락이 단절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지성·안재진, 2010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
입양인의 경우 입양가족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가족
경험이 많은 자들일수록 청소년기부터 뿌리 찾기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입양인들
또는 귀환 입양인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된다.
한편, 국외입양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고, 입양부
모와의 관계가 좋고, 친한 친구의 수가 많으며, 해외입양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살아오면서 정체성 위기를 경
험한 빈도가 높을수록 현재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안재진·권지성, 2012). 또한 국외입양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으며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고, 양부모와의 애착정도와 입양가정으
로부터의 소외감 정도가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
치며(이미선, 2002), 가구소득은 성인입양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Muller, Gidds & Ariely, 2002; 안재진·권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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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재인용). 이는 안정적인 경제사회적 상태, 입양부모 및 가족과의 좋은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국외입양인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보
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즉, 국외입양인의 경우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이 상이한 지역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입양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학력이나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 그리고 친구 등의 지지체계가
빈약할 때 일반국내 입양인 보다 입양과 관련된 상실감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고, 정체성에 더 많은 혼란을 경험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귀환입양인
국외입양인 가운데는 입양 후 입양가족과 그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적응을
이루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실감 및 정체성의 혼란과 관련된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방문 후 한국에 체류하거나 또는 귀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장 후 한국으로 귀환하더라도 이들의 삶은 입양국뿐 아니라
출생국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는 ‘이중적 소수자’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삶을 유지해가고 있어(김재민,
2013), 적응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즉, 귀환입양인들은 입양국에서의 삶에서도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외형적
차이로 소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모국을 찾아 귀환하더라도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낯설며, 극단적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국에서 성장한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소수자로
서의 삶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이들은 언어의 숙련도와 같은 부분에서
항시 이방인의 표식이 남아있게 되고 한국사회에서 주류화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예원, 2008).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이들은 출생지역에서 방출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정체성 혼란의 과정을 겪게 되며, 입양된 국가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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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거부하면서 서구문화에 동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국으로 귀환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정체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내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김재민, 2013). 또한
이들은 제각기 다른 국가와 지역에 산재되어 성장하면서 이산 이전의 시공간,
즉 그들의 ‘기원’에 대한 앎을 체득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며, 자라나면서
출생국인 한국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역사, 신화, 영웅담과 같은 유무형의
유산을 몸소 보여주거나 전수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부재했기 때문에(이예원,
2008),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주류 집단과 구분되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유럽의 인종이 다른 가족으로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유럽과 한국의 문화가 다른 두 세팅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해왔으며,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들의 삶의 경험은
상실감과 소속감의 부족이 주요 주제가 되었고, 어려움에 직면 시 끊임없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Favre & Park, 2016).
그러나 이러한 적응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환입양인들 가운데는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정착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 국내에 2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성인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이들의 경험은 ‘혼란 없던 시절’,
‘한국은 그저 먼 동양의 한 나라일 뿐’, ‘어느 날 갑자기 한국과의 첫 만남’,
‘알 수 없는 이끌림과 친밀감’, ‘흔들리는 정체성’, ‘회귀, 입양 후 처음 밟는
모국 땅’,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 ‘한국과의 관계 맺기를 시작함’,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 ‘마음고생도 함’, ‘나도 모르게 뿌리내리기 시작함’, ‘열심히
살아가기’, ‘달라, 그래도 좋아’ 등의 하위범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방관자
로서의 삶’, ‘여행자로서의 삶’, ‘정착자로서의 삶’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도
출되었다(정해린, 이원경, 정익중,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절한 사회
적 지지가 주어진다면 귀환입양인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잘 정착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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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가족 적응 관련 요인들
입양은 새로운 가족원이 가족체계로 편입되는 것으로 입양아동뿐만 아니
라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에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도전을
야기한다. 입양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입양아
와 입양부모,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및 입양가정의 독특한 생애과업과 도전과제들을 탐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Frasch & Brooks, 2003).
입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양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가족 간, 특히 부모자녀 간 건강한 의사소통, 가족응집력, 사회
적지지, 가족이 직면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입양아가 생애초기 경험
한 애착관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O’Brien & Zamostny, 2003; 구미향,
2008 재인용). 즉, 입양가족의 가족갈등과 스트레스가 적고 가족 간 응집력
이 높으며,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부모의 입양에 대한 만족감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아동과의 의사
소통에서 입양과 관련한 질문이나 대화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개방적인 태
도를 보일수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Brondzinsky, 2006; 조민혜, 강현아, 2010 재인용). 가족 스트레스와 갈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수록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도전의식이 위
축되는 반면 가족 간의 결속이 강할수록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
고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가족 외부에서의 사회적인 지원을 적극적
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구미향, 2008), 이는 입양가족의 적응에
가족응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인식시켜 준다.
또한 입양가정에 제공되는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의 부족이 입양가정의
적응을 저해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원임이 되며(구미향, 2006; Reily & Pl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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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는 것이 가족의 내구력이나 위기대처능력,
그리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가정의 적응력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가 필
수적임이 시사되기도 하였다(구미향,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입양가족이 입양이후 아동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적응
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양가족을 위한 상담체계 마련, 가족 응집력 증진과
부모자녀 간 효과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의 마련, 가
족 자조모임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입양 사후서비스체계가 구축
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준다.

4. 한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
1) 국내 입양가족 대상 사후서비스체계
국내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는 전통적으로 입양서비스를 담당해오던 민
간기관들을 중심으로 국내 입양인과 그 가족, 그리고 모국방문을 하거나 체류
중인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2012년 국
내입양의 활성화와 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중앙입양원에서 입양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
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 뿌리의 집 등이 대표적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는 국내입양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교육
지원, 자조모임, 그리고 가족캠프, 운동회,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있으며,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는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모국생활지원, 방문입양
인일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

- 24 -

스의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입양원의 관련 자료 등을 참조
하여 아래에 제시하였다.
① 입양가족 정서심리지원 서비스
입양가족 정서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
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와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양
아동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입양가정
에 아동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양
부모가 입양자녀를 이해하도록 돕고, 자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해나
가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입양가족 정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동
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입
양인과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양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 상담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는 정서심리
적 문제, 적응 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입양가족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
로서 입양부모 대상, 청소년 대상, 아동대상의 상담을 전문상담가가 제공하
고 있다. 아동상담은 주의산만, 위축, 우울, 등교거부, 공격성, 분리불안, 부
적응, 거짓말, 애착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
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언어치료 및 미술치료사가 개입하여 아동의 자기표
현,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기조절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개별놀이, 언어, 미술프로그램,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감수성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및 흥미유발 프로그
램, 집단미술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혼란한 정체성, 부모와의 갈등, 친구관계, 학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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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불안한 미래, 적성과 진로, 인터넷과 약물중독, 통제불능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
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정신분석상담, 자기정체감 프로그램, 성격탐
색 프로그램, 적성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다.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은 양육이나 직장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의욕상실,
우울, 불안, 화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는 부모가 대상이 되며, 정신분
석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 간 갈등해결 상담,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이 실시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에는 2016년 국내입양인의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Happy smile'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치
료, 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 집단심리치료 및 심리검사 등을
입양인의 정서심리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였다.
② 입양가족교육
입양가족교육은 입양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가족교육을 통해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입양부모들이 입양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건강하게 인지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잘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가족교육의 중요
한 목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교육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제
공, 공개입양 여부, 입양 관련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실제로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양부모가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양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한사회복지회에서는 국내입양
가정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효과적인 부모교육훈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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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모의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강한 공개
입양 가족 증대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
다.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에서는 부모되기 준비단계에서부터 부모가 된 이
후 역할수행의 효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부모-자녀 대화법, 양육기술 등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입양부모들이 입양에 관련
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심리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시되는 부모교육은 유자녀입양, 연
장아입양, 불임입양, 특수욕구아입양 등과 같이 입양가족의 특성에 따라 특
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도에 이루어진 입양가족교육으로 동방사회복지회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유형 및 강점에 따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
및 자녀의 개별 또는 통합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였다. 한국입양홍보회에서
는 입양부모 본인과 자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장
아 입양가족 대상 부모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입양부모 및 가족 역량강화 프
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건강한 입양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입양인의 속
마음 20가지’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성가정입양원에서는
비폭력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③ 입양가족 사례관리
입양가족 사례관리는 입양 이후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교육, 자원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입
양가족상담센터에서는 부적응 입양가족 발굴 및 치료, 아동심리치료 및 부
모상담, 상담수퍼비전, 사후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가족 사례관
리를 실시하고 있다.
④ 입양가족 자조모임
입양가족 자조모임은 입양인 및 입양가족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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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형성하여 입양과 관련된 이슈나 어려움,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인 모임이다. 입양가족 자조모임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가족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상호유대관계
를 강화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도에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대한사회복지회에서는 입양인들의 자
조모임으로 사진반, 뮤지컬반 등을 운영하였으며, 가족자조모임을 진행하였다.
⑤ 각종 행사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들은 입양부모와 입양인이 공통의
활동을 통해 서로 유대감을 높일 수 있으며,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입양가족캠프, 가족운동회, 송
년의 밤, 체험활동 등이 포함되며, 입양가족들은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함께 만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입양가족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2) 국외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체계
① 모국방문
모국방문은 한국에 대한 체험 및 경험을 희망하는 국외입양인을 대상으
로 이들에게 한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국방문 프로그램에는 한국의 문화체험, 한국여행,
역사탐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행사에 참여하는 국외입양인은 한국
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
한사회복지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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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국어 연수
모국어 연수는 한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
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국외입양인이 한
국어를 구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
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한사회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에서 국
외입양인이 모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모국생활지원
모국생활지원이란 한국에 중장기 체류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국외입양
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모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국외입양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험하
게 되는 국적회복문제, 취업, 법률적 문제, 재정적 문제, 사회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것이 포함되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외입양인이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에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살펴보면 해외입양인연
대에서는 국내 거주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인들에게 1인당
기본 10회의 개인심리치료를 전문상담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5-7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10회의 집단심리치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국제
한국입양인봉사회에서는 국외입양인의 모국생활 지원을 위해 심리·정서 전
문치료 상담, 법률, 의료, 세무, 노무상담,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연결을 통한 통번역 및 행정지원, 응급상황 지원 및 경제적 지
원 후원자 연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문,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④ 방문입양인 일시주거시설 제공
방문입양인 일시주거시설이란 모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국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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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뿌리의 집,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이 있다.

5.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
1)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의 구성요소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는 입양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이용자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으며(Egbert, 2015), 각 주별로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
축하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입양 사후서비스를 주제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
는 효과적인 입양 사후서비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와 의뢰체계,
사회적 지지, 부모와 구체적 특수 욕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훈련과 교육,
입양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정신건강 서비스, 일시 위탁 서비스(respite care),
교육체계와 협상할 때 지지와 옹호, 반응적인 위기개입, 재정지원 등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Bath & Miller, 2000; Dhami et al, 2007:
Smith 2010; Tan & Marn, 2013; Egbert, 2015).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후입양 서비스체계에 워크숍, 세미나, 회의, 정
보제공과 의뢰를 포함하는 교육정보와 자원, 치료나 상담, 그리고 입양부모
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지집단과 온라인지지, 캠프, 친교모임, 전통 활동,
일시위탁 서비스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Barth & Miller(2000)는 이러한
사후입양 서비스체계를 교육적 및 정보적, 임상적, 물질적 서비스의 세 영
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아동복지국에서는 이와 같은 입양 사후지원서비스의 다양한 유형들을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www.childwelfar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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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지지집단(입양부모 지지집단, 입양아 & 청소년 지지집단, 인터넷 기
반 지지집단): 지지집단은 입양부모와 입양아에게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
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
지집단은 지지체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자원들을 제공하며, 집단은 특
별한 특성(같은 국가로부터의 입양, 동성 부모 등)을 기반으로 구성될 수
도 있고, 모든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⓶ 캠프, 사교행사, 전통 활동 등: 1박 캠프 또는 수련회 등은 자신과 비
슷한 가족들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가족성원들과도 연
결될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이 된다. 이러한 행사들은 주말이나 한 주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양과 민족적 전통을 병합하는 형태로 이루
어질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다른 입양아들과 긴밀한 우정을 쌓을 수 있
고 서로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체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⓷ 치료와 상담: 입양가족 성원들은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가족들이 직면한 욕구는 가족 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과 애착형성, 신뢰, 정서 또는 행동적 문제들에
대한 지도, 입양이 가족과 결혼에 미치는 긴장이나 영향을 다루는 것을
지원, 입양의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다루는 것을
지지 하는 것 등일 수 있다. 특히 입양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경험 있는
숙련된 전문가의 시기적절한 개입은 더 심각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이 때 제공되는 치료의 형태와 기간은 상이하며, 입
양치료를 제공하는 개입방법과 전문가들 또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입
양가족은 그들이 직면한 독특한 욕구에 익숙한 치료자를 만나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⓸ 일시 위탁(respite care): 모든 부모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데 특히 고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들은 더욱 그러하다. 일
시 위탁은 훈련된 제공자에 의해 일시적인 휴식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
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각 주의 입양 사후관리 부서(postadoptio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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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입양 기관 또는 지역 입양 부모 집단을 통해 계획될 수 있다.
⓹ 교육과 정보 자원(책, 잡지, 웹사이트 등,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
정보와 의뢰):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자는 입양가족들의 질문에 대응하여
유용한 정보와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 입양 사후서비스의 근거이론과 전문적 개입
입양가족이 입양 사후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애물은 서
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입양에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자 부족, 그리고 서비
스 비용 등이다(Festinger, 2002; Smith, 2010; Burke et al, 2015). 특히
입양 사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입양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서비스 제공자는 증거기반, 가족기반, 강점기반
개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전문 자격증을 지닌 사람
이어야 하며, 이들은 입양과 그 가족, 그리고 트라우마와 상실을 경험한 입양
아동과 일한 임상 경험이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Burke et al, 2015). Barth
& Miller(2000)는 입양 사후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접근으로 1)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집중적 가족유지 서비스(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
2)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가족치료, 3) 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이론에 근거한
애착치료를 들기도 하였다. 입양가족들은 입양 사후서비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입양을 이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지
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Smith, 2010).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양지지 및 교육센터(the Center for Adoption
Support and Education:C.A.S.E)는 다양한 민간자금에 의해 운영되며,
Washington과 Baltimore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 비영리 입양가족
지지센터로. 교육 및 훈련, 출판, 자문을 통해 입양가족들을 지원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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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입양전문 정신건강
전문가가 갖추고 있어야할 능력과 자격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
시하고 있다(Atkinson et al, 2013).
⓵ 입양전문 정신건강 전문가는 필요한 전문교육과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입양가족과 일하는 데 가족기반, 강점기반, 증거기반 접근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입양가족을 이해하고 이들과 일하는데 발달적,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하며, 학대, 방임,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는 개인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임상기술과 경험, 그리고 입양가족과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입양전문 정신건강 전문가는 다양한 입양의 유형과 가족형성의 한 형
태로서의 입양의 특성, 분리와 상실, 그리고 애착과 관련된 임상적 이슈들,
입양경험에서 공통적인 발달상의 도전들, 그리고 성공적인 입양가족을
만드는 특성들과 기술들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③ 입양전문 정신건강전문가는 아동과 가족의 인종적 문화적 전통에 대
한 문화적 유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입양가족에게 효과적으로 관여
하는 일련의 치료들을 사용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
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부모역할 기술을 강화하고 발달시키는 것을 도
와줄 수 있어야 하며, 입양가족이 다른 서비스 체계를 이용할 때 이들을
옹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입양전문가교육(Training for Adoption
Competency: TAC)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자격을 지닌 임
상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지식, 기술, 가치,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입양
전문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입양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총 13회, 78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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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사후서비스 Best-practice 모델들
가. 집중적 가족유지서비스(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Berry, 2007)
집중적 가족유지서비스(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 IFPS)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1980년대~1990년대에 미국에서 널리 사용된
입양 유지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는 위기에 있는 입양아동과 가족의
적응과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파양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임박한 파양의 위험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 구성요소들을 포함한다.
① 위기에 처한 가족을 표적으로 한다.
②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③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주간 5-20시간의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을 한다.
④ 한 명의 사례담당 전문가가 구체적인 치료적 서비스와 기술기반의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⑤ 한 명의 사례담당 전문가는 2-4 가족의 케이스를 담당한다.
⑥ 대개 4-8주간의 단기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유지서비스(IFPS)는 여러 연구들에서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6개월
후 조사에서 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17%의 가족에서 아동 입양이 유지된 데
비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88%의 가족에서 아동의 입양이 유지되었으며,
12개월 후의 조사에서는 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43%의 가족에서 아동 입양이
유지된 데 비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93%의 가족에서 아동의 입양이 유
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Berry, 2007).
나. 유타주(Utah) 모델(Egbert, 2015)
유타주에서는 공공과 사립대학교가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유타주에서 사용한 입양 사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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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공공과 대학이 협력하여 가족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입양 사후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서비스 제공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유타주에서는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기 욕구조사에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 부모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입양 사후서비스를 발전시켰다. 또한 유타주 전역
에서 입양부모들을 초대하여 입양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론하고 사후서
비스체계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유타
주의 입양 사후서비스모델에는 다음의 영역들이 포함된다.
① 정보제공과 의뢰: 유타주에서는 입양가족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을 알리기 위해 32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사후서비
스 담당자, 재정지원, 지지집단, 일시위탁 서비스, 교육집단, 정신건강서
비스 보험 제공자들, 발달장애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웹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의뢰 가능한 기
관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제공, 입양 후 자원 기관 웹사이트 리스트, 입양
사후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② 교육과 훈련: 이 영역에는 장애나 특수욕구가 있는 입양아동을 위한
교육체계 소개, 온라인 도서관과 입양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속적 교육프
로램 운영, ADHD, 태아알코올 중독, 의료적 이슈 등과 같은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된다.
③ 가족 지지와 일시위탁 서비스 제공: 유타주에서는 입양가족들을 지역
이나 주 사용 언어 등을 중심으로 15-50 가족 단위로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에게 지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지 센터나 청소년
서비스센터를 통해 일시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외출 일
정이나 휴식을 위해 2시간-8시간의 가정 내 위탁(in-home respite
care)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시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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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정신건강 서비스와 위기 개입: 유타주에서는 위기개입, 정신건강치료
를 위한 의뢰나 지지, 교육서비스 등이 입양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도
록 하고 있으며, 입양가족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보호제도
(medica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펜실바니아주 모델(Pennsylvania Adoption Connection)(Anderson, 2005)
펜실바니아주에서는 입양 사후서비스체계로 Pennsylvania Adoption
Connection(PA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합법적 입양
가족에게 주어지는 예방적, 가족중심적, 장기적 접근으로 입양전문가, 정신
건강전문가 그리고 입양부모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task-force)에 의해 개
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① 가족생활주기를 통해 특수욕구가 있는
입양가족체계를 강화시키는 것, ② 특수욕구 입양자들과 민간입양기관, 정
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지역 아동 및 청소년 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
모델을 제공하는 것, ③ 장기간에 걸쳐 입양가족의 강점을 사정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특수욕구를 지닌 아동을 입
양한 가족들에게 가족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고
위험입양에 3세 이상 아동의 입양, 타인종간 입양, 특수한 학습, 정신건강,
정서 또는 의료/신체적 욕구를 진단받은 아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모
델에서 활용가능한 가족기반 서비스에는 가족치료, 지지집단, 타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협력, 뉴스레터 발간, 사교활동, 교육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
라. 켄터키주 모델(Adoption support for Kentucky(ASK)(Bryan, 2010)
켄터키주에서는 입양 사후서비스모델로 Adoption support for Kentucky(ASK)
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켄터키주의 32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입양부모에
의해 주도되는 입양지지집단의 협력체를 구성하는 모델로서 이 지지집단은
주, 민간, 친척 및 국제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부모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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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입양부모 연대체계를 활용하여 입양지지집단을 형
성하고 유지하며, 입양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는 경험 있는 입양가족에 의한 점검, 입양에 대
한 주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옹호지
원, 주차원의 자원정보제공, 자원에 대한 의뢰, 의료적 및 행동적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 서비스들은 켄터키주 전역을 통해 구성된 16개의 입양부모 연대체계에
의해 제공되며, 입양부모 연대체계는 지역적으로 모집되고 북미입양아동국
(North American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이 개발한 커리큘럼에
기반 하여 지지집단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일 년에 두 개의 지속적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 지지집단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적
응문제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좌절감을 분출할 수 있는 장소를 제
공함으로써 가족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
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Bryan, 2010).
마. 네브라스카주 모델(RT:Right Turn/ASF(A Step Further) program)
(Burke et al, 2015)
네브라스카주에서는 효과적인 입양 사후서비스체계 마련을 위해 Lutheran
Family Service와 Children's Home Society가 함께 Right Turn(RT)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례담당자들이 6개 핵심영역- ① 사
례관리(case management), ② 동료멘토서비스(peer mentor service), ③
주 전역의 지지집단, ④ 부모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입양교육과 훈련, ⑤
A Step Further(ASF) 부모워크숍, 가정기반 서비스, ⑥ 단기정신건강, 일시
위탁, 기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연결 등에서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RT의 미션은 입양아동과 가족을 위한 가족지향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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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RT의 비전은 모든 입양가족들이 입양의 전 기간 동안 질 높고,
가족중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Lutheran Family Service와 Children's Home Society가 공동으로 개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A Step Further(ASF) 프로그램이다. ASF에서는 사
례담당자가 부모-자녀 관계개선을 통해 아동이 트라우마와 상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집중적인 교육적,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들
은 부모역할 기술 향상을 위한 지지와 주거, 교통, 구직 등과 같은 추가적
인 자원을 찾기 위한 지지를 받으며, 멘토, 정신건강 서비스 등과 같은 지
지를 받기도 한다.

