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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

입양법의문제점과개정을위한
하나의대안쪹

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양자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역시 국가기관 법원 이 파양절차에
개입할것이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아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양자의 경우에
국가기관 법원 의 후견적 개입을 인정할 것인가 일반양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부모에게 동의권을 인
정할 것인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 어떤 방
식으로 친양자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법원이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할수있는규정을도입할것인가 파양 협의파양 의경우에양자의복리를위하여국가기관 법원 의개
입을인정할것인가
,

(

.

,

(

년은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친양자 제도와 함께 도입
된 성과 본의 변경 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가 시행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2008년 10월 24일
(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선진법제연구회’
는‘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중앙대 법과대학 김상용 교수를 발제자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판사, 서울중앙지검 문성인
검사, 보건복지가족부 박금렬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본 센터 서옥자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세미나의 발제 내용을 발제자의 정리·편집을 통하여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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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경우 국가기관 법원 의 개입
(

)

계약형 양자에서 선고형 양자로 전환하는 방법

현행법에의하면양자는일반양자와친양자로나누어지는데 일반양자의경우에는당사자 양부모가될사람과
양자될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의 합의와 입양신고에 의해서 간단하게 입양이 성립한다 이와 같이 간단한
입양절차에서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가정환경 등은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그
입양이 양자가 될 아동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법규
정하에서는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아동을 착취할 목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이는 아동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
다 아동권리협약 제 조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입양의 경
우에도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행법에의하면친양자입양의경우에만법원의허
가를받도록되어있다 당사자가법원에입양을청구하면 법원이입양의동기 양부모가될사람의양육능력등
을심사하여입양이양자될아동의복리에기여할것이라고판단되면입양을허가하는심판을하고 반대의경우
에는청구를기각하도록하는것이다 비교법적으로고찰해볼때계약형양자에서선고형양자로의전환은세계
적인흐름이라고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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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중앙대 법대)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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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태어나서스스로독립하여생활할수있을때까지일정한기간동안다른사람의보호와양육을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보호와 양육은 친생부모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친생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양
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장래에도 이러한 사정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
해 줄 수 있는 대안가정을 찾아야 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과 아동이 애착을 형
성할수있는양육자가필요하며 아동보호시설에서의양육은가급적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오늘날 입양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이해되어야 하
며 아동의복리실현이라는사회복지정책의차원에서접근하여야한다
입양의 기능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입양법에 주어진 과제는 스스로 분명해진다 입양법은 무엇보다도 입양
되는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양자가 입양가정에
서건강하게성장하기위해서는양부모의양육능력과자질이필수적으로요구되며 안정된가정환경이갖추어져
있어야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입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자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
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국가기관 법원 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입양에 관하여 양자될 아동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과 친생부모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녀
의 법정대리인은 입양을 승낙하였으나 친생부모는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입양의 허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필요하다 나아가 양친자관계가 파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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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확인을 거쳐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입양을 하려는 당사자에게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심판절차가 부담이 된다
는우려도있을수있는데 이러한점을고려한다면심판보다간이한절차로서입양의사의확인제도를도입하는
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당사자가법원에입양의사의확인을신청하면 이때양부모가될사람의양육
환경 양육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확인기일을 정하여 입양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고 판사가 입양의 동기 등 입양에 중요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양의사
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입양의사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는 입양신고서에 입
양의사확인증명서를첨부하여입양신고를하도록한다 입양의사확인에의한방법은심판절차보다간단하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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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원이 입양에 개입함으로써 적어도 입양이 악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다는장점이있다
.