네브라스카주의 RT(Right Turn)와 ASF(A Step Further) 프로그램은
모두 가족기반, 강점기반 접근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트라우마와
상실 경험이 있는 개인을 돕기 위한 전략들, 그리고 관계개선 증진을 위한
애착기반 치료 등과 같은 입양에 효과적인 접근들에 개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서 AFS Permanency Support
Specialist(PSS)가 가족들이 아동행동 문제 변화, 전반적 가족기능, 부모자녀관계 사정을 위한 측정도구들을 작성하도록 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는 전화, 이메일, 우편, 팀미팅, 가정 내 미팅, 임상 사례 자문 등을 통한
PSS와 가족들 간의 접촉도 포함된다.

RT와 ASF의 중요한 성공요인은 집중적인 스텝 훈련인데, 이들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전에 40시간의 훈련을 받으며, 매년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주간 수퍼비전을 임상 자격을 가진
PSS로부터 받아야 하고, 최소한 대졸의 학사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38 -

바. 신뢰기반 관계개입 (Trust-based relational intervention(TBRI)
(Howard et al, 2014)
신뢰기반 관계개입(Trust-based relational intervention: TBRI)은 입
양 사후서비스제공을 위해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TBRI는 입양
아동의 문제행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원인을 치료하고, 이를 건강한 행동으
로 대치하는 방법들을 입양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세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전문 개입 프로그램이다.

① 역량강화(Empowering): 이 단계는 아동의 감각적 욕구를 포함하는
신체적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이 새 가정과 가족에게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② 연결성(Connecting): 이 단계는 아동과 부모가 건강하고 신뢰감이 있
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③ 교정(Correcting): 이 단계는 아동의 자기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
제 상황이 발생할 때 적합한 행동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행동 전략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전행동 전략들은 일대일 또는 지지집단 내
에서 역할극을 통해 교육되며,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의 횟수와 강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동과의 관계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행동
의 수준에 부합하는 강도의 반응을 보이도록 돕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훈련, 지속적인 가족지
지를 활용하는 사회학습에 기반 한 집중적 가족유지서비스로서 클라이언트
는 초기에 개별적 치료계획을 위한 인테이크 상담과 정신건강사정을 받게
되며, 치료는 15-20회, 매주 또는 격주로 한시간~두시간 가량, 가정에서,
석사학위와 임상전문가 자격을 지닌 상담가에 의해 제공된다. 사례는 클라
이언트와 치료자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동의하고, 해결해야할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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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을 때 종결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입 전과 후
의 사전-사후조사 비교결과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전반적인 기능수준을 유
의미하게 향상시키고, 아동의 정신과적 증상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며,
양육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oward et al, 2014).

4) Best-practice 모델을 통해 살펴본 미국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Best-practice 모델들을 통해 살펴본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사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뢰, 욕구에
따른 교육과 훈련 제공, 지지집단의 적극적 활용, 아동과 가족이 직면한 특
수 욕구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상담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입양가족
이 직면한 이슈들의 종류와 문제의 강도에 따라 일련의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결성을 지닌 서비스
제공은 각 입양가족들이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높
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입양 사후서비스에 사용되는 대표적 이론으로 증거기반, 가족기반,
강점기반 접근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인지행동 치료, 애착관계 치료 등과
같은 특수 이론에 근거한 치료기법이나 전략들이 모델에 따라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현재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용되는 사회과학적 실천모델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입양가족에 대한 서비스제공에서 특히 가족중심,
강점중심에 기반 한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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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와 전문가에 대한 전문성이 강
조되고 있다.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Best-practice 모델들에
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자격 기준, 교육훈련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를 위한 교육과
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입양 사후서비스체계 구성에 입양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입양
부모들을 자원체계로 활용하여 입양가족들 간 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그
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들이며, 입양가족
이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 또는 특수문제들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건강한 대처방식 등을 공유하는데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들을 입양 서비스체계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후서비스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 단위로 다양한 입양 사후서비스
프로그램모델들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양가
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각 주별로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사후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입양 사후서비스체계의 특성들은 한국의 입양 사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러한 특성들을 한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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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지인쇄

Ⅲ. 국내 위기입양 가정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
국내 입양 위기 가정 사례관리 모형의 제안 및 적용과 관련하여, 제안되
는 국내 위기입양인 사례관리 모형은 현장에서 입양아동(입양인)과 그 가족
에게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앙입양원 상담팀, 입양사후 서비
스 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의 실무자들에게 개선된 실천에 대한 안내와 지
원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중앙입양원의 역할은 제안된 사례관리 모형이 입양가족에게 사후서비스
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중앙입양원, 입양기관, 입양자조 네트워크, 지역사
회 협력 서비스기관 등)에서 해당 사례관리 모형을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사례관리 모형의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사후서비스
위탁사업에서 제안된 모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향후 3-5년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입양가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우, 제안된 사례관
리 모형을 기존 실천에 적용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더 나은 실천의
지혜를 모으고 서비스 모형에 협업하는 구조를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지
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위기 입양인과 가족에게 협업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상담기관 등)들은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모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입양 사례관리 모형이 지향하는 실천원칙에 따라 입양인
과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은 국내외 위기 입양인과 그
가족을 위한 기존 실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제안되는
국내 및 위기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모형은 1) 적어도 2-3개 지역(수도권
vs. 지방)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2)
제안된 사례관리 모형이 효과적인 실천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도 꼭 필요하며, 최소 2-3년 정도의 사업 적용을 통해 더 나은
실천 모형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42 -

1. 국내 위기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사례관리) 환경의 조성
국내 입양 위기 가정 사례관리 모형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
례관리 환경의 조성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양 이후에 위기입양가정의 사례관리를 어떤 조직체계를 통해 수행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입양가족지
원센터(가칭)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입양기관별 편
차를 고려하여(권지성 외, 2016) 각 시도별로 입양가족지원센터 조직을 신설(장
창수·배지연, 2016), 입양가족 사례관리 업무 수행의 전국적 행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조직의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조직에서 사
례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거나,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역의 입양기관에 사례관리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서 입양기관(홀트)에 입양가족 사후 지원 서비
스 인력으로 1명의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장창수·배지연, 2016)를 참고
하거나, 기존 조직인 드림스타트에 입양가족 및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추
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절한 사례관리 개입을 위해 기본형과 통합형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차등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기본형의 사례는 가족 내 스트레
스 상황과 학대 발생 전의 사례 등이 해당하며, 대개 입양기관에서 주 사례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가족의 욕구 충족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하여 거주 지역의 드림스타트,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유관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다. 통합형 사례는 위기 상황, 혹은 심각한 학대나
방임 등이 발생한 사례로서 이 경우에는 가족의 보존 가능성의 극대화 혹
은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집중 가족 상담 및 치료서비스, 아동 분리
등 법원 명령의 강제이행 서비스,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을 주요 서비스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에서 주 사례관리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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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면서 사례의 성격에 따라 상담 및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
강복지센터 등과 적극 연계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사회서비스, 지역
사회 옹호사업 및 각종 공식적/비공식적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후에 기본형 사례관리로서 드림
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의 협력기관들과 연계하며 정기적인 모니터
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례관리 환경에 대한 조성을 위해서는 입양 관련 교육에 대한 체계
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관에서 자연
스럽게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대부분 공개입양이며, 비밀입양
의 경우에는 파양을 고려할 만큼 위기가 심화된 이후 기관과 재접촉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밀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후 체계적인 사례관리의 수행
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개입양의 확대에도 여전히 비밀 입양
을

유지하는 가족들은 ‘아동의 상처에 대한 걱정’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

담’(장창수, 배지연, 2016)을 공개 입양의 걸림돌로 꼽는다. 그러므로 입양의
편견 해소 및 입양공개와 갈등 상황 대처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포함하여, 유치원, 학교, 공무원 등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편견 해소 교육이
병행될 때, 공개입양과 사례관리의 연계 구조가 분명하게 수립될 수 있을 것이
다.

넷째,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체계의 구성과 정비가 필요
하다. 기본형과 통합형 사례관리의 적절한 개입과 다양한 자원연계를 체계적으
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사례관리의 개념과 역할, 개입의 전 과정, 지역 자원
과 입양의 이슈 등에 대해 교육 및 슈퍼비전, 통합사례회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례관리의 질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신규 배치된 사례관
리자의 입문 교육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은 한국사례
관리학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사례관리자 실무자 기초교
육과정(17시간)을 의무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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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후에는 실무자 심화 교육과정(28시간)을 연결하여 이수토록 지원
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입양가정에 대한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장
애 아동과 청소년을 둔 가정의 부모들이 받는 정서적 스트레스는 비장애 가족
에 비해 크다고 알려져 왔다(박영균 외, 2010) 따라서 입양 가정의 자녀가 장애
아동인 경우 가족의 정서적 스트레스 및 위기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24조에 “돌봄 및 일
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세부 사항인 시행규칙에서는
돌봄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김태완·김성아, 2015) 아직까지 휴식지원 서비
스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의 하
나로서 입양 가정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 사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원투자의 확대도 실천환
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 국내 입양실천은 공공성과 연대
성이 부족했던 측면 외에 입양이후 입양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복지 욕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자원투자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한 필요한 개선
없이는 제안되는 사례관리 모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입양사후서비스에 대한 자원투자는 사례관리 모형 적용에 필요한 필요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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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위기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의 개요
1) 사례관리 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 유형
중앙입양원에서는 사례관리의 대상을 ① 가정 및 사회 부적응 국내입양인,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파악 위기에 있는 국내입양가정 ② 입양가정과의 심리
적, 정서적 적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국내 입양 아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한 다양한 입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초점집단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국
내 위기입양가정 대상은 파양의 이슈를 제기하는 부모, 심리적으로 소진된 가
정, 즉 상담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 장애아
동을 키우는 가정, 연장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 아동 간의 갈등이 심화된 데는 아동과 부모가 성격,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잘 맞지 않는 경우, 입양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지지 및 자원의 부족, 가족의 질병이나
임신, 실직 등 입양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례관리의 대상은 위기 표출로 인해 스스로 입양기관에 도움
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교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입양 가정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경우를 둘 다 포함하며, 그 중 사례관리실천에 동의
하고 협력한 가정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국내 위기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중앙입양원/입양기관의 사례관리 서비
스 유형은 크게 2가지(기본형, 통합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서비스 과정과
내용을 준용하여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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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입양가정 사례관리 유형별 서비스 개입 전략
유형

서 비 스

과 정 과

주 요

특 성

· 이용자의 욕구가 비교적 단순하고, 외부자원과의 적극적 협업 없이 입양기관/
사례관리기관에 마련된 자원체계(긴급지원, 상담 등)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통상 일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기본형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 초기상담/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 종결→사후관리
·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적응과 갈등 해결이 주 이슈
· 최소 1달에 1번 이상 접촉하여 서비스 제공과 점검 활동을 수행
· 기관내 팀접근(입양기관/사례관리기관내 사례회의)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 이용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복합적이어서, 입양기관/사례관리기관 포함
다양한 자원체계(공공, 민간, 입양기관, 입양옹호 모임 등)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 대응과 기능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상대적으로 장기적 개입(6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례
· 초기상담/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통합형 · 학대와 폭력 등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장애아동 및 연장 아동 입양가정의 복합적 욕구 등은
우선적으로 통합형 선정을 고려
· 초기 개입 3개월까지는 주1회 이상의 접촉빈도를 권장하고 이후 접촉
빈도는 서비스 진행 상황과 이용자의 적응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다학제적 팀접근(중앙입양원, 입양기관,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체)에 기초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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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 서비스계획 ▶
욕구사정
-사례접수
-신뢰관계
형성
-서비스
이용 동의
-입양가족의
욕구파악

- 욕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

평가

-기관내 팀접근/
사례회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 (초기상담)
욕구사정 후
1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
- 욕구 맞춤형
지원과 계획에
대한 동의

▶

-변화목표
달성여부
확인
-서비스
만족에
대한
점검/
평가

종결
-변화유지에
대한 지지
- 단기
사후관리

[그림4-1] 기본형 사례관리 과정과 주요과업

(초기상담)
욕구사정

▶

-사례접수
-신뢰관계 형성
-서비스 이용
동의
-입양가족의
욕구파악

평가
- 자원간 점검
- 변화목표
달성여부 확인
- 이용자 만족에
대한 평가

서비스계획

▶

- 욕구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의 활용

▶

종결
- 통합형 사례관리의
종결
- 저준위
필요서비스는 유지
- 변화유지에 대한
지지

서비스제공
- 욕구사정 후 1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
- 욕구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동의
- 서비스 조정, 옹호,
점검활동
- KAS/입양서비스
기관이주 사례관리

▶

사후관리
- 위기 재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 재개입/재사정
필요성에 대한
확인
- 종결 후 6개월간
월1회 이상 접촉

[그림4-2] 통합형 사례관리 과정과 주요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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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례관리의 목표
사례관리의 목표는
첫째, 입양가정의 위기 안정화로서, 가족 갈등, 혹은 문제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가정에 대한 초점화된 집중 개입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가
족의 기능을 강화시켜 아동과 가족이 위기를 통해 더 굳게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체계적 연계로서 기존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의 콘텐츠를 제공하
여 입양 후에도 부모들이 아동의 발달에 따라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상담과 치료의 도움을 지역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입양관련 상담, 치료, 법률, 정신건강 전문가들과의 긴밀
한 협력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입양부모들의 연대체계를 통해 다
양한 교육, 컨퍼런스, 캠프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가족의 욕구 사정과 확인
§ 부모와 입양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문제를 다루도록 돕기
§ 가족의 외로움과 절망감 풀어내기
§ 가족 및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기
§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돕기
3) 사례관리 실천의 원칙
(1) 클라이언트 중심 실천
국내 위기입양인 가정 사례관리 모형에서는 통합사례관리에서는 클라이언
트의 권리와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자율성의 증대와 성장을 위한 참여를 지향한
다. 이에 따라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되, 클라이
언트를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강점, 잠재력, 성장가능성, 능력
등을 확인하고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공식적 자원 뿐 아니라
그들의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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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중심 실천
국내 위기입양인 가정 사례관리 모형에서는 가족중심 실천을 기초로 한
다. 가정은 아동의 안전 기지로서 애정과 신뢰감 형성의 원친인 동시에, 역기능
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을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례관리 모형에서
는 전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정, 계획과 개입의 초점이 된다. 가족중심 실천
에서 변화의 동력은 사례관리자가 아니라 부모이며, 사례관리자는 부모 혹은 가
족이 아동을 돕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3) 강점관점 실천
국내 위기입양인 가정 사례관리 모형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내적 역량의
강화와 성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현재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그것만을
조명하지 않고, 아동과 가족의 자긍심, 성품, 능력, 꿈과 희망, 자원등을 파악하
고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례관리를 실천한다. 아동과 가족은 자신이 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하고 버틸 수 있는 내
적 힘을 갖고 있으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사례관리자는 이들
을 신뢰하고 이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 교량적(bridge) 실천
국내 위기입양인 가정 사례관리에서 특히 집중개입이 필요한 위기 사례의
경우에는 입양 가정의 어려움이 파양이라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현재 당면
한 위기에 초점을 두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례관리 종
결 기간을 위기안정화라는 일차적 목적에 초점을 두어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가족의 기능강화 혹은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이후에는 가정의 위기를 촉발했던 다양한 심리적 및 생활환경적 문제
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 서비스 기관들
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동안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관
심과 지원을 받았던 주 사례관리기관(대개 입양기관)으로부터 지역사회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양기관 중심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이 지역 내 존재하는

- 50 -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을 준비시키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교량적 실천을 통해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국내 위기입양 사례관리 과정과 실천지침
1) 국내 위기입양가정을 사례관리 서비스 일반지침
○ 국내 위기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
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사례관리 모형이 제안한 실천의 원칙과
실천 윤리(비밀보장 등)을 준용하여 일한다.
○ 국내 위기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
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입양인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한다.
○ 국내 위기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
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입양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범위, 수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안내하고, 이용자의
동의(서식1A, 서식 3A)를 바탕으로 일한다.
○ 국내 위기입양가정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
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실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실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적절
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사전에 교육받고 일한다.
2) 사례 발굴 및 의뢰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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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기입양인가정 사례관리에서 사례발굴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사례관리의 첫 단계로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연계된 경우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의 협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2) 진행과정
① 초점 대상과 주요 욕구 확인
○ 의뢰인 혹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의뢰인 혹은 대상자의 욕구(혹은 어려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적합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 입양 가정(아동, 혹은 부모)의 자발적 방문(전화 및 내방)
○ 학교, 상담 기관 등 제3자에 의한 의뢰 등
○ 이 때 이들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이용 방법 등을
간략하게 소개
3) 초기면접
(1) 개념
초기면접은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가 처음으로 만나서,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상담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자는 개인
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정보수집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수립하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만 한다. 아동과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그들
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해야만 이후의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포함한 실천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을 포함하여 입양 아동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또한 기관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작성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초기상담지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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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욕구를 가진 입양인
연장입양아
연장입양은 아동이 친생부모와 가족경험이 있거나 이미 성격의 많은 부분이 형성된
나이에 입양됨으로 신생아 입양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입양의 형태로서(고혜정,
2005),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생후 12개월 이상에 입양된 아동을 연장입양으로 정의하고
있다(신혜원 외, 2011). 대개 연장입양아동은 입양 이전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아동 내
면에 분노, 불안, 공격성 등이 내재되어 있고(Hughes, 1999), 애착을 형성하는 신생아 시
기 이후부터 주 양육자가 바뀌었거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애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안정감과 신뢰감 있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장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의 경우에도 입양 이후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양자녀의 거짓말, 부모에 대한 신뢰감 결여, 비정상적
식사습관, 과도한 관심 끌기,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을 들 수 있다(고혜정, 2005).
장애입양아
장애입양아란 신체적, 정서적 및 발달상의 장애를 지닌 영유아 및 아동으로서 친생부
모가 양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아동을 일컫는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처음부터 장애아임을 알고 입양하는 경우와 건강한 신생아인줄 알고 입양
한 후 양육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아동의 장애문제
를 이미 입양 전에 심리적으로 수용을 한 후 입양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입양부모가 아
동의 장애사실을 수용하고 극복해야하는 과정이 매우 큰 심리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혼란
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국 파양으로 이르게 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rth & Berry, 1988; 김가득· 유정숙, 2010 재인용). 또한 장애아를 입양한
가족들은 치료와 재활로 인한 비용 지출(고혜정, 2005; 김가득· 유정숙, 2010), 가족의 양
육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고 있다(김가득, 2008). 장애아동청소년은 장애상태를 일생 동안
유지해야 하고 그 부담을 자신과 가족이 평생 함께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김태완·김성아, 2015)을 인정하고, 다양한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입양가정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기 상담지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가구 유형에서 연장아동, 장애아동, 다문화 가구 등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육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보내는 시간, 경제적 측면, 자녀의 심리적 측면, 자녀의 유전적 특성, 지역 자원,
발달적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대상 가족이 연장아를 입양했거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특별한 이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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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서식
①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식1A>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일반개인정보)
항
필
수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대상자 정보(성명)
 대상자 정보(성별, 나이, 연락처,
보장내역, 자격, 가족관계 및

선

택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등)
 가구구성 정보(성명, 주소, 직업,
보장내역, 연락처 등)
 자격(보장이력)·수혜이력정보

 사회복지서비스
(사례관리 포함)

사례관리

의 신청, 조사,

종결 후

제공 계획 수립

5년

및 실행

(급여·서비스명, 수급액, 지급
주기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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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항

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수 집 목 적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의 결정

보유기간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민감정보)

항

목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사례관리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있는 민감정보

유형의 결정

종결 후
5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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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
기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
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사회보장급여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법인·단체·시설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
 『사회복지사
업법』제33조
의5에 따른
보호대상자
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변경,
실시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등)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
이력 등)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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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를 동의 하신 분께서
는 본인(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인
서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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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상담지
<서식2A>초기상담지
상담

상담일시

번호
상담자
접수
경로

1

(

소속

연락처

□ 대상자 요청
□ 사례관리자의 발굴 (

)

□ 지역 주민 등 (

)

상담

□ 지역사회기관 방문

유형

□ 가정방문

면담자

차)상담

□ 타 기관 의뢰 (

)

□ 기타 (

)

□ 내방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별

□ 남
□ 여

집(직장)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

가구
유형

□ 부부중심가구 □ 한부모가구 □ 연장아동 가구
□ 장애아동가구 □ 다문화가구 □ 조손가구
□ 기타 (

)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주택 □ 시설/그룹홈

유형

□ 기타(

관계

성명 나이

)
동거
여부

장애 학력 직업

가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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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생각하는
가구원별
문제

전화
번호

자녀와
보내는 시간

- 자녀를 키울 시간이 충분한가?
- 주로 누가 돌보고 있으며 어떻게 시간을

□

보내는가?
- 주요 수입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활을

경제적 측면

□ 충분

□ 충분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 입양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가?

□

있다면 어떤 것인가?
- 입양 준비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해 주로
자녀의

양육의

심리적 적응

이슈

어떤 교육을 받았나?
- 외상 등 힘든 상처를 경험한 아이 양육에

- 낳아준 부모, 가족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자녀의
유전적 특성

□

있는가?
- 현재 그와 관련된 우려나 어려움을 겪고

- 지역사회,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

- 다른 입양가족, 입양기관, 상담기관, 복지관

- 현재 자녀의 발달에 따른 인지, 행동적

내용

상담자
종합
의견

□ 충분
□

탐색
필요

□ 충분

특성을 알고 있는가?
- 특히 사춘기 자녀의 변화와 정체성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상담

탐색
필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
등과 연계하고 있는가?

발달적 특성

탐색
필요

□ 충분

있는가?

지역 자원

탐색
필요

□ 충분

대한 교육을 받았나?

주요

탐색
필요

□

탐색
필요

초기상담 응답자가 보호자인 경우 위 내용을 준용하되, 입양아
동이 상담에 (함께) 응한 경우, 상담내용에 입양아동(입양인) 주
요 이슈/욕구에 대해 상담내용에 구분하여 간략히 기술

이용자의 주요욕구, 사례관리자의 의견, 앞으로 일 할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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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욕구사정
(1) 개념
‘사정(assessment)’이란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사례관리자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욕구, 선호, 강점과 자원 등을 발견하고, 공유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례관리에 있어서 초기면접은 사정으로 연결된다.
인테이크가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초기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사정은 초기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례관리 진행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기 입양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단계에 대한 확인과
함께 가족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서는 가족의
강점을 발견,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을 조금씩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 및 비공식적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해서는 가계도, 생태도를
파악해야만 한다.
(2) 일반적인 사정의 주요 내용
○ 가계도 및 생태도
① 가계도 작성
·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가계도 작성
· 주민등록상 등록된 내용이 아닌 현재 동거하고 있는 모든 가족을
포함하여 기록
· 남자를 네모, 여자를 동그라미로 그리고, 각 구성원 옆에 사별, 이혼, 가출,
별거, 질병 등의 특이사항을 기록
· 작성 후 주요 가족원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선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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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여성, 70세

15

남성, 15세

78

사망한 남성, 78세 사망

부모와 2인의 딸과
쌍둥이 아들들

위탁이나 탁아

결혼

유산이나 낙태

별거

스트레스, 갈등관계

이혼

빈약하고 불분명한 관계
긍정적 관계

형제순위

(선이 굵을수록 관계 강)

가족이나

관계방향

동거가족경계

[그림4-3] 가계도 예시

<가계도 작성 시 질문 예시>
-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들의 관계는 서로 어떠한가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한가요?
아동에게 물어본다면 누구를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요?
아동에게 물어본다면 누구를 가장 멀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요?
가족 중 헤어졌거나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혹시 이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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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태도 작성
· 사례관리에서는 주요 가족원의 관계와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
하므로 이를 생태도를 통해 파악하게 됨. 먼저 가족들과 함게 가족원을 중심
으로 한 비공식적 지지망(친척, 이웃, 친구, 종교기관 등)과 공식적 지지망
(복지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해 파악함.
· 대개 가계도와 생태도를 함께 작성하게 되는데 가계도를 중심으로 각각
의 가족원이 교류하는 가족 및 사회체계(친척, 친구, 학교, 직장,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를 그려나가며 관계의 방향과 갈등 정도에 대해 표시함.

[그림4-4] 생태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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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작성 시 질문 예시>
- 자주 연락하거나 왕래하는 친구, 지인, 친척들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어떤 일로 함께 하시는지요?
- 종교가 있으신가요? 교회나 성당, 절 등 왕래하는 종교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 아동과 가족이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주로 어떤 곳을 통해 도움을 받으십니까?
- 주로 이용하는 의료 기관 혹은 상담 기관이 있으신가요?
- 아동의 학교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학교 이외에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 등 다른 교육기관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어떤 일로 주로
접촉하십니까?
- 다른 사회 기관들,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과도 아동과 가족의
일로 연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 가족의 강점
입양아동과 부모(주요 가족 구성원)의 강점을 각각 사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강점 사정은 대화를 통해(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잘하는 것, 또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가족들이 스스로의 힘을
인식하여 변화의 주체로서 움직이도록 돕는 기초 과정이 된다. 이는 입양과 파양
위기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을 점검하며 가족의 유대외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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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 파악을 위한 질문들
- 아동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아동이 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사람들이 아동 혹은 부모님의 장점을 말할 때 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부모님께 자긍심을 주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 혹은 성취는 무엇입니까?
-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어 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려움에 부딪칠 때 대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시는지요?
어떤 것이 가족에게 힘이 됩니까?
-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신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현재 또는 과거에) 어떤 사람(혹은 기관)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이해,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 어려움이 적었을 때는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3) 입양가정 위기촉발요인에 대한 사정
입양 가정에서 위기가 생기는 이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다음의 분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입양 가정의 현재 위
기의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 부모와 아동의 기질이나 스타일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
아동은 부모가 참기 힘든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성격 상 충돌이 있거
나,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차이가 서로 간에 있을 수
있다.
◾ 입양에 대한 준비의 부족
아동과 부모(특히 부모)가 입양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명확한 기대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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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후 지원 및 자원 부족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입양 전문가에게 다가갈 수 없거나 가
족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이 제공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가
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입양을 지지하지 않아서 계속 가족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우이다.
◾ 비현실적인 기대
가족들이 아이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이미지에 맞지 않을 때 많이 실망하게 될 수 있다.
◾ 애착의 부족
부모는 자녀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며, 아이는 해결되지 않은 슬픔 또는 애착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외부 스트레스 요인
가족들은 현재 실직, 경제적 어려움, 관계 문제 등의 스트레스를 겪
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 예상치 못한 상황
가족원의 갑작스런 사망, 질병 또는 임신으로 가족 상황의 국면이
바뀌었거나 가족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 욕구 영역별 사정
입양아동과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되, 현재 주요 욕구나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교사, 이웃, 사회기관 담당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된 욕구 사정 내용은 한 가지 영역의 욕구
로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욕구가 중첩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아동 혹은 가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문제
의 가장 큰 원인이거나 다른 욕구 영역들에 가장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가족 욕구와 강점 파악을 위한 질문
의 예시를 아래 표를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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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다양한 영역의 가족 욕구 및 강점 파악을 위한 질문
구분

영

역

별

질

문

예

시

<가족 내부로부터의 위험＞
· 가족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일은 주로 무엇 때문인가?
· 그런 일들이 폭력의 발생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누가 가장 안전에 위협을 받는가?
·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었나?
안전
· 이들 중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가족 외부로부터의 위험>
·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가족 안전에서 위험을 느낀다면 어떤 점 때문인가?
·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가?
· 이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신체건강>
· 지금까지 어떻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왔나?
·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혹은 문제는 무엇인가?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건강
<정신건강>
· 지금까지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왔나?
· 상담 혹은 치료 기관을 이용해 보았는가?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
·
일상 ·
생활 ·
·
·

어떻게 일상생활(의식주 관련, 가사 등)을 처리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여가시간 혹은 휴가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어떤 경우에 여가나 휴가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는 무엇이 달랐는가?
일상생활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
·
가족
·
관계
·

가족 중 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중 누가 가장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는가?
자녀/부모/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가족 관계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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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

역

별

질

문

예

시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관계는 무엇인가?
· 이웃, 지역사회기관,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있나
사회적
관계

(혹은 받은 경험)?
·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먼저 떠오르는가? 가장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기관은 무엇인가?
·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어떤 곳(친구, 친척, 이웃, 사회기관 등)과 관계를
맺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가?
·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해 왔는가?