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양자가 될
자가 세미만인때에는법정대리인이사전에부모의동의를얻어입양을승낙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
있다 부모가정당한이유없이입양에대한동의를거부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 이와같이부모의동의거부
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컨대 부모가 상당한 기간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등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 등 법원이 부
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 양자법의 경향 중 하나
는 입양이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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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아닌 부모의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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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 의하면 양자될 아동이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입양대락이라고 한다 입양대락의 본질은 입양의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것이다 입양과 같
은 신분행위를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과 같
은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다 그러나 입양의 경우에는 어린 아동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입양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입양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입양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입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리하
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양자될 아동을 대리하여 양자가 되겠다는 의사표시
를하고 상대방 양친될자 이입양을하겠다는의사를표시하면입양의의사가합치되며 이러한합의에기반하
여입양신고를하면입양은성립한다 이경우에법정대리인이아닌부모에게동의권이있는가가문제가되는데
예컨대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모가 입양을 승낙하였으나 부는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 현행 민법규정의 체
계만을 놓고 보면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에는 스스로 입양
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법정대리인이 무
능력자를대리하여의사표시나법률행위를한경우에는대리의본질상이미그자체로서유효하고여기에더하
여 다른 요건 부모의 동의 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제 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양
자될 아동을 대리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성립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있다
양자될 자가 세가 되어 스스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때에는 민법 제 조와 제 조가 적용
되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이때에는 양자될 자에게 스스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
되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양자될 자가 세 이상인
때에는 본인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정대리인이입양의의사표시를대리하는때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결국이와같은현행민법규정에의하면 부모가이혼하여일방만이친권자인경우에는친권자인일방의대락
에 의해서 입양이 성립하고 친권자 아닌 다른 일방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년 월 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예규는 법정대리인이 세 미만의 양자될 자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 조와 제 조가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예
를 들어서 이혼 후 모가 친권자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 미만의 자가 입양될 때 친권자인 모의 입양승낙 외
에 친권자 아닌 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예 호 제 조 제 항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입양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점은인정하더라도 현행법체계와조화될수있는가는별개의문제로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이 세 미만의 양자될 자를 대리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의
일반이론에 따라 그 자체로서 이미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부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석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
(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 친양자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하는 경우에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그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산부인과등에서 입양을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입양기관에 의해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이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친양자입양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반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양자는양친의성과본을따를수가없었고 호적에도양자라는사실이공시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년 월
일부터 친양자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양자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
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생자관계로 기록되어 입양사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점만을 본다면
이제는친양자입양을통해서친생자출생신고를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거둘수있으므로 굳이더이상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더구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이제입양의방편으로친생자출생신고를하는관행은종식되어야할때가되
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당사
자의 합의와 신고에 의하여 간단하게 성립되는 일반입양과는 달리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당사자에게는 번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도 입양특례법에
의해서입양을하는사람들은절차가복잡하다는불만을가지는경우가적지않은데 법원의심판까지받아야한
다면 이를 기피하고 간단하게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입양신고를 하는 대
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입양의 양성화라는 기본정책에도 반할 뿐만 아
니라건전한입양풍토의조성에도장애가되므로 이를개선하는방법이강구되어야된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 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이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민법상 일반입양
이성립하고 그에따르는효력이발생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일반입양의효력이발생하는경우에는위에서본
것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입양에 의해서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는 부모
의신분을유지한다 입양특례법에의해서입양을하는사람들의대부분은일반입양을원하지않는것이현실이
다 그렇다면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에 신고에 의해서 일반입양이 성립하도록 한 규정에는 문제
가있다는점을인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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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
입양특례법의취지에비추어볼때에도이법에의해서입양을하는경우에는친양자관계가성립하도록규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요보호아동이며 이법은 보호필요
아동이양친의가정에서친생자와다름없이양육을받으며성장하는것을기본취지로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가정환경조사 등의 입양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에게
또가정법원의허가심판을받도록한다면 처음부터친양자입양을포기하고허위의친생자출생신고를택할가능
성이높다 이러한딜레마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문제이다
우선 입양기관의 입양절차를 거친 당사자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의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친양자입양의 허가심판을 받는 대신에 보다 간단한 절차로서 법원의 확인을 받
아친양자입양신고를할수있게하는것이다
당사자가 친양자입양의 확인신청을 하면 이때 입양기관의 의견서와 관련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이 확인기일을 정하여 양친이 될 자와 입양기관의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고 입양의 동기와 양육환경 등
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친양자 입양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당사자는 친양자입양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친양자입양신고를하여야하며 이로써친양자입양이성립한다 이와 같이친양자입양절차를간소화시
키는 것이 양자될 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입양기관을
어느정도신뢰할수있는가하는문제와직결되는것이므로 이부분에대한판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와 같이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에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친양자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를 기피하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
로 대응할 것인가는 정책판단의 문제일 것이다 우선 우리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양자입양을 하든가 혹은 허위의 친생자출
생신고를 하든가 이 문제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
는 길을 완전히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면에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규정에 따라 친
양자입양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가정환경
조사 등 입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양절차가 종료한 후에 아동을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입양기
관과양친될자가함께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확인신청을하도록의무화하며 법원의확인을거쳐친양자입양신
고를마친후에양자를양친에게인도하도록하는것이다
나아가보다강한방법으로서입양특례법에의한입양의경우에민법상친양자입양에관한규정이그대로적용
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법원
의심판절차에대해서가지는부담등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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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파양의 경우 국가기관 법원 의 개입
(