경제

· 주로 누가 일을 하며, 금전 관리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알아보았고, 앞으로 대처할 계획인가?
·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어떤 또래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아동이 어떤 활동 혹은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가?

교육 · 이것만은 괜찮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아동의 특기는 무엇인가?
· 아동이 지금 더 잘 지내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를
희망하는가?
· 교육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
기타 · 기타 영역에 대한 질문
·
[출처: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매뉴얼 수정(홍선미 외, 2010)]

· 이와 같이 사례관리자는 입양아동과 가족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욕구와 위기 수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위기 수준의 파악을 위해 이 가정에서 방임이나 양육 무기력 상황이
나타나는지, 학대 혹은 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지, 분노조절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이 필요한지, 의사소통 향상 기술이 필요한지 등의 확인해야 한다.
· 이를 토대로 서비스 목표를 대상 가정과 의논하며 합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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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A> 욕구조사(사정)표
대
상
자
명

주민
등록
번호

연

처

가

성명

나이

□ 신규

직장:

락

주
소
가구
주와
의
관계

집:

성별

동거
여부

□ 재조사
휴대전화:

학력

직

결혼

업

상태

연락처

장애

(

)차

질병

비고

족
사
항

가

생

계

태

도

도

특
입
양
인
개
인
력

관계

성명

이

사

항

나이
영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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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욕구
영역별
조사

욕구
영역

주요 확인 내용

안전

가족 내 폭력, 학대,
외부로부터의 위험

건강

입양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일상
생활

주 돌봄자, 의식주의
해결, 여가 등

가족
관계

가족관계 및
갈등요소, 지금까지
대처 노력

사회적
관계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체계 및 교류정도

욕구
영역 별
현상 및
원인

경제
교육
기타

주요 문제 및
관련된 사람들

욕구 내용

우선
순위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유지 방안
좋아하는 과목,
학교와의 관계,
적응 정도 등
위기촉발 요인 등
주요 확인 사항

척도 종류

사

정

결

과

척도를
이용한 사정
요청
서비스
내역

사회적
지지자원
검

주요

토

욕구

우선순위

욕구명

욕구내용

의
견

종합

의견
사례관리
번호
담당자

작성일자
소속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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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장애물

5) 서비스 계획수립
(1) 개념
서비스 계획은 사례관리자와 입양 가정이 함께 협의하여 실천 계획을 발전시
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목표 설정,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수립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입양가정의 동의, 즉 사례관리자가 입양가정이 함께 실천 계획의
수행에 합의하고 상호간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양 가정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역시 그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 단계의 변화 목표는 ① 입양가정의 위기 안정화, ② 가족갈등의 감소를
통한 가족 해체 예방 ③ 가족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때 가족 갈등 감
소 및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양육기술 향상, 양육스트레스 감소,
지역사회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2) 서비스 계획의 실천 지침

· 서비스 계획은 입양인과 가족의 욕구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한다. 따라서
서비스 목표와 서비스 개입 계획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서비스 제공과정에 앞서 입양인과 가족이 가장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쉽게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 목표수립
- 서비스 계획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계획에
앞서 목표 설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서비스 계획 시 우선순위 정하기
① 입양인과 가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② 당장 안전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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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달성하기 쉬운 것
이 때 ①번이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4-3> 서비스 목표 예시
목표 영역
아동 역량
강화

부모 역량
강화

가족 기능
강화

예

시

학교 성적 향상, 자기의사표현능력 향상, 정상체중 달성, 동아리 참
여, 친구관계 향상 등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 또는 정신적 안정화, 양육자의 사회적응능력개
선, 영양가 있는 식단 마련, 양육자의 취업능력개발, 양육자의 음주 시
절주, 아동과 의사소통 기술 향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참여 등
의료관련 치료,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내 모니터링 체계 연결, 이웃
지지체계 마련,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된 소득처 마련, 경제적 도움 마
련, 명의도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소 등

(3) 서비스 계획과 진행
○ 서비스 계획 작성 요령
·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입양아동, 가족의 당면과제
및 욕구와 주변자원 등을 바탕으로 위기 촉발 요인을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며, 이러한 목표를 입양인과 가족의 입장에서 변화 상
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 다음으로 서비스 계획은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중심으로 기술한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서비스 대상에 따른 계획과 개입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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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서비스 계획 작성 요령
구

분

개입대상

세

부

내

용

· 개입대상은 입양인 단독으로 하거나, 입양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부모
또는 가족과 동거인 경우 주요 영향을 주는 가족원을 함께 기술

· 목표는 개입에 대한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상태로 기술하기(예: ‘신체적 건강 유지’보다는 ‘정상체
중유지’가 적절)
변화목표 · 특히 입양가정 사례관리의 경우 입양인과 가족원의 안전 점검 및
심리정서적 지지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모든 사례의 서비스
목표에 이 두 가지 서비스 계획(안전점검, 심리정서적지 제공)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시킬 것.
· 서비스 계획은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즉, 입양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사례관리 달성
에 필요한 서비스
(- 정부공식서비스 종류: 가사지원, 식사(식품)지원, 위생(이미용 등) 지원,

서비스

활동(이동)지원, 생활용품지원, 일상생활관련 비용 지원, 복합 지원(복지서비

계획

스정보물 제공), 검진·진단 및 치료, 의약품·의약외품 \ 및 보장 지원, 심리
검사 및 진단,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지원, 공연·전
시 관람지원, 체육활동지원, 체험 및 여행지원, 문화·여가관련 비용지원, 안
전 및 인권교육, 아동학대대상자 및 가족지원 등

- 일시보호서비스
·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또는 서비스)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록함.
- 월 단위를 기준으로 기록
개입기간
ex) OO복지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2017. 3. ~ 2017. 6.
- 단위 기간을 주, 월, 분기, 연간으로 분류하여 빈도/횟수를 기록
ex) 주 2회, 월 4회 등

평가

· 평가시, 변화목표의 달성정도를 10점 척도(높을수록 달성도가 높음)로
클라이언트(목표달성 정도1)와 사례관리자(목표달성 정도2)가 함께 평
가하는 과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에 대한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기록.
· 일반적으로 기관이 목표달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존중하여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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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A> 서비스 계획 및 점검표
사례
관리

관리자

번호
우
선
순
위

대
상
자

점
검
일
자

사례

소속
기관

개입 기간
욕
구

변화
목표

서비스
계획

서비스
시작
일자

서비스
종료
일자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목표달성 정도1
(

)
목표달성 정도2

(

)

date:
목표달성 정도1
(

)

목표달성 정도2
(

)

date:
목표달성 정도1
(

)

목표달성 정도2
(

)

date:
목표달성 정도1( )
목표달성 정도2( )
date: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적극적으
로 변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 합니다. 또한 더 나은 생활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과 본인 및 가족의 기초정보 및 서비스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2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

(인)

· 서비스 계획은 사례개입과정 중에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추후 점검 및
안전평가 이후 서비스 계획의 변경, 차수 추가가 가능하다.

- 73 -

(4) 서비스의 종류
○ 입양가족 지지집단 및 자조모임
지지집단은 양부모 및 아동에게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
용하고 공유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진 공유하는 가족이나 자녀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또는

프로

그램 안에서 모든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입양부모 지지집단
입양부모 자원봉사자가 종종 조직하게 되는 지지집단은 경험이 많은 부모
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새로운 양부모들을 참여시켜 비평 없는 분위기에서 경험
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토론, 사회
활동, 가족 행사, 워크숍, 뉴스 레터, 웹 사이트, 커뮤니티 추천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어린 아동의 부모를 위한 소규모 놀이 집단에서부터
대규모 지역 그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입양가족 자조모임은 대한 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관련하여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가정자조모임
‘미쁜울’(네이버카페주소 http://cafe.naver.com/mibbun)을 예로 들 수 있는
데 ‘미쁜울’은 ‘진실한 울타리’라는 순우리말로서, 친목도모, 입양 및 양육에 대
한 정보 공유, 입양아동들의 입양 수용 및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온오프라인상
에서 운영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 지지집단
많은 입양아동과 청소년에게, 동료지지 집단은 입양 된 다른 어린이 및 청
소년과 처음으로 상호 작용하고 입양과 관련된 경험 및 감정이 정상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 집단은 그들의 출생과 입양 가정에 대해 이
야기하고 두려움과 우려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어떤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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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나이 많은 형(오빠), 누나(언니)를 멘토로
짝을 지워 주어 지지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멘토링 서비스의 목적>
§ 아동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매칭
§ 지역 사회에서 제공
§ 적절한 사회화 모델
§ 학교 활동 지원
§ 부모가 나이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해 제공할 수 없는 야외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제공

• 캠프, 행사
캠프 등의 집단 행사는 입양 가족 구성원들을 다른 가족들과 연결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도 다시 연결시키는 경험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는 주말 혹은 일주일 내내 진행될 수 있으며, 종종 전통적인 캠핑 활동
과 결합된 입양 및 전통 찾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다른 입양
아동 및 청소년들과 이 기회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다른 입양가족 활동으로는 소풍, 단체 여행, 레크리에이션 활
동, 문화 행사 및 고향의 문화유산 여행 등이 있다.
캠프, 멘토링, 자조모임의 예로는 대한사회복지회의 닮은꼴 캠프(3박4일간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닮은꼴 멘토링(멘토들이 캠프 프로그램에 조장으로
참여하여 입양 아동을 지원하며 이후에도 참여 아동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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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자조모임(초등, 중등반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또래
지지체계 강화를 목표로 전문강사 진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내
입양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형성과 가족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입양가족 정서심리지원 서비스
입양가족 정서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에게 심리치료와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
양아동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입양가
정에 아동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개 다음의 이
슈를 다루게 된다.
• 자녀의 애착, 신뢰, 정서 또는 행동 문제
• 입양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긴장
• 입양 후의 현실이 기대와 다르다고 느낄 때의 감정 등
입양가족들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에도 대개 전문적인 도움을 시기적절하
게 받는다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치료 유형과 기간은
다양할 수 있는데 단기와 장기, 다양할 수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
지회,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등에서 입양가족 정서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이밖에 각 시군구별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서울시 입양아동 심리정서 검사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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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사례
(서울시 2016 아동복지사업 안내)
<개요>
- 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대상: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상의 국내입양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도 포함

<심리치료지원사업 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비 지원 단가: 월 20만원이내(단 최초 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20만원 책정 가능)
상담 및 치료회수는 월 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 적용 가능
※ 교통비 지원 여부는 신규 대상자 선정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및 안내 예정
-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자치구는 신청일 현재 입양된 지 개월 이상인 입양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서
식에 의거하여 시에 추천
※ 대상자 접수 시 아동의 치료에 대한 동의서, 원하는 치료기관 기재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선정기준
추천 당시 공공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의사소견서 또는 전문상담소에서 소견서를 받은 아동에 한함
-치료기관 선정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자치구 담당자에게 제출
입양부모의 치료기관 선정 시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약된 치료기관 이용
가능하며 이 때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기관의 제출서류 일체를 취
합하여 자치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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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지원 서비스
모든 부모는 그들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높은 수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더욱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휴식지원 서비스는
신중하게 선정되고 훈련 된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써 부모들이 자기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부모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위탁 돌봄은 중앙 차원에서 혹은
지역 입양 기관이나 지역 입양 부모 그룹을 통해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혹은
위기 상황에만 제공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국에서 장애 및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휴식지원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24조에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사항인
시행규칙에서는 돌봄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아직 서비스 체계와 내용
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김태완·김성아, 2015). 그러므로 중앙입양원
차원에서 입양 가정에 대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
갈 필요가 있다.
<휴식지원 서비스의 주요 목적>
§ 가족과 자녀 관계를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
§ 부모에게 "어른들 만의 시간"을 제공
§ 아동에게 긍정적인 경험 제공
§ 가족이 자녀의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함
§ 아이와 그 가족을 돕고 지원하고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시킴

○ 입양가족 교육 및 정보 자원
입양가족 교육 및 정보에 관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지원 및 자녀 양육 관련 내용, 입양 관련 내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가족지원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index.jsp)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
역별, 사업별, 대상 및 내용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세부 일정 및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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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모아애착놀이, 워킹대디워킹마미 나들이, 찾아가는 부모교육,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이 있다.
· 입양 관련 교육을 포함한 국내 사후서비스 정보
중앙입양원(https://www.kadoption.or.kr/after/organ_info.jsp)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으로
부터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에서는 입양정체성확립 및
입양부모역량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책, 잡지, 웹 사이트 및 기타 자원들
다양한 책과 자료들에서는 입양인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잘 설명하
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입양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데
도움을 줄 있다. 여러 자료들에서는 입양 자녀양육에 대한 독특한 양상, 장애
또는 연장아동 등 특별한 이슈, 다른 문화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입양아 부모되기], [누가 진짜 부모인가], [입양인의 생애주기],
[입양아이와 새 부모를 위한 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한사회복지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서적, 실화, 동화로 구분된 총 39권의 입양관련 서적
을 참고할 수 있다(http://www.sws.or.kr/sub_main/busi/busiAdopAfter.html).
또한 동방아동복지회에서는 중·고등학교, 개인, 교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양인식
개선교육(프로그램명은 ‘다가가기’)을 진행해오고 있다.