)

현행민법에의하면일반양자의협의상파양의경우에는당사자의합의와신고에의하여간단하게양친자관계
가해소될수있다 양자가 세미만인때에는입양시의대락권자 법정대리인 이파양의의사표시를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 조 제 항 양자가 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파양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
으나 부모 등 입양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민법 제 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파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파양 후의 자녀의 양육 등 장래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법과 같이
파양을 할 때 국가기관 법원 이 개입하지 않는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양도 일반입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심판에 의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법원의 확인절차
를거치도록하는개정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법원의심판이나확인절차를거쳐파양을하는제도를도입한다
고해도이것이곧파양절차에있어서양자의이익이충분히보호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위에서언급한
바와같이양자가 세미만인때에는입양되기전의법정대리인이양자를대리하도록되어있으나 종전의법정
대리인이 양자의 복리에 관심을 가지고 파양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한 양자가 세
이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파양의 당사자가 되지만 미성년자인 양자가 파양절차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얼마
나표명하고반영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파양과같이
자녀와관련된재판절차에서자녀를위한절차보조인을선임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
다 법원은 파양절차에서 양자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를 양자의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절차보조인은 파양절차에서 양자를 대리하게 된다 절차보조인은 양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양자의 과거
경험 파양에 관한 의사 장래의 희망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법원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절차보조인은 입양가정과 양친자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양부모와 양자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양자에게 실제로 양육자와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도 사전
에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으로써 파양 후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공백상태가 생기기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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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자녀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친양자입양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도있을수있는데 이와같이부모의동의거부가권리남용에해당하는때에
는법원이부모의동의를대체하는심판을할수있게하는규정을마련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자녀
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의사도 없으면서 정
당한 이유 없이 입양에 반대한다면 자녀의 복리가 회복불가능하게 침해될 수 있다 자녀는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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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할수있는기회를영구적으로상실하게될수도있다 이런경우에법원이부모의동의를대체하는심판을함으
로써부모의의사에반하여입양을가능하게하는규정을두는것은비교법적으로고찰해볼때보편적인경향이
라고할수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물론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되는 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이와같이 부모의 의사
에반하여친양자로입양되는것이친생부모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는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그러나친생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녀를 친
생자와 같이 양육해 줄 수 있는 가정에 입양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때에는 자녀의 복리가 부모의 이익 자녀와의
친족관계를유지하는이익 보다우선해서보호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가가자녀의복리를위하여일정한조치
를 취하는 경우에 예컨대 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대체하는 심판을 하는 것 부모로서의 책임은 전혀 이행하지 않
는 친생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이에 반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연
방헌법재판소도이러한입장을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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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
할수도있다 예를들어서 파양후자녀를양육할사람이없고 법정대리인이될사람도없는경우에는법원에이
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파양과 동시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적당한 위탁가정이나 대안가정을 물색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보조인 제도는 아동권리협약 제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미 여러 나라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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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다 그렇다면친양자입양의요건을완화하여이러한가족이안고있는문제를해결해주는것이필요하다
고생각된다 현행민법제 조의 제 항제 호“친양자로될자가 세미만일것”에“다만자의복리를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우리의친양자와같은완전양자제도를도입한독일과스위스등은양자될아동의연령에제한을두지않
았다 세 이상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을수있다 이는결국가정법원에대한신뢰의문제라고생각된다 친양자입양은가정법원의허가사항이므로
법원이구체적인사안에따라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해당아동의복리에가정적합한판단을내
릴수있다고본다면 친양자의연령제한에예외를인정하는것에대해서반대할이유는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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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문제들

현행민법에의하면친양자로될자는 세미만이어야하며 민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여기에어떠한예
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혼가정에 있어서는 이미 오랜 기간의 가족공동생활을 통하여 계부모 예컨대 계
부 와 계자녀 예컨대 처의 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친양자제도는 년
월 일부터시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정에서성장한 자녀가 개정민법이시행되기 전에이미 세에 이른 경
우에는 친양자입양이 불가능하다 물론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가능하였으나 일반양자로 입양
하는경우에는당사자들이원하지않는효과가발생한다는문제가있다
우선 양자의 성과 본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민법 제 조 제 항 규정 자의 성본 변경에
관한 규정 에 의해서 입양과 별도로 양자의 성본변경을 신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로서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양
친자관계가외부에공시된다는것이다 년 월 일부터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된이후이러한문제로인하
여고통을받는당사자들의민원제기가이어졌으며 이러한문제의식을반영하여현재 건의개정안이제출되어
있다 주광덕의원안 홍정욱의원안 현재제출되어있는개정안의내용을보면 양자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를기재하지않고양부모를부모로표시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내용의개정안은몇가지문
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민법상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에 의해서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
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와 친생부모 명의 부모를 가지게 된다 입양 후에도
부모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친생부모를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하지 않는다는것은 현행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양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가 표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법이있을수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에양부모만이부모
로서기재되고친생부모가표시되지않기를희망하는가족의경우에는이미양친자관계가확고하게형성되어있
으며 친생부모와양자와의관계는사실상존속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그렇다면이런가족의경우에는친양
자입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전의 친족관
계가소멸하므로 친생부모와양자의친자관계도종료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양부모만이부모로기재
되며 친생부모는 표시되지 않는다 실제로 친양자입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양자입양의 요건
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일것으로생각된다
특히민법상친양자입양의경우친양자로될자녀가만 세미만이어야한다는요건이장애가되는사례가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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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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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공시 문제