○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입양아동이 장애인이거나 발달 과정에서 장애가 나타는 경우,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장애아동복지법에서 다루고 있
는 복지지원서비스는 대개 선별적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초수급자이거나 차
상위계층일 경우에는 비교적 지원 제도가 다양하나(장애아동수당, 교육지원, 의료비
지원, 발달지원서비스 차등 지급 등), 소득수준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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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주요사업명

장애아
가족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중증장애아동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휴식 지원)
(1∼3급)

비 고

읍･면･동에
신청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보호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자애인

상담지원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읍･면･동에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신청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최대 12개월 가능)

150% 이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헬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발달

기관방문 등 ) 지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자애인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27,000원 사업수행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150% 이하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비
참여 가능, 다만 돌보미
여행비용 및 수당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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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에
신청

6) 서비스 제공
(1) 개념
· 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① 입양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자원 연계를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고, ② 위기촉발요인을 감소시
켜 가정을 유지하고 해체를 예방하며, ③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고려 사항
○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원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제공 방법, 제공 서비스의 내용, 대상자, 서비스
제공 일시, 서비스 제공 횟수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 서비스 분류 및 유형 예시
<표4-6> 위기입양인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
서비스구분

제

공

서

비

스

아동 안전점검
및 상담

- 아동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상담 실시
* 참고
- 일반적으로 학대발생여부, 아동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상담은 해당 서비스제공내용으로 분류

안전 및
인권교육

- 아동권리교육, 학대예방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
서비스대상자에게 안전 및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과 상담 제공

심리검사 및
진단

- 입양기관 및 외부기관을 통해 서비스대상자에게 심리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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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비스구분
의료적
검진·진단 및
치료

공

서

비

스

- 일반진료, 입원진료, 응급의료 서비스 등 서비스대상자가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용지급도 포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가족치료, 멘토링, 사회성 향상 등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대인관계 훈련, 독서치료, 이야기치료, 원예치료 등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치료서비스 제공 또는 외부 기관 치료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불

아동 양육기술
상담 및 교육
문화·여가관련
비용지원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지원
취업 지원
가정환경 개선
지원
장애인등록 및
절차 지원
수급자선정 및
절차 지원

- 아동 양육과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 서비스대상자가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
- 서비스대상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계좌이체)하거나, 활동을
위한 현물(티켓, 상품권)을 제공
학원비지원, 교육비지원, 장학금지원, 교복지원 등 서비스대상자에게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지원 및 교복 지원
- 서비스 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중인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수행
도배 및 장판 등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외부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서비스대상자의 장애인등록 및 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 서비스대상자 및 대상자가정의 수급자선정 및 절차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례관리

사례회의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사례회의’주관 및 참석
(*반드시 외부인이 참석한 회의만 사례회의로 인정 가능)
-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 외 일회적 도배,

외부기관 연계

장판 지원 및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사무소 등의 외부기관과
연계한 경우 등 서비스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외부기관 연계
업무 수행

기타

- 입양가정 및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제공분류코드가 없는
서비스 내용은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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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검과 평가
(1) 개요
∙ 점검(monitoring)이란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만족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계획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
리자는 서비스 대상자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만남이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의 수정, 재사정, 점
검단계 이후의 계획 등에 판단해야 한다.
∙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존에 수립했던 목표에 대한 성과,
즉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후유증 감소 및 가정과 사회(학교) 적응력 향상,
② 가족 위기의 감소, ③ 가족기능의 수준과 회복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 점검사항
사례관리의 점검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노력성, 적정성,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산출과 성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 점검표 작성 주기는 최소 3개월에 1번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서식5A>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평가
아동명

점검일/
이전 점검일

점검일(회차:

점검의 내용
1.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2. 대상입양인과 가족의 노력 부분은 적절한가?
3. 입양 가정의 위기수준이 감소하고 있는가?
4.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입양인과 가족이 만족하고 있는가?
5. 다른 서비스 욕구가 발생하였는가?
6. 서비스 지속이 필요한가?
7. 서비스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8. 사례는 종결되어야 하는가?
사례관리자 의견(필요 시)

- 83 -

)

이전 점검일
예
□
□
□
□
□
□
□
□

아니오
□
□
□
□
□
□
□
□

(3) 서비스 점검 시의 유의 사항

① 비공식적인 자원망과의 접촉과 협력 강화

공식적인 자원망 뿐만 아니라 아동 및 가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 교사, 학원 강사, 태권도장 사범, 멘토 등과 같이 클라이언
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의 개입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입양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들에게 학교와 교사는 삶의 중요한
비중과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학교담임 또는
관계된 선생님, 사회복지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② 직접 접촉을 위한 노력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사례관리자는 가능한 사람, 즉 입양인의 집
이나 주요 체계로 직접 찾아가(가정방문, 학교방문,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지
역사회의 다른 장소 등)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점검을 통해 나타난 변화 활용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의미 있는 변화를 관
찰하고 확인해야 한다. 입양인과 가족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의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협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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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례회의를 통한 점검 과정에서 입양인과 가족의 참여 확대

앞서 제시한대로 사례관리에서 강점관점 및 가족중심 실천은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특히 입양인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주요 돌봄 체계와 동반자적
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이들과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아동을 위한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례회의에 참여했을 경우, 사례기록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공유하거나 별도의 회의자료 없이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4) 점검 후 재사정이 필요한 경우

- 입양인 혹은 입양가정의 욕구가 달라졌을 때
- 중요한 가정 내외적인 변화가 있을 때
- 이사 등 아동과 가족의 주거지 변화가 있을 때
· 사례관리자가 단독으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점검 후에는 슈퍼바이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의
개입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8) 사례종결

(1) 개요
· 종결이란 입양인 사례관리 개입을 통하여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여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자 사례관리자와 입양인(혹은 가족)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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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위기 입양 사례에 대한 개입의 경우에는 긴급한 위기가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여(예: 입양인 가정 및 사회적 부적응이 개선되었는지, 가정폭력이나 아
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입양 가정에서 심리정서적 위기를 보였던 대상
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등을 평가) 위험 요소의 제거 혹은 감소와 함께
가족 관계와 기능의 향상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 사례종결 후 서비스 제공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사례종결 평가방법
∙ 사례종결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사례평가’ 과정이 수반되며, 피
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례종결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종결평가 논의
· 입양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체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사례종결을 논의함.
이 때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체계, 당사자, 부모 등 가족구성원 참여가 가능하다.
· 사례종결과 관련하여 자체사례회의 시 다루는 내용
- 가족의 위험요소 감소 여부 검토
▸ 입양인의 안전 보장 여부 확인, 가족해체의 위기 감소 및 안정화
- 개입목표 달성정도
▸ 가족의 당면 과제를 바탕으로 수립 된 목표의 달성정도 검토, 구체
적으로 피해아동과 가족의 욕구충족 정도와 적응능력 증진도 및 변화
동기·치료에 대한 진전과 만족 정도 확인
▸ 다양한 성과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위기 입양인 가정의 변화 측정
○ 입양인 등 개인의 변화 평가
사례관리 실천에서 평가는 크게 이용자(입양인 또는 가족)측면과 서비스 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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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용자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자 측면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 변화 내용에 대해 표준
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점검, 변화 관련 파일,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 평가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로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한 ‘클라이언트의 체계변화: 가족건강성, 지역사회 보호요인 등),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할 수 있다(굿네이버스·한국사례관리학회, 2010).

* 아래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천기관
의 상황에 따라 변화목표와 관련된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① 문제해결 대처능력
문제해결 대처능력은 이전과 유사한 어려움이나 새로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를 내부․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노혜련 외(2006)에 의해서 개발된
‘강점척도’의 하위척도 중 ‘대처능력’과 ‘자원요인’을 활용한다. 강점척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의지/동기화, 내적성향, 신념체계, 대처능력, 대인관계, 자원, 긍정적
인식의 7가지 하위영역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3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중 ‘대처능력’과 ‘자원요인’의 속성이 문제해결 대처능력과 속성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 두 하위척도의 10문항으로 재구성하여 문제
해결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척도의 점수구간은 10점에
서 50점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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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7> 문제해결능력(대처능력과 자원요인) 평가
다음은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
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그저 그런 매우
그렇지 않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내용
1. 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
하려 한다.
2.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잘 안다.
3. 나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려 한다.
4.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
5.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6.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 (취미, 종교,
친목 활동 등)이 있다.
7.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8. 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로, 가족, 친구, 센터의 서비스 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9. 나는 내 나름대로의 문제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
10.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얻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② 긍정적인 자아개념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란 긍정적인 자기평가, 자아 인정감, 자아수용과 같은
표현인데,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간에 일치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 척도는 김상곤(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정서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성취적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86이었다.
긍정적인 자아개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적 자아 4문항,
사회적 자아 3문항, 성취적 자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평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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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긍정적인 자아개념 척도
다음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4. 나의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5.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6. 나는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다.
7.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8.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9. 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10.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③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한다(이윤경, 2007). 사회적 지지망 척도는 Christine과 Stephene
(1999)이 개발한 척도를 김상곤 외(2009)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
다. 본 척도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급우지지’, ‘또래지지’, ‘전문가 지지’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97로 매우 신
뢰할 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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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사회적 지지 척도
다음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1. “나의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항상
그렇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항상
그렇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항상
그렇다 그렇다

1-1.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신다.
1-2. 문제해결을 위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다.
1-3. 내가 잘했을 때 나를 칭찬하신다.
1-4.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2. “나의 담임선생님은...”
2-1.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신다.
2-2. 나를 잘 보살펴주신다.
2-3.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2-4.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신다.
3. “우리 반 학생들은...”
3-1. 쉬는 시간에 나하고 잘 놀아준다.
3-2.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3-3. 나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3-4. 조별활동에서 나를 조원으로 선택해
준다.
3-5. 교실에서 공동과제를 할 때 도와준다.
3-6. 나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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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친한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항상
그렇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항상
그렇다 그렇다

4-1.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4-2. 내가 실수해도 날 받아준다.
4-3. 내 기분을 이해해 준다.
4-4. 내가 힘들 때, 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
5. “내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만난
선생님은...”
5-1.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신다.
5-2. 나를 잘 보살펴주신다.
5-3.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신다.
5-4.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 가족 및 학교 체계 변화 평가
① 가족 건강성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이란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가지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발달을 촉진하며, 가족이 스트레스나 위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족 건강성’ 척도는 김상곤(2007)
이 개발한 척도로서 ‘관심과 사랑’,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관계’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90이었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관심과 사랑’,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관계’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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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0> 가족건강성 척도
다음은 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
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한다.
2.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우리 가족은 서로 서로 보살펴 준다.
4.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5. 우리 가족은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6. 우리 가족은 스스럼없이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다.
7.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8. 우리 가족에겐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다.
9. 우리 가족에겐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 있다.
10.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②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키시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만족
스럽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직하고 능동적인 상태를 말한다(문은식,
2001; 문은식, 2002; 황유경, 2002; 허남진, 2004; 허옥희, 2005; 김상곤,
2007: 재인용 31).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김상곤(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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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척도, 다시 말하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태
도’, ‘학교행사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86이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와의 관계, 수업에 대한 태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칙, 학교행사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태도 총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4-11> 학교생활적응 척도
다음은 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

항

그렇지
않다

1.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다.
2.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5. 나는 과제물이나 준비물을 꼬박 꼬박 챙겨간다.
6. 나는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나는 학교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8. 나는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9. 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0. 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 나는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가능하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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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이용자 만족도 평가

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유형의 척도를 사용하여 직접 평가를 받
는 방식으로 만족도를 측정한다.
<표4-12> 만족도 평가 척도
전혀
문

항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8.
9.
의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와 우리 가족은 적절한 양의 도움을 받았다.
나와 우리가족은 질 높은 도움을 받았다.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받았다.
나와 우리 가족은 도움을 통해 원하던 것이 대부분
충족되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도움을 받은 기간은 적절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은 도움은 우리가족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기관에 다시
올 것이다.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을 대하는 기관 선생님

태도에 만족한다.
10. 나와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께 연락
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11. 나와 우리 가족은 기관 선생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2. 나와 우리 가족은 받은 도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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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척도형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게 된다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4-13> 개방형 질문을 통한 만족도 평가
1. 서비스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1 가장 만족스러웠던 서비스나 관련 경험은 무엇입니까?
1.2 불편했거나 불만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3 꼭 필요한 서비스였는데 받지 못했거나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가 있었습니까?

2.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1 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2.2 가족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2.3 주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3.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이 밖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3) 종결보고서 작성 요령 및 종결 시 사례관리자 역할
○ 종결보고서 작성
사례종결사유: 해당 사례의 종결 사유에 대한 기록
· 개입(성과)목표 달성정도: 서비스계획 당시 수립한 목표의 달성정도 기록
·

종결소견: 사례종결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소견을 기록함. 예를 들어 아동과
가족의 비협조로 진행이 어려운 사례(가출 등이나 전화 수신 거부
등으로, 사례관리자의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사례회의 후 종결 고려 가능함.

· 사후관리계획: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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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시 사례관리자의 주요 역할
· 지지제공
아동과 가족들이 사례관리 서비스 종결이후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희망과 자신감뿐만 아니라 ‘잘 할 수 있을
까’라는 불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성공의 경험과 강점을
근거로 아동과 가족을 지지해야 한다.

· 종결 후 대처방안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의 과정에서 보여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공유하고, 이러한 것을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지하
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또는 비공식적, 공식적인 자원망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후관리에 대한 고지
종결 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전달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시
스템과 다시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례관리 체계를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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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A> 종결평가서

사례관리번호
종결평가
담당자

대상자명

소속

종결평가
일자
연락처

성과 목표
번호

목표내용

성과 내용

관련 자료

1
2
3
사례관리자
의견
(담당자 의견)
대상자(가족)의 변화

종결평가
의견
사후관리
종결평가
결과

□ 재조사(사정) □ 종결
□ 목표 달성 □ 상황호전(

종결 유형

□ 거절이나 포기(

)
) □ 연락두절

□ 이사 또는 사망 □ 자체종결

※ 성과구분(목표별 달성도)：
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 기대수준 이하로 달성(2점) / 보통수준(3점) /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5점) 등 목표별 달성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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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후관리
(1) 개념
사후관리(follow up)는 종결이후에 아동과 가족이 변화를 잘 유지․지속하고
있는지,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지역사회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관리의
과정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변화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결상태를 확정
하거나 재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사례관리의 초기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2) 진행과정
종결이후 3개월 내에 총 1회 이상 이루어진다. 사후관리를 통해 수집한 정
보를 통해 ‘재개입’, ‘타기관 의뢰’, ‘내부 서비스 의뢰’,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최종 종결’을 판단한다. 사후관리는 사례관리 실천과정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나, 성과의 지속적 유지 확인, 의뢰의 적절성, 자원활용 정도 등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의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후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매우 가치 있는 과정이므로 간과되지 않도록 유
의해야한다.
10) 사례회의의 활용
사례회의는 실천과정의 주요 이슈(욕구사정, 서비스 유형의 판단, 맞춤형 서
비스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점검과 평가, 슈퍼비전의 제공, 종결 여부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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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결정을 돕기 위해 사례관리팀 내부 또는 지역자원들과 함께 진행(통합사
례회의)된다.
사례회의는 크게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또는 외부기관연계사례회의)
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부 사례회의는 사례관리기관 중심 회의이고, 통합 사례
회의는 외부 자원과 지역 실무자를 포함한 회의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사례회의는 사례관리 기관 외에도
보호자와 입양아동(아동이 참여 가능한 연령인 경우), 지역 서비스 제공자(가족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치료자 등), 변호사(관련 조언을 줄 수 있
는 경우) 등 관련된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 사례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 노
력을 통해 적절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 사례회의 준비사항
- 모든 참여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 고지
- 회의의 목적 설명
- 논의될 주요 사항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
- 논의 및 결정사항에 대한 기록
- 논의 및 참여자 동의 사안에 대해 회의 종료 전 요약 확인
· 사례회의에서 사례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은 슈퍼바이저와의 상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비스 유형 판단 혹은 사례 종결 심의는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다루고 기록을 첨부한다.
· 사례회의는 수시회의와 정기회의로 구분하며,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모든 사례
에 대한 정기 점검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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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A> 사례회의록
사례회의구분

o 내부사례회의

o 통합사례회의

사례관리번호

대상자명

회의 차수

회의 일시

작성자

소속 기관

o 기타(

)

회의 제목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

소속

내부
참석자
참
석
자

외부
참석자

차기 회의
예정일시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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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비고