2.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 상태 혼인여부 등 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
명하기위한기초자료가된다 국가는개인의신분및친족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며 필요에따라개인
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지 종류의 신분관계증
명서가 발급되는데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친양자는기본적으로양친의친생자와같은신분을가지므로 양친의성과본을따를뿐아니라가족관계증명
서에도양친의친생자로기록된다 이러한친양자입양의효력에따라당사자가밝히지않는한외부에서는친양
자입양의사실을알수없다 입양사실이외부에알려지는것을꺼리는우리사회에서는바로이점이친양자입양
의큰장점으로이해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같은맥락에서친양자입양을하려는사람들의입장에서는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보장 문제가 당사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양자입양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양자입양을 결정할 것이며 그렇지 않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행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선택할 것이다 친양자입양을 하려는 당사
자 특히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본다면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에 허위의 친생자출생자신
고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양자가 성장하여 성년자
가 된 후에도 양친이 알려주지 않는 한 입양사실을 알 수 없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입양전문가들은 양
친이 양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양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주로
서양에서발달된연구성과에근거한것이다 그러나양자에대한선입견이여전히존재하는우리사회의현실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양부모에게 이러한 이론에 따르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결국 양자에게 입양사실을 알릴 것
인가의문제는당사자인양친에게맡길수밖에없다는점을인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가족관계등록법에의하면친양자는몇가지경로를통하여자신이입양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
다 우선 친양자는 성년자가 된 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제
항 제 호 자신이 입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 즉시발급되는증명서를통하여자신의입양사실을알수있게된다 물론이러한결
과는양친의의사에반할수있으며 친양자입양을하려는당사자가가장우려하는사태일수도있다 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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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
서는 소위‘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혹은‘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의 차원에서 당연히 친양자에게 입양사실을
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
다 그러나이러한주장또한우리사회의현실에비추어보면하나의허상에서비롯된것일수있다 현재우리사
회에서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되는 아동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다 의 대부분은 미혼모가 낳
은 아이들이다 이들 미혼모의 상당수는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가정에 자녀를 입양
시키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다 미혼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친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정대리인으로
서자녀를대리하여입양을승낙할수있다 입양특례법은친생부모가입양에동의하는경우친권을포기하는효
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데 입양특례법 제 조 제 조 참조 이는 입법의 오류이다 민법상 친권의
포기란불가능하기때문이다 입양특례법에의하면친생부모가입양에동의하여자녀를입양기관에인도하는경
우 입양기관의장이후견인이되도록규정되어있다 이는입양동의와자녀의인도에의해서친권포기의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는 논리구성이다 이러한 법리전개는 우리 법체
계상불가능하다 입양의성립과동시에친생부모의친권은소멸하고 양부모가친권자가된다고보아야하기때
문이다 이렇게 입양된 아동이 성년자가 되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보고 자기의 친생부모를 찾으려면 친생
부모에 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에게 이러한 신상정보를
받아서기록 보존해야하는데 입양을시키겠다고결정한미혼모의입장에서과연이런정보를제공할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강제할 경우 미혼모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기피하고 다른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양자에게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도그마에 집착하는 경우 친양자제도가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
다 입양을하려는사람은양자가성년자가된후입양사실을알게될것을우려하여친양자제도를기피할가능성
이 있다 자녀를 입양시키는 친생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가 기록에 남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세월이 흐른
후자신이입양시킨자녀가자신을찾아올수도있다는점을염려하여공식적인입양기관을피할가능성이있다
이렇게 될 경우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에 한정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취지는입양을통하여요보호아동의복리를실현시키는데있는데 이렇게된다면친양자제도를도입한기본취지
가 상실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친양자입양을 기피하게 된다면 결국 입양의 방편
으로허위의친생자출생신고를하는관행이지속될것이다 이렇게될경우양자가성년자가되어친생부모를찾
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입양의 양성화도 기대할수 없다 법원이 개입하여 입양이 양자될 아동의 복
리실현에기여할수있는가를심사할수있는기회도없고 입양이성립한이후에전문기관에의한사후감독이나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입양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양시스
템이 정착될 수 없고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입양 관행이 지속될 것이다 양자에게‘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성년자가 된 이후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친양자제도
의정착을위하여이를합리적인범위에서제한할것인가는정책적인판단의문제라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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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 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 조는 근친혼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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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항 “ 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당사
자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취지는 근친혼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혼인당사자’는 혼인하려는 남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게 자신이 아무개와 혼인하려는 사람이므로 상대방 혼인예정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담당 공무원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혼인당사자’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수있는방법이없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당사자의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데‘혼인당사자’
라는객관적으로자신의신분을증명할수없는사람에게교부신청권을인정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혼인신고서에는 혼인당사자가“민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근
친혼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사실”을기재하도록되어있다 이규정을앞에서본가족관계등록법규정 제 조제
항제 호 과연결시켜해석해본다면 다음과같이해석이나올수있다 우선혼인당사자는누구나민법제
조의근친혼에해당하지않는다는사실을기재하여야하는데 친양자의경우에는입양전의친족관계까지파악하
여 근친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를 파악하여 근친혼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서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만일이러한해석대
로라면 누구나 혼인신고전에 자신이 혹은 상대방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친양자로 입양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혼인신고시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민
법제 조가금지하는 촌이내의혈족간의혼인을방지하기위하여혼인시친양자입양여부를반드시확인하
게 하고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실무에 적용된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혼인을 할 때에는 입양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특히 양친의 입장에서 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이기
도 하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은 친양자입양을 포기하고 보다‘안전한’허위의 친생
자출생신고의방법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
참고로근친혼방지와관련하여가족관계등록법이취하고있는태도와기본적으로같은입장을가지고있었던
독일신분등록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독일신분등록법에 의하면 출생증명서와 구별되는 혈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데 양자의 경우에는 독일은 우리의 친양자에 해당하는 완전양자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양 후 친생부
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보통양자제도는 폐지되었다 혈통증명서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같이 기재된다 즉
독일의 혈통증명서는 우리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해당한다 양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통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근친간의 혼인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양자가늦어도혼인시에는자신의입양사실을알게될수밖에없다 양부모가사전에입양사실을알리지않았다
면 혼인 시 입양사실을 알게 된 양자는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년에 신분
등록법이 개정되어 혈통증명서가 폐지되었다 개정된 신분등록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에서 혈
연의식이가장강한독일이혈통증명서를폐지하기로결정한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독일에서는지
난 수십 년간 혼인할 때 혈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지만 이를 통하여 근친혼을 막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유럽전체에서혈통증명서를발급하는나라는독일이외에는한나라도없다 만일근친혼이우려되
는 경우가 있다면 굳이 혈통증명서를 통하지 않아도 출생부의 열람 혼인 시 강제되지 않는다 을 통하여 이를 막
을수있다
독일신분등록법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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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
혼인시의무적으로친양자입양여부를확인하도록 하고 친양자로입양된경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
도록 한다면 친양자제도의이용가능성은 현격히줄어들것이다 친양자입양의사실이아무리늦어도양자의혼
인 시에 알려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양부모가 친양자입양을 기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혼인 시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근친혼의 방지에 있는데 독일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단 한건의 근친혼 방지사례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
다 이러한 점을고려해 볼때혼인시의무적으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제출하도록 할 것인가의문제는정책
적견지에서접근하여야 하며 신중한 판단이요구되는사항이라고생각된다
독일은유럽에서가장 혈통의식이강한 나라이다 유럽의다른나라들은 혈연에대하여독일만큼큰가치를부
여하지않는다 예를들어서 프랑스는혼인시입양사실을확인하도록요구하지않으며 혈통증명서와같이양자
의 친생부모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양부모가 입양사실을 알
리지않는경우양자가입양되었다는사실을알지못한 채평생을보낼수도있다 다만 양부모가양자에게입양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입양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출생증명서와 입양심판기록 등을 열람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입양에 동의할 때 친생부모 대부분의 경우 미혼모 가 익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
로 입양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출생증명서와 입양심판기록 등을 열람한다고 해도 양자의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높지않다 양자가친생부모를알수있는가능성이낮은이유는익명의출산이보장되는데있다 프랑
스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에 공공의료시설이나 개인병원에 입원하여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입원비와 출
산비는 전액 사회보조금으로 지출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산모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기록할 수 없
다 이와 같이 태어난 자녀는 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국가의 후견을 받게 되며 개월이
경과하면 이 개월의 기간 동안 친생모는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입양절차를 밟게 된다 익명의 출
산은 프랑스에서중세시대부터 행하여져온오랜전통이다 당시중세교회는낙태와유아살해를줄이기위한 목
적으로 부모 특히 미혼모 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수도원에 유아를 두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
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세와 오늘날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
했지만 익명출산의보장은 현대사회에서도여전히 필요한 것으로인정되고있다 완전한 익명성의보장만이주
위사람들과 사회의 편견에서 미혼모를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낙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에 언제든지 미혼모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에 입소하여 국가
의 비용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장기간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알리고 연락을 끊음으로써 임신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다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에서는 가명을 사
용함으로써익명성을보장하도록배려하며 전화연락과방문도금지되거나산모가동의한 특정인에대해서만 허
용된다 이와 같이 익명 출산의 방식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입양된 경우 그 아이는 나중에 자신의 출생기록부나
입양심판기록을 열람한다고 해도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생부모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어
디에도남아있지않기때문이다
,

,

.

,

.

으며 이러한 아동의문제를 해결하는가장바람직한 방법이국내입양이라는점에는의문이없다 입양과관련된
논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내입양을 양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우리사회의
현실에대한 고려가 함께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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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의방지 사생활의비밀보장 양자가자신의친생부모를알권리 친양자제도의정착과입양의활성화
이러한 다양한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
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만큼 많은 논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논의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이 점이 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부모가직접양육할 수없는사정이있어서다른가정에서양육되어야 할 아동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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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입양정보센터
사업활동
2008

월 / January]

2008
We published the educational book about adoption
for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adoption and

Education on Adoption for Eliminating Prejudice

hosted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gainst It(March~December)

Affairs and Adoption Agencies in order to contribute

have a right attitude towards it as they recognize

Followed by last year, we educated about 2,000

to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recognition of adoption

that adoptive family is one of various types of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in

and to the promotion of a firmly established adoption

families.

▣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3호 발간
▣ 통번역 자원봉사자 활동(1~12월)
입양 관련 정보 및 서비스 내용이 담긴 뉴스레터 3호를 발간
해외입양인의 친가족 재상봉 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해소 해 입양삼자(입양인, 친가족, 양부모), 입양에 관심 있는 학생
하고 상봉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GAIPS 통번역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자, 입양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자들이 활발한 통번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Publication of GAIPS Newsletter Edition 3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Volunteer

Volunteer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ctivities to help Korean overseas
adoptees could feel a joy of reunion as they broke
down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when adoptees
reunited their birth families.

▣ 입양관련 도서 및 자료 비치(1~12월)
입양 서적 및 DVD 영상물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하여 본 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

Having in Books about Adoption(January~December)
We've collected adoption related materials such as
books and DVDs etc.

월 February]

[2

▣ 입양교육자료집 발간

We participated the 3rd anniversary of Adoption Day

students(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can

[1

Activities (January~December)

견 입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양정보센터 사업활동

We published the 3ird edition of GAIPS Newsletter to
offer information about adoption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adoption triad(adoptees, adoptive and birth
families) as well as to those who are interested in
adoption including volunteers and adoption agencies.

월 March]

[3

▣ 1:1 영어 결연학습 진행[봄·가을 학기]
학생들의 높은 성과율과 만족도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2008년에도 1:1 영어 결연학습이 봄·가을 학기 2번에 걸쳐
총 7가정 9명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1:1 English Tutoring(Spring and Fall Semester)

The 1:1 English Tutoring Program that 9 students of 7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during the spring and
fall semester continued as students had got excellent
results and satisfation last year.