색지인쇄

Ⅳ.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의 제안 및 적용과 관련하여, 제안되는
사례관리 모형은 국내에서 위기를 경험중인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형이며, 그들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기존 중앙입양원 상담팀,
입양기관,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기관, 민간 상담 및 치료기관
등)의 실무자들에게 개선된 실천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중앙입양원의 역할은 제안된 위기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모형을 직접 실
천하는 기관(통합형 사례의 주 사례관리 기관)이기도 하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중앙입양원, 입양기관, 입양자조 네트워크, 지역사회 협력 서비스기관
등)에서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모형이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사례관리 모형의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위탁사업에서 제안된 모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향후 3-5년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위기 국외 입양인과 가
족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우, 제안된 사례관리 모형을 기존
실천에 적용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더 나은 실천의 지혜를 모으고
서비스 모형에 협업하는 구조를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위기 국외입양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상담기관 등)
의 경우,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모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례관리 모형
이 지향하는 실천원칙에 따라 위기 국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사
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조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은 위기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을 위한 기존 실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제안되는
위기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모형은 1) 적어도 1-2개 지역(수도권 vs. 지방)
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제안된 사례
관리 모형이 효과적인 실천인지 여부에 대한 2)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도 꼭 필요하며, 최소 2-3년 정도의 사업 적용을 통해 더 나은 실천 모형
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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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통합서비스(사례관리) 환경의 조성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에 있어 이들을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실천 환경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사례관리는 클라
이언트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이며,
그 체계는 운용되는 환경에 의해 실천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질적 연구결과에서 공유되었듯이,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현장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위기 입양인(위기상황에 놓인 국내외 입양
인)을 위한 1) 통합서비스 조직(가칭, 입양가족지원센터 또는 통합서비스팀
/사례관리팀)이 중앙입양원의 리더십 아래에 조직화 될 필요성을 역설하였
고, 해당 조직에서 2) 준비된 사례관리자들이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3) 사례관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소진예방을 위해 차별적
인 교육훈련과 수퍼비전 체계가 더 적절한 수준으로 확립되기를 제언하였
다.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는 팀 접근을 통해 서비스이용자를 포
함한 다양한 지역자원(서비스이용자 + 공공 서비스제공자 + 민간 서비스제
공자 + 국외입양관련 비공식 자원 등)들이 협업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보고서의 질적 연구참여자들은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기관의 내부적인 실천 환경의 정비와 함께, 4) 지역사회 자원망들과 어떻게
어울려 일할 것(협업구조)인지를 구체화 할 것을 제언해 주고 있다.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을 하기위해 꼭 전제되어야 할 실천
환경의 요소를 본 보고서의 질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에 제시하였는데,
해당 실천 환경의 구축은 이후 논의될 실천과정과 내용의 질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이며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과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이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투입이나 대응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원투자의 확대도 실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국외 입양이후 입양인에 대한 서비스는 공공성과 연대성이
부족했던 측면 외에 입양이후 입양인이 겪는 어려움과 복지 욕구에 대해
관심과 지원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한 필요한 개선 없이는 제
안되는 사례관리 모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입양사후서
비스에 대한 자원투자는 사례관리 모형 적용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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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입양인과 입양가족 사후지원을 위한 입양가족중앙지원센터(가칭)의 구체화
자원 투자 없이 변화를 모색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간 확대되어 온
중앙입양원의 서비스 인프라와 사업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위기입양인
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거주 위기 국외입양인의 다양한 위
기와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현행 지원체계(중앙입양원 내 상담팀)
의 한계가 존재한다. 질적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에서도 중앙입양원이 더 높
은 수준의 “공공성”과 인적 물적 자원체계를 확보하여 위기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체계를 조직화하고 더 전문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연구진도 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국내외 위기 입양인과 가족에 대한 사후 서비스
를 총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실체가 중앙단위에 독립적(중앙입양원 내 부설
또는 독립센터로서 기능)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되
는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개입 영역에서 전국단위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간접실천(서비스의 직접제공 + 민간 계약이나 협업을 통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중앙지원센터 또는 사업지원단(center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service improvement)을 갖지 않은 사회서비스 분야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중앙지원센터가 갖는 핵심적인
기능들은 국외입양인의 경우처럼 서비스제공 인프라가 아주 제한적일 경우
에는 1) 직접 서비스(사례관리 포함)를 제공하기도 하고, 2) 현장 유관 실무
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수퍼비전을 지원하는
기능, 3) 해당 서비스가 실천원칙에 부합되게 이용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과정평가)하고, 서비스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성과평가)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중앙입양원내에서 국내외
위기 입양인과 그 가족을 위해 이러한 핵심적인 지원 기능을 행하는 실체
가 분명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현장의 요구를 소화할 자원도 적
절히 할당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은 상당한 자
원을 필요로 하는데, 당장에 큰 변화(신규 조직의 도입)가 어려운 환경이라
면 기존 중앙입양원의 팀 조직에 인력을 추가(확대 재편)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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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서비스인력(사례관리자)의 추가적인 확보
추방된 위기 국외입양인이 한국에 도착하여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를 갖게 한다. 초기 정착단계부터 필요한 기초생활 보장의 욕구
부터 일상생활의 유지, 통역을 포함한 의사소통의 문제, 심리정서적 어려움
과 정신건강의 이슈, 안정적인 주거지의 확보, 장기적으로는 정착 적응, 고
용 및 자립생활로의 전환 등 정말 가장 다양한 욕구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특성을 가진 클라이언트 그룹이다. 이러한 이용자 특성은 단일 기관이나 실
무자(사례관리자)가 단일 체계의 전문성과 서비스 통합 수준으로는 잘 돕기
어려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현재 중앙입양원에 위기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실무 인력(사례관리자)의 규모가 더 확대(최
소 2명이상)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교육의 필요성(별도의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이중언어 소통능력, 사
회복지 가치와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이해, 지역
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이해와 협업 능력 등)을 역설하고 있다. 국내로 복귀
한 위기상황의 국외입양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로서 해당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기
반으로 일 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실무자 맞춤형 교육훈련과 수퍼비전 체계의 구조화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서비스 실무자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감 있게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중에 가장 필
요한 일은 교육훈련과 실무자 맞춤형 수퍼비전의 제공이다. 현재 중앙입양
원내에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수퍼비전 체계가 존재하지만,
대상자의 욕구수준이나 실무자의 실천상 어려움을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다
룰 만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기 국외입양인을 더 잘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수퍼비전을 정례화
(2018년까지는 최소 1달에 1회 이상 기관에서 필요한 영역의 수퍼비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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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열 수 있는 환경)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
pool을 구성(사례관리 시 개최되는 통합사례회의 또는 솔루션회의에 필요한
외부 자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례회의가 아닌
환경에서도 실무 이슈를 편히 논의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하여 사례관리
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자의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규 배치된 사례관리자의 입문 교육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사례관리
에 대한 교육은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사례관리자 실무자 기초교육과정(17시간)을 의무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 후에는 실무자 심화 교육과정(28시간)을
연결하여 이수토록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4) 지역자원과의 협업 환경 조성
위기 국외입양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는 중앙입양원 단일 기관의 서비스
인프라로 해결되기 어렵다. 위기 국외입양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의 희망복지지원단(시군구)이나 읍면동(맞춤형복지팀)의 자원이 연계 조
정되어야 하고, 정신건강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
센터를 비롯하여 이중언어 소통이 가능한 민간 치료/상담/재활 자원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중앙입양원의 주 사례관리자는 서비스이용자가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또는 가장 접근성이 가까운 광역내에) 다양한 복지자
원이나 비공식 자원들과 어울려 실천을 해야 하는데, 해당 자원들과 사례를
의뢰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할 때는 호혜성을 담보로 업무에 대한 기본 협약
이나 함께 어울려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환경의 조성은 사례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입양원의 관리
자(또는 신규 제안되는 입양가족중앙지원센터의 관리자)가 해당 지역자원과
의 선제적 소통을 통해 실무자들끼리 협업과 서비스 조정을 할 수 있는 실
무적 구조를 미리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협업의 형식적 구조는 기관간 업무
협약(가칭 “위기입양인 통합지원 협약”)의 형태가 일반적이나, 협업의 기능
적 구조는 고정화 상설화 될 필요는 없고, “위기입양인 통합지원 협의체(가
칭)”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방업에서부터 통합사례
회의나 솔루션회의와 같이 서비스 제공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갈음이 가능하겠다.

- 105 -

전술한 4가지 사례관리 실천 환경에 대한 제안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중앙입양원에서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자원을 편성하여 진행해 오고 있
다. 다만, 그 내용이 아직 본 연구보고서의 제안 수준에 충분하지 않거나,
사례관리 실무인력의 기대 수준에 부합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더 나은
이용자 중심의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 서두에 제안하였다.

2.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의 원칙
1)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국외 위기입양인 통합서비스(사례관리) 모형은 서비스이용자의 욕구에 기
초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데, 자원여부나 자원기준에 따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여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자의 욕구와 욕구수준에 따라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체계가 맞춤형으로
자원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동원, 연계, 전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의 전 과정에 클라이
언트가 자신의 의사와 결정권을 가지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어울려 일하는 기관과 실무자의입장보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존중이 가장 우선시 되는 운영 원칙을 따른다.
2) 통합적 서비스
국외 위기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이 지향하는 또 하나의 실천원칙
은 서비스이용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은 이용자
의 욕구를 총괄적인 관점에서 수용하고 사례관리자나 사례관리팀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망
을 최대한 발굴, 연계 조직화하고 이를 조정하는 일(중앙입양원은 서비스의
직접제공은 물론 서비스 조정이나 옹호 활동과 같은 직간접실천의 중심 기
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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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욕구상황을 종합적으로 원조하기 위해서
는 사례관리자와 동원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통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다른 공적 기관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
을 통해서 더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연속성
국외 위기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은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지향하는데, 이는 중앙입양원과 관련기관 사례관리자들이 이용자와
일하는 초기과정부터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이용자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일하는 것(종단적 연속성)을 의미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역 자원들이 포괄적인
서비스와 자원 체계를 갖추어 일하는 것(횡단적 연속성)을 동시에 의미한다.
사례관리자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그들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계획, 합의, 전달하는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의 연속성을 지향하는 실천
과정에서 이용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부족하고 필요한 자원이 자연
스럽게 파악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자원을 고안하고 창출하는 간접적인 실천의
몫도 자연스럽게 사례관리의 업무 범위에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4) 팀(Team) 접근
국외 위기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은 사례관리 사업의 구성요소와
운영체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 내외적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 솔루
션 팀 등에 기초하여 다양한 수준의 팀 접근(Team Approach)을 지향한
다. 이는 사례관리라는 통합적 서비스를 개별 사례관리자의 기술과 전문적
판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된 팀원들의 의견과 자원망을 놓치
지 않고 실천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된 국외입양인을 돕
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할 경우, 상당히 다양한 공
적 자원과 민간 자원이 함께 사례관리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하는데, 중
앙입양원의 사례관리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서비스 조정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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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적 정보공유
전술한 사례관리 실천원칙과 지향점들은 자연스럽게 사례관리에 참여하
는 당사자(서비스이용자 + 공공 서비스제공자 + 민간 서비스제공자 + 비공
식 자원 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실천원칙을 제
시해 준다. 사업 참여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없이는 이용자 중심
의 실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보호의 연속성 확보, 팀 접근 등의 원칙이
유명무실 해 진다.
국외 위기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는 그 자체로 다양한 운영체계와 자원
체계의 망을 통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동
의를 전제로 각 체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채널이
확보되는 것이 꼭 필요한 조건이며,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
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모형의 개요
1)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목적과 목표
국외 위기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
진 국내거주 위기 국외입양인과 그 가족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기반
으로 이용자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가 삶의 위기
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더 기능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 강화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실천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 입양인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욕구나 문제상황을 해결 또
는 개선하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고, 새로운 위기상황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2) 지역사회 보호기능의 강화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실천은 지역사회 자원 망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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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생활상의 위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 복지자원의 연대 강화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실천은 중앙입양원(또는 입양가족중앙지원센터)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을 조직화하고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자
들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과정
을 통해 그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지역사회 내 복지와 사회서비스자
원들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질적인 연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목표
를 갖고 있다.
(4) 중앙입양원(가칭, 입양가족중앙지원센터)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례관리 실천의 확대와 정착을 통해
중앙입양원(또는 가칭, 입양가족중앙지원센터)이 위기 입양인의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서비스센터로서 더 잘 기능하도록 돕고, 통합서비스의 공공
성과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데에도 본 사
업의 목표가 있다.
2) 사례관리 서비스 범위와 서비스 유형
(1) 사례관리 서비스 이전 단계의 노력
사후 서비스로서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은 국내 체류 중인
국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질적 연구 결과에서 공유되었듯이
국외입양인의 추방 이전에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잠재적 서비스그
룹에 대한 신원 확인, 부처 간 업무협조(외교통상부, 법무부, 복지부 등),
국내 송환 예방을 위한 현지에서의 옹호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 될 필
요가 있으며, 현재 중앙입양원이 사안 발생 시 주관하여 열리는 부처 간 업
무 조정 간담회나 긴급지원 협의체가 더 책임성 있게 조직화되는 환경 조
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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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서비스 대상)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중앙입양원의 서비스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 국외 입양 후 국적 미취득 등의 이유로 해당국에서 추방되어 국내
송환된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
○ 자력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국외 입양인 중, 갑작스러운 사고,
중한 질병, 폭력 등의 피해, 비자만료로 인한 체류신분 변화로 위
기상황에 처한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
○ 기타 국내 체류 국외 입양인 중 중앙입양원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
(3)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유형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중앙입양원의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은 크게 2가지
(기본형, 통합형)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서비스 과정과 내용을 준용하여 일한다.

<표5-1> 위기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서비스 유형
유형

서 비 스

과 정 과

주 요

특 성

· 이용자의 욕구가 비교적 단순하고, 외부자원과의 적극적 협업 없이 중앙
입양원/입양기관/사례관리기관에 마련된 자원체계(긴급지원, 상담 등)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통상 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국내거주 국외 입양인으로,
기본형

응급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 종결 과정을 따름
·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최소 1달에 1번 이상 접촉하여 서비스 제공과 점검 활동을 수행
· 기관내 팀접근(중앙입양원/사례관리기관내 사례회의)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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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서 비 스

과 정 과

주 요

특 성

· 이용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복합적이어서, 중앙입양원 포함 다양한 자원
체계(공공, 민간, 입양기관, 입양옹호 모임 등)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
용자의 욕구 대응과 기능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통상 초기
정착지원부터 자립역량 강화까지 장기적 개입(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 초기 정착지원 → 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통합형
·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 생명, 보호, 폭력,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통합형 선정을 고려
· 초기 개입 3개월까지는 주1회 이상의 접촉빈도를 권장하고 이후 접촉 빈도는
서비스 진행 상황과 이용자의 국내 적응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다학제적 팀접근(중앙입양원, 입양기관,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체)에 기초한 의사결정

(4) 서비스 유형별 실천과정과 주요 과업

(초기상담)
욕구사정
-사례접수
-신뢰관계
형성
-입양인
욕구파악

▶

서비스계획
- 욕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수립

▶

서비스제공
-팀접근/사례
회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 (초기상담)
욕구사정
후 1개월
이내 제공을
목표
- 욕구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의
동의

▶

평가
-변화목표
달성여부
확인
-서비스
만족에
대한
점검/
평가

[그림5-1] 기본형 사례관리 과정과 주요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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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
-변화
유지에
대한
지지

`

초기(긴급)
정착지원

▶

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욕구사정 후

- 사례접수

- 신뢰관계

- 욕구별
1개월 이내

- 국내도착 및

형성

맞춤형

긴급정착

- 입양인

제공을 목표
사례관리/
- 욕구 맞춤형
지원

욕구사정

서비스

- 이용자

지원과
계획 수립
이용자 동의
동의확보

- 통합사례
- 서비스 조정,
회의의
활용

옹호,
점검활동
- KAS가
주사례관리기관

평가

- 자원간 점검

- 통합형 사례관리의

- 변화목표 달성여부
확인
- 이용자
만족에
대한

종결

▶

종결

▶

사후관리

- 위기 재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 저준위 필요
서비스는 유지
- 변화유지에 대한
지지

- 재개입/재사정
필요성에 대한 확인
- 종결 후 6개월간
월1회 이상 접촉

평가

[그림5-2] 통합형 사례관리 과정과 주요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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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과정과 실천지침
1) 위기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일반지침
○ 위기 국외입양인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사례관리 모형이 제안한 실천의 원칙과 실천 윤리
(비밀보장 등)을 준용하여 일한다.
○ 위기 국외입양인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입양인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한다.
○ 위기 국외입양인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입양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범위, 수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안내하고, 이용자의 동의(서식1B,
서식3B)를 바탕으로 일한다.
○ 위기 국외입양인을 지원하는 중앙입양원/입양기관/협력기관의 실무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실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관리자에
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실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사전에 교육받고 일한다.