Seoul and Gyeonggi-do including Gyeongbok

culture. And Lee Hyun Ju, Social Worker in GAIPS

elementary school and 14 other schools, for

won a prize from the Minister's Award for excellence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adoption with the

in revitalizing domestic adoption.

support of KDB Foundation.

월 April]

[4

▣ 입양정보센터 2대 센터장 부임
입양 정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입양정보센터의 사
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2대 센터장(서옥자)이 부임했으
며, 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Appointment of New Director of GAIPS

Suh Ok Ja has been appointed as the new Director
of GAIPS and a specialty worker for Public Relation
Service has been hired in order to offer better
services and information about adoption and improve
our effectiveness.

월 May]

[5

▣ 제3회 입양의 날 행사, 본 센터 이현주 사회복지사 보건
복지가족부 장관상 수상

▣ 제5회‘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개최

국내입양부모인 인명숙 씨의 닥종이 인형전이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의 이야기
를 담은 이번 전시회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
회가 되었습니다.
The 5th Exhibition of Dakjongi Art『Life...and the
beautiful meeting』
In Myung Sook, a domestic adoptive parent,

exhibited Dakjongi(paper) Art at Sejong Center. This
exhibition which featured the story of adoptive child
and adoptive families was a golden opportunity to
give a new concept in adoption to people.

월 June]

▣ 초·중·고등학교 대상 반 편견 입양교육 실시(3~12월)

[6

▣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센터 방문(수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
을 없애고 입양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지하게 함
으로써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반(反)편 작년에 이어 본 센터에서는 산은사랑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8년에도 경복초등학교 외 14개 서울 시내 및 경기도 소
견 입양교육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반(反)편
Publication of Educational Book about Adoption
2009 GAIPS NEWSLETTER

입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
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및 입양기관의 노력으로 제3회 입
양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본 센
터 이현주 사회복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공로를 인
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The 3rd Anniversary of Adoption Day, Lee Hyun
Ju(Social Worker in GAIPS) Won a Prize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본 센터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
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센터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 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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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입양정보센터 사업활동

양 현황과 절차에 관한 강의 그리고 시청각자료를 통한 입양 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사회복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 지도자 리더십 증진교육에
GAIPS Visitations by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참가하였습니다.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n Social Welfare

Women in Social Service Management Leadership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prospectiv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have

Development Program

adoptive parents on the waiting list of adoption

Questionnaire Survey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been visiting the GAIPS and we've provided general

We participated in Women in Social Service

agency in order to show their desires, needs in

education of adoption with visual and auditory

Man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domestic adoption and find out the way of

materials inclu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hosted by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and

adoption & internatonal adoption and the adoption

Seou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formalities as well as an introduction of GAIPS' work.

[7월 July]

revitalizing domestic adoption.
Anniversary Celebration & Annual Conference
We participated in G.O.A.'L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 Annual Conference.

▣ 입양실무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입양 관련 실무자들이 보다 질 ▣ 입양신문“우리는 한 가족”창간호 발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입양실무
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adoptees and Korean society and has increased

We participated in the Course designed by Korea

▣ 제1회 해외입양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Adoption Practice Cour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G.O.A.'L has fostered positive links between
international awareness regarding issues of Korean
adoption for the last 10 years.

so that people who work in the adoption field can

▣ 산은사랑나눔재단 NPO 파트너십 워크숍

We published the initial issue of Adoption News "We

are one family"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domestic adoption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news about adoption. We expect that the Adoption

We participated in NPO(Non-profit organization)

News can contribute to promote adoption and
eliminate prejudice towards it.

[8월 August]

▣ 해외입양인연대 10주년 기념행사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ability of NPO and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와 입양인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establishing a network connection of it.
형성과 한국의 입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해 온 해외입양인연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연례 컨퍼
▣ 사회복지분야 여성 지도자 리더십 증진교육
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마인드 및 리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G.O.A.‘L) 10th
Partnership Workshop held by KDB Foundation for

2009 GAIPS NEWSLETTER

We participated in the 4th Family Policy Forum on
'Adoption Policy and unmarried mother in Korea'
host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Seminar about Alteration and Poblems of the
Korean Adoption Law

Publication of the Initial Issue of Adoption News

NPO