2) 초기 정착지원, 초기상담, 욕구사정
(1) 초기 국내 정착지원 서비스의 범위
추방으로 국내 송환되는 위기 국외입양인의 경우, 도착 시(공항인도)부터
필요한 욕구(의식주포함 기초생활보장, 언어와 소통 문제,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상생활 수행 등)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기 정착지원의 서비스 범위나 지원의 기준은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기준보다는
예외와 재량을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정해 질 필요가
있다. 초기 정착지원이 필요한 통합형 사례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주거)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가능한 주거 공간에 대한 현물 또는 임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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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정착지원 이후의 욕구 대응은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여 해결)
○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이용자의 언어로 소통 가능한 사례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1인 이상의 안정적인(필요시 상시적인)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통
역지원 등)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주당 1회 이상, 최소 6개월 정
도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초기 정착지원 이후 욕구 대응은 사
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여 해결)
○ (생계비) 기초생활 수급기준에 준하는 생계비용에 대한 지원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초기 정착지원 이후의 생계비는 수급신청이나 사
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여 해결
○ (의료와 정신건강) 이중 언어로 소통가능한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및
상담 서비스가 최소 6개월 이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초기 정착지원
이후의 해당 욕구는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반영하여 해결
○ (기타 긴급 욕구 대응)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긴급 욕구의 경우, 팀
접근(사례관리팀 또는 통합사리 관리체계)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지원
하며, 초기 정착지원 이후의 해당 욕구는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에 반
영하여 해결

(2) 초기상담
초기상담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위기 국외입양인과 그 가족)와 사례관리 실무자가
초기 접촉(사례발굴, 의뢰, 요청 등)을 통해 일하는 관계를 수립하고, 이용자의 욕구
와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자는 개인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이용 및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기도 하
는데, 이 단계에서 정보수집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과업 중심으로 일하기 보다는 클
라이언트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경험
하는 어려움에 대해 비심판적인 수용의 자세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후의
변화 목표와 서비스 계획 수립을 포함한 실천과정이 더욱 원활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주요 호소 문제와 욕구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다. 초기상담 과정에서는 서비스 이용 및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1B)와 초기상담지
(서식 2B)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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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의 주요 실천 과업>

○ 서비스 이용 및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1B)와 초기상담지(서식 2B)
작성 및 입양인 기본 정보 확인
※확인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등을 통한
입양인의 현 상황 및 추후 개입이 필요한 욕구영역의 파악
○ 의사소통 창구의 일원화와 신뢰 관계의 형성
- 언어 문제로 전문기관 지원이 어려운 경우, 통역 지원
○ 자살 및 타해 시도 등의 위기상황일 경우 관계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대응
- 입양인 또는 관계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는 경찰 또는
대상자의 가족 등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상담자 고지의무)
- 해당 상황 인지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포함, 위기 대처가 가능한
기관과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
※ 129(보건복지부 위기상담센터), 1577-0199(자살예방핫라인),
120(다산콜센터, 영어지원가능)

자해 및 타해의 위험기준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 정신병으로 인한 의식장애가 심한 경우
-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되는 경우, 환청 등의 환각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현실 판단 능력 결여로 인해 행동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의 위험이 높은 상태
- 증상으로 인한 흥분 상태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그 외 현재 증상 및 문제의 심각도, 과거 병력 및 자살 시도력, 현재의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 및 지지강도 등 대상자의 포괄적인 이해 하에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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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과정의 활용 양식>

①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식1B>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
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일반개인정보)
항
필
수

목

수 집 목 적

보유기간

 대상자 정보(성명)
 대상자 정보(성별, 나이, 연락처,
보장내역, 자격,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 소득·재산소계 등)

선
택

 가구구성 정보(성명, 주소, 직업,

 사회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종결 후

조사, 제공 계획

보장내역, 연락처 등)
 자격(보장이력)·수혜이력정보

5년

수립 및 실행

(급여·서비스명, 수급액, 지급
주기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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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항

목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수 집 목 적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포함)의 신청, 조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 및 그

보유기간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유형의 결정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민감정보)

항

목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수 집 목 적
 사회복지서비스(사례관리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포함)의 신청, 조사,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

있는 민감정보

여부 및 그 유형의 결정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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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사례관리
종결 후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목적
 수급권자별

제공하는 항목
 대상자 정보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

(성명,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계획의

주민등록번호*

제2조에 따른 보장

수립 및 실행

등)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사회복지사업법』

 가족구성원

제33조의5에

정보(성명,

따른 보호

연령 등)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변경, 실시

 『사회보장급여법』

보유기간

사례관리
종결 후

 사례관리 정보

5년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법인·단체·시설
*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18 -

I, here by, agree to participate in and us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______________________

agencies, and agre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services and to allow to share
my service information with the collaborating agencies.
□ yes

□ no
년(year)

월(month)

일(date)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를 동의 하신 분께서는
본인(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성명

(signature)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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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pn/rrn)

② 초기상담지
<서식2B> 초기상담지
상담 번호
(ID
number)
상담자
(Name of
worker)
접수경로
(Requested/
Referral
by)
상담유형
(Type of
Contact)

상담일시(Date)

)
)
□ 가정방문

□ 타 기관 의뢰 (

)

□ 기타 (

)

□ 내방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연락처

집(직장)

(Phone)

휴대전화

주거 유형
(Type of
Housing)

(Phone)

□ 대상자 요청
□ 사례관리자의 발굴 (
□ 지역 주민 등 (
□ 지역사회기관 방문

차)상담

연락처

소속(Agency)

면담자
(Client
name)

가구 유형
(Type of
Family)

(

□ 전화

성별

□ 남

(Gender)

□ 여

주소(Address)
□ 부부중심가구 □ 한부모가구 □ 연장아동 가구 □ 장애아동가구
□ 다문화가구

□ 조손가구

□ 기타 (

)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주택 □ 시설/그룹홈 □ 기타(

관계

성명

나이

동거
여부

장애

가족 사항
(Fami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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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직업

대상자가
생각하는
가구원별
문제

)

전화번호

기초생활보장
영역

□
- 의식주 포함 기초생활의 어려움?

□
-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가족 안전과
보호 영역

어려움?
- 자타해 위험을 포함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은?
-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은?

주요

건강 영역

□
□

- 심리 정서적/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

생활상황

□

□

(Issues of
current
living)

의사소통 영역

- 서비스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통역 및
일상생활 수행 관련)의 필요성?
- 지역사회나 국외 입양관련 자원들과의

사회적 관계
영역

관계망이 형성되었나?
- 다른 입양가족, 입양기관, 포함 비공식적
자원들과 연계하고 있는가?

기타 발달상의
욕구 영역

- 상기 영역 외에 클라이언트가 현재

□
□
□
□
□

제시하는 위기상황이나 욕구 영역이
있나? 있을 경우, 간략히 본란에 기술

□

탐색
불필요
탐색
필요
탐색
불필요
탐색
필요
탐색
불필요
탐색
필요
탐색
불필요
탐색
필요
탐색
불필요
탐색
필요
탐색
불필요
탐색
필요

상담

초기상담 응답자가 입양인인 경우 위 내용을 준용하여 주요

내용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가족원도 면접에 (함께) 응한 경우,

(Contents
of
interview)

상담내용에 가족의 주요 이슈/욕구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간략히 기술

상담자
종합

이용자의 주요욕구, 사례관리자의 의견, 앞으로 일 할

의견

방향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Worker’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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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구사정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이란 클라이언트(국외 위기입양인과 그 가족)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욕구, 선호, 강점과 자원 등을
이해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례관리에 있어서 초기상담은 자
연스럽게 욕구사정으로 연결된다. 인테이크가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초기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사정은 초기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례관리
진행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재사정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
볼 수 있다.
위기 국외입양인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욕구사정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으로서
1) 경험하는 위기의 긴급성에 대한 확인
2) 복합적인 욕구 중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우선 개입 순위의 확인,
3) 해당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강점과
자원(공식 및 비공식적 지역 자원)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욕구사정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양식이나 실천도구로는 가계도, 생태도, 욕구
사정지 등이 대표적인데, 해당 도구들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가지 실천 도움 양식 중 필
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양식은 <서식3B. 욕구사정지>이다.

① 가계도 작성
· 현재 살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가계도 작성
· 주민등록상 등록된 내용이 아닌 현재 동거하고 있는 모든 가족을 포함하여 기록
· 남자를 네모, 여자를 동그라미로 그리고, 각 구성원 옆에 사별, 이혼, 가출, 별거,
질병 등의 특이사항을 기록
· 작성 후 주요 가족원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선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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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여성, 70세

15

남성, 15세

78

사망한 남성, 78세 사망

부모와 2인의 딸과
쌍둥이 아들들

위탁이나 탁아

결혼

유산이나 낙태

별거

스트레스, 갈등관계

이혼

빈약하고 불분명한 관계

형제순위

긍정적 관계
(선이 굵을수록 관계 강)

가족이나
동거가족경계

관계방향

[그림5-3] 가계도 예시

<가계도 작성 시 질문 예시>
-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가족들의 관계는 서로 어떠한가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한가요?
- 아동에게 물어본다면 누구를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요?
- 아동에게 물어본다면 누구를 가장 멀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요?
- 가족 중 헤어졌거나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혹시 이미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에
서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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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태도 작성
· 사례관리에서는 특정 가족원에 대한 개별적 개입 뿐 아니라 입양인과 가족의
자원을 활용하고 발굴하며 연계하는 개입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가족원의
관계와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생태도를 통해 주요 가족원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지지망(친척, 이웃, 친구, 종교기관 등)과 공식적 지지망
(입양관, 공공자원 등)을 그리고 파악함.
· 먼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그리고, 각각의 가족원이 교류하는 주요
가족 및 사회체계(친척, 친구, 입양기관, 의료기관 등)를 그려나가며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메모함.
· 생태도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작성하며 주요 자원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권함.

[그림5-4] 생태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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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 작성 시 질문 예시>

- 자주 연락하거나 왕래하는 친구, 지인, 친척들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자주, 어떤
일로 함께 하시는지요?
- 종교가 있으신가요? 교회나 성당, 절 등 왕래하는 종교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 본인과 가족이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주로 어떤 곳을 통해 도움을 받으십니까?
- 주로 이용하는 의료 기관 혹은 상담 기관이 있으신가요?
- 다른 사회 기관들, 예를 들어 입양기관, 입양자조모임, 구청, 동사무소 등과도
본인과 가족의 일로 연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③ 욕구사정지
위기 국외입양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되, 현재 주요
욕구나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입양기관 실무자,
입양자조모임 조력인, 공공자원 담당자 등)을 사정과정에 포함하여 일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조사된 욕구 사정 내용은 한 가지 영역의 욕구로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욕구가 중첩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욕구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입양인과 가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거나 다른 욕구 영역들에 가장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더 원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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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욕구, 강점, 자원 파악을 위한 질문
구분

기초
생활
유지

경제

안전

보호

영

역

별

질

문

예

시

·
·
·
·
·
·
·
·

어떻게 일상생활(의식주 관련, 가사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해 왔는가?
주로 누가 일을 하며, 금전 관리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제적 지원에 대해 무엇을/어떻게 알아보았고, 앞으로 대처할 계획인가?
기초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이 가진
강점이나 자원은 있는가?
· 일상생활을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가족 내부로부터의 위험＞
· 가족 안에 돌봄이나 보호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나?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 가족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가?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 그런 일들이 폭력의 발생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가? 어떻게 전개
되는가? 누가 가장 안전에 위협을 받는가?
·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었나?
· 이들 중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가족 외부로부터의 위험>
·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가족 안전에서 위험을 느낀다면 어떤 점 때문인가?
·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가?
· 이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자타해의 위험>
· 최근 자살 충동이나 시도를 경험한 적이 있나?
· 최근 타인을 위해하거나 폭력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나?
· 위에서 언급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해왔나?
· 위에서 언급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이 이용가능한 강점이나
자원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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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

역

별

질

문

예

시

＜신체건강>
· 지금까지 어떻게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왔나?
·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혹은 문제는 무엇인가?
·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갈
건강

계획인가?
<정신건강>
· 지금까지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왔나?
· 상담 혹은 치료 기관을 이용해 보았는가?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 (가족별거시) 가족이 없거나 떨어져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는가?
· (가족별거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가족

· 가족 중 주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관계

·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중 누가 가장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는가?
· 자녀/부모/부부간의 관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 가족과 더 잘 지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기타

· 상기 욕구외 이용자가 표현한 욕구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질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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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

역

별

질

문

예

시

· 현재 일상생활 유지에 언어적 장벽은 없는가?
· 일상생활 유지와 사례관리를 위해 어떤 지원(통역 등)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의사소통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관계는 무엇인가?
· 입양기관, 입양자조모임, 이웃, 지역사회기관,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나(혹은 받은 경험)?
관계 ·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먼저 떠오르는가? 가장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기관은 무엇인가?
·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어떤 곳(친구, 입양기관, 이웃, 공공회기관 등)과
관계를 맺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가?

· 본인과 가족의 국내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의 욕구가 있는가?
· 본인/가족이 더 잘 지내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를
교육

희망하는가?
· 본인/가족이 더 잘 지내기 위해 여기서 직업을 갖거나 일하고 싶은

고용

욕구가 있는가?
· 본인/가족의 직업선택이나 고용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직업

· 본인/가족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며 지내왔는가?
· 본인/가족이 가진 고용관련 강점이나 자원은 있는가?
· 본인/가족이 한국에서 일하며 지낼 수 있다며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이와 같이 사례관리자는 입양인과 가족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와
위기 수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과 보호
관련된 가족내외 위기수준 파악을 위해 학대 혹은 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지,
분노조절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이 필요한지, 의사소통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때 사례관리자는
사정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목표를 입양인과 의논하며 합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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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B> 욕구사정지
대상
자명
(Client
Name)

주민등
록번호

집:

□ 신규

직장:

연락처

(RRN)

□ 재조사

(Phone)
주소
(Address)

휴대전화:
가구주
와의

성명

나이

관계

성별

동거
여부

학력

직업

결혼
상태

연락처

장애

(

)차

질병

비고

가족
사항
(Family
Members)

가계도

생태도

(Genogram)

(Ecomap)

특이사항
관계

성명

나이
영유아기

입양인
개인력
(Clien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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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욕구
영역

제시된
상황/욕구

(Areas of
Needs)

(Presenting
Issues)

욕구 내용
(Contents of
Need)

의식주의
기초생활
경제

해결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안전과
보호

가족내
폭력/학대
자타해
위험 등
입양인 포함
가족구성원

건강

들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욕구
(Needs)

가족관계/
가족관계

기능 대처
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

(통역)

및

공식적 및

사회적

비공식적

관계

지지체계
및 교류정도

교육/
고용/
직업

국내 적응과
관련된 교육,
고용관련
욕구
상기 욕구외

기타

이용자가
표현한 욕구

상기 욕구외
이용자가 표현한
욕구를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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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및 자원
(CT’s Strengths
and Resources
available)

우선순위
(Priority)

척도를
이용한 사정

척도 종류
(Name of
the Scale)

사정 결과
(Assessment Outcome)

(Assessment
with Scales)
요청 서비스
내역
(Requested
services)

사회적 지지자원
(Resource of
Social Support)

주요욕구
(Main
검토

우선순위
(Priority)

욕구명
(Name of
the
Need)

욕구내용
(Contents of
Need)

강점/자원
(Strengths/
Resources)

장애물
(Barriers)

need)

의견
(Review
Opinion)

종합
의견
(Worker’s
Compre
hensive
opinion)

서비스 유형(기본형 vs. 통합형)에 대한 실무자의 판단을 포함하여,
향후 일 할 계획에 대해 간략히 기술

사례관리
번호(Case ID)
담당자
(Case Manager)

작성일자 (Date)
소속 (Agency)
연락처 (Phone)

④ 욕구사정에 따른 서비스 유형의 결정
초기상담과 욕구사정의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통
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팀내 사례회의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개별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팀접근을
통해 해당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해당 결정이 이뤄지면 아래 두 가지
(기본형 vs.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을 준용하고, 서비스계획을 수립을
포함하여 이후 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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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국외 위기입양인 사례관리 유형별 서비스 전략
유형

서비스

과정과

주요

특성

· 이용자의 욕구가 비교적 단순하고, 외부자원과의 적극적 협업 없이
중앙입양원/입양기관/사례관리기관에 마련된 자원체계(긴급지원, 상담
등)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통상 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기본형

(※ 국내거주 국외 입양인으로, 응급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 종결 과정을 따름
·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최소 1달에 1번 이상 접촉하여 서비스 제공과 점검 활동을 수행
· 기관내 팀접근(중앙입양원/사례관리기관내 사례회의)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 이용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복합적이어서, 중앙입양원 포함 다양한
자원체계(공공, 민간, 입양기관, 입양옹호 모임 등)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 대응과 기능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로 통상 초기
정착지원부터 자립역량 강화까지 장기적 개입(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 초기 정착지원 → 욕구사정 →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평가 →

통합형

종결 → 사후관리
· 입양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 생명, 보호, 폭력,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통합형 선정을 고려
· 초기 개입 3개월까지는 주1회 이상의 접촉빈도를 권장하고 이후 접촉
빈도는 서비스 진행 상황과 이용자의 국내 적응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 다학제적 팀접근(중앙입양원, 입양기관,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체)에 기초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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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계획수립 과정은 사례관리자와 입양인(과 그 가족)이 함께 협의하여
욕구해결을 위한 변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욕구와 연결하여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이 단계에서 입양인(과 그 가족)의 동의와 참여, 즉 클라이언트가 사
례관리자와 함께 서비스 계획과 실행에 합의하고 상호간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양 가정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변화목표와 서비스 계획
이 수립되지만, 일반적인 변화 목표는 ① 입양인(가정)의 위기 안정화, ② 기초
생활의 보장과 일상생활의 유지 ③ 자립역량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서비스
계획수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양식은 서비스 계획 및 평가표(서식 4B)이며,
작성 후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하고 활용에 대한 실천지침 안내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계획은 입양인과 가족의 욕구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변화
목표와 서비스 계획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서비스 계획은 제공자의 입장보다는 입양인과 가족이 가장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쉽게 참여하고 성취 할 수 있는 것에 우선 초점을 둔다.
○ 변화 목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립되는 게 바
람직하다
○ 개입의 우선순위는 ①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목표,
② 입양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하는 것, ③ 달성하기 쉬운 것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서비스 계획 및 평가표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위기 국외 입양인(과 그 가족)의
욕구와 주변자원 등을 바탕으로 합의된 변화 목표를 수립하며,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사례관리자 + 클라이언트)가 변화 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 해 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아울러, 서비스 계획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

- 133 -

어떻게 어떤 자원과 서비스가 전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대상에 따른 계획, 각 자원의 역할과 제공기간의 명시 등).
<표5-4> 서비스 계획 및 점검표의 작성
구

분

개입대상

세

부

내

용

· 개입대상은 입양인 단독으로 하거나, 입양인 가족과 동거인 경우 해당 목표에
영향을 받는 가족원을 함께 기술
· 목표는 개입에 대한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상태로 기술하기(예: ‘신체적 건강 유지’보다는 ‘정상체중유지’가 적절)
· 특히 위기 국외입양인의 경우 대표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입양인과 가족원의)

변화목표

기초생활보장, 안전과 보호, 정신건강,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의 욕구들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 계획(기초생활보장, 안전점검, 심리정서적지 제공)이
반영되었는지를 정기적인 팀접근(내부 사례회의 또는 통합사례회의)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계획은 합의된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즉, 입양인을 포함한 가족의 개입 목표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계획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 서비스를 (공적 자원/서비스: 생계비 등 기초생활
보장 지원, 주거지원,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 등),
(민간 자원/서비스: : 입양기관의 서비스, 입양인 옹호단체 서비스, 기타
지역사회내 위탁기관들의 서비스)
· 목표 달성을 위해 실천(또는 서비스)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록함.
- 월 단위를 기준으로 기록

개입기간

ex) OO기관 상담 프로그램 이용: 2017. 3. ~ 2017. 6.
- 단위 기간을 주, 월, 분기, 연간으로 분류하여 빈도/횟수를 기록
ex) 주 2회, 월 4회 등
· 변화목표의 달성정도를 10점 척도(높을수록 달성도가 높음)로 클라이언트
(목표달성 정도1)와 사례관리자(목표달성 정도2)가 함께 평가하는 과정을

평가

통해 서비스 계획에 대한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기록.
· 일반적으로 기관이 목표달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존중하여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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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B> 서비스 계획 및 평가표
사례
관리
번호
(Case
ID)

우선순위
(Priority)

사례
관리자
(Case
Manager)

대상자
(Client)

욕구
(Need)

변화
목표
(Goal)

점검
일자
(Date)

서비스
계획
(Service
Plan)

개입 기간
(Duration of
Intervention)
서비스 서비스
시작
종료
일자
일자

소속
기관
(Agency)

서비스
제공기관
(Service
Provider)

평가
(Evaluation)

목표달성
정도1(
)
목표달성
정도2(
)
date:
목표달성
정도1(
)
목표달성
정도2(
)
date:
목표달성
정도1(
)
목표달성
정도2(
)
date:
목표달성
정도1(
)
목표달성
정도2(
)
date: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상기와 같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변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 합니다. 또한 더 나은 생활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과
본인 및 가족의 기초정보 및 서비스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I agree to use services according to the above plan. I agree to actively
participate on the efforts of the change. I have read, understand and agree to
share of personal/ family information and service procedures with
collaborating agencies.
20

년

월

일

성

명 :

(인)

2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

(인)

*서비스 계획은 사례개입과정 중에 변경이 가능므로 추후 점검 및 안전평가 이후 서비
스 계획의 변경, 차수 추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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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국외입양인과 가족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와 자원 예시

① 입양인 지지 및 옹호 그룹
입양인을 위한 지지 및 옹호 그룹은 위기 국외입양인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공유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중앙입양원과 소통 연대하며 활발한 기여를 하고 있는 다수의 지지집단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안내와 연계는 위기 국외입양인의 국내 적응을
돕는 문턱 낮은 유용한 자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② 멘토링 서비스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을 통해 확인 되었듯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
외입양인 중 상대적으로 기능적인 자원(지지집단 또는 개인)의 멘토링 서비스는
초기 정착과정이나 심리정서적 안정화를 위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멘토링 서비스의 목적>
§ 입양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
§ 지역 사회에서 제공
§ 적절한 사회화 모델
§ 공식자원이나 사례관리자가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의 제공 가능성

③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사례관리 기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를 포함하여, 위기 국외입양인이 기초생활보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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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통합형 사례의 경우 입양인이 거주하는 해당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실무자(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합사례회의체에 공식적으로 초대하여
협업하며 긴밀히 서비스 조정을 하는 것이 사례관리자의 기대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④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위기 국외입양인(과 가족)은 다양한 심리 정서적 이슈를 갖고 있거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욕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이용자가 동의 할 경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여, 상담,
치료, 자타해 위험에 대한 점검 등 필요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위기 국외입
양인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자원으로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있으나 이중언어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별도의 적극적 지원(통역)이나 사례관리자의 동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일반적인 사회서비스 단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수준의 이중언어 환경에서 위기 국외입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예외적이고 재량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과정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는 단계로 ① 입양인(가정)의
위기를 안정화하고, ② 국내 거주지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을 보
장하며, ③ 국내 적응과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일련의 서비스(자원)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사례관리자는 직접실천(클라이언트와 대면성이
높게 일하는 지지적 상담, 교육, 동반서비스 등)과 간접실천(다양한 지역자원들
과 협업하며 서비스를 조정, 옹호하는 활동)을 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활용되는
독립적인 양식은 따로 없으며, 서비스 계획 및 평가표에 제시된 내용들의 적절
제공여부를 클라이언트, 서비스 제공 자원과 함께 소통하며 확인해야 하는데 주요
실천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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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된 자원과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활동을 미리 계획하고 합의해 둔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도록
실무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준비한다.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시
통합사례회의 등을 열어 이용자 중심의 실행이 이뤄지는 지 확인한다.
○ 서비스 제공시에 클라이언트는 물론, 일하는 실무자와 자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슈가 없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 서비스 점검과 평가

서비스 점검(monitoring)과 평가(evaluation) 과정은 변화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점검하고, 해당 서비스나 자원이 클

라이언트의 욕구에 잘 대응하여 기대된 변화(클라이언트의 만족, 목표/성과
의 달성)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용자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만남이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의
수정, 재사정, 점검단계 이후의 추가적인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을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 점검과 평가의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의 주요 활동은, 우선 1) 서비스
계획 및 평가표(서식 4B)의 우측란에 위치한 각 변화목표의 달성정도를 클라이
언트와 사례관리자의 시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하며, 2) 다음에 제시된 사례관리
과정평가지(서식 5B)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참여와 만족도,
서비스 계획 수정과 종결 준비 등을 최소 3개월에 1번 이상 이용자/자원들과
소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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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B> 사례관리 과정평가지
점검일/
이전 점검일

입양인이름

점검일(회차:

)

실천과정 평가내용

이전 점검일

예

아니오

1. 서비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

□

2. 대상입양인과 가족의 노력 부분은 적절한가?

□

□

3. 입양 가정의 위기수준이 감소하고 있는가?

□

□

4.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입양인과 가족이 만족하고 있는가?

□

□

5. 다른 서비스 욕구가 발생하였는가?

□

□

6. 서비스 지속이 필요한가?

□

□

7. 서비스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

□

8. 사례는 종결되어야 하는가?

□

□

사례관리자 의견(필요 시)

*사례관리 과정평가지(서식5B)는 복수의 점검활동을 통해 차수 추가가 가능하다.

(1) 서비스 점검과 평가단계의 실천지침
① 소통을 위한 노력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사례관리자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클라
이언트는 물론,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모든 자원들과 직간접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점검과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공식적 자원망과의 접촉과 협력 강화
공식적인 자원 망 뿐만 아니라 위기 국외입양인과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 입양인 지지그룹 멘토 등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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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의 개
입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점검을 통해 나타난 변화의 활용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의미 있는 변화를 관
찰하고 확인해야 한다. 입양인과 가족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의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으로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사례회의를 통한 점검 과정에서 입양인과 가족의 참여 확대 노력
앞서 제시한대로 사례관리에서 이용자중심의 실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례회의나 통합사례회
의에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참여하거나 그 의사와 표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야 한다. 위기 국외입양인의 경우, 이중언어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지
원(통역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만큼 효과적인 서비스 조정의
기회는 드물다.

⑤ 점검 후 재사정이나 수정 계획이 필요할 경우
입양인 혹은 입양가정의 욕구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위기 상황 등 입양
인과 가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때, 거주지 이전 등 주거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욕구 재사정, 개입 우선순위의 변화, 서비스 계획의 수정, 사례이관
등의 결정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사례관리자는 팀접근(내부 사례회의 또는 통
합사례회의)을 통해 동료 실무자, 슈퍼바이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개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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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결과 사후관리
사례관리 서비스의 종결이란 위기 국외입양인 사례관리 개입을 통하여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여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자 사례관리자와 입양인(혹은 가족)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종결은
합의된 변화목표를 달성하고 기대된 시기에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용자의 거부나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입원, 시설보호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일하는 관계가
물리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사후관리(follow up service 또는 after care)는 종결이후에 클라이언트가 변화
를 잘 유지하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욕구가 생겼는
지,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지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변화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결상태를 확정하거나 재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사례관리의 초기단계로 돌아가 새로운 목표를 중심으로 일할 수
도 있다.

(1) 종결과 사후관리 과정의 실천 지침

① 클라이언트와 함께 준비하는 종결
준비된 종결, 합의된 종결이 최고의 종결이란 말이 있다. 초기과정 만큼이나
클라이언트와 종결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결의 결정에도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참여하거나 그 의사와 표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합형 사례의 경우 1) 모든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이 종결을
위한 조건이 아니며, 2) 더 낮은 수준(기본형 사례관리)으로 일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클라이언트와 합의가 되는 경우, 3) 클라이언트의 주요 욕구가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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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어 더 이상 다양한 지역 자원과 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은 통합형
사례관리를 종결하는 준비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 통상 종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최소 2-4주)을 투자하여 클라이언트의 양가적 감정(변화와 수반되는 종결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② 클라이언트 변화의 확인과 유지 노력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의미 있는 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해야 한다. 종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자는 입양인과 가족의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종결 이후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종결 후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시스템과 다시 협력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입양인과 가족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가서
자립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팀접근의 활용
종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은 함께 일해 온 자원들과의 팀접
근(내부 사례회의 또는 통합사례회의)을 통해 지역자원, 슈퍼바이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사후관리 과정의 차등적 적용
두 가지 사례유형의 종결(통합형 사례 vs. 기본형 사례)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후관리의 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사후관리의 기간과 밀도를 정함에 있어
통합형의 경우는 종결 후 최소 6개월까지 월 1회 이상의 약속된 모니터링을 실
시하며, 기본형의 종결 후 3개월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사후 점검하는 것을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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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종결 이후 유지되는 서비스의 인정
위기 국외입양인의 경우에는 통합형 사례관리의 종결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보호 등)과 관련된 욕구는 최소한의
보장이 있어야 하며, 국내 생활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사
례관리 서비스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에 대해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 고용과
직업훈련에 대한 서비스 등은 기본형사례로 유지하며 중앙입양원의 지원을 중심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종결평가서의 활용
사례종결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종결에 대한 평가과정이 수반되며,
위기 국외입양인과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례종결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사례종결 과정에서는 아래 제시된 종결평가서(서식 6B)를 활용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작성안내와 해당 과정의 사례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례종결사유: 해당 사례의 종결 사유에 대한 기록
○ 개입(성과)목표 달성정도: 서비스계획 당시 수립한 목표의 달성정도를
간략히 기록
○ 종결의견: 사례종결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기록함. 예로, “목표달성을
통합 이용자와의 합의 종결”, “입양인의 위험성이나 비협조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연락단절이나 수신거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으로 종결” 등은 사례회의
후 종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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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계획: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 방법 및 계획을 간략히 기록
<서식6B> 종결평가서

사례관리
번호

대상자명
(Client)

(Case ID)

종결평가
담당자
(Case
closure
Evaluator)

종결평가
일자
(Date of
case
closure)

소속

연락처

(Agency)

(Phone)

성과 목표 (Targeted Outcome)
번호
(Number)

목표내용
(Contents
of the Goals)

관련 자료
성과 내용 (Contents of the Outcome)

1

2

3

사례관리자 의견
(담당자 의견)
(Opinion of the CM)

대상자(가족)의 변화
(Improvement of
the C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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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of
Evidence)

종결평가 의견
(Opinion of the
case closure
evaluation)

사후관리
(Follow-up)

종결평가 결과
(Decision of the
case closure
evaluation)

□ 재조사(사정) □ 종결

□ 목표 달성 □ 상황호전(

)

종결 유형
(Types of case
closure)

□ 거절이나 포기(

) □ 연락두절

□ 이사 또는 사망 □ 자체종결
※ 성과구분(목표별 달성도)：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 기대수준 이하로 달성(2점)
/ 보통수준(3점)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 기대 이상의 목표달성(5점)
등 목표별 달성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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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회의 활용 지침
통합서비스로서 사례관리는 다양한 팀접근을 필요로 하며, 사례회의는 실천
과정의 주요 이슈(통합적 욕구사정, 서비스 유형의 판단, 맞춤형 서비스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점검과 평가, 슈퍼비전의 제공, 종결 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와 결정을
돕기 위해 사례관리팀 내부 또는 지역자원들과 함께 진행(통합사례회의)된다.

사례회의는 크게 내부사례회의와 통합사례회의(또는 외부기관연계사례회의)
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부 사례회의는 사례관리기관 중심 회의이고, 통합 사례
회의는 외부 자원과 지역 실무자를 포함한 회의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중앙입양원/입양기관 외에도 클라이
언트와 가족(만약 아동의 연령이 적절하다면), 위탁 부모(만약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자(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치료자 등), 변호사(관련 조언을
줄 수 있는) 등 관련된 사람들의 토의, 평가, 각각의 사례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조정을 통해 적절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 사례회의 준비사항
- 모든 참여자에게 날짜, 시간, 장소 고지
- 회의의 목적 설명
- 논의될 주요 사항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
- 논의 및 결정사항에 대한 기록
- 논의 및 참여자 동의 사안에 대해 회의 종료 전 요약 확인
· 사례회의에서 사례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은 슈퍼바이저와의 상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비스 유형 판단 혹은 사례 종결 심의는 반드시 사례회의를
통해 다루고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 사례회의는 수시회의와 정기회의로 구분하며, 6개월에 한 번 이상 모든 사례에
대한 정기 점검회의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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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B> 사례회의록

사례회의구분

o 내부사례회의

o 통합사례회의

사례관리번호

대상자명

회의 차수

회의 일시

작성자

소속 기관

회의 제목

회의 내용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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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

참석자명

소속

직책

비고

소속

직책

비고

내부
참석자
참
석
자
외부
참석자

차기 회의
예정일시

(

)차:

참석자명
내부
참석자
참
석
자
외부
참석자

차기 회의
예정일시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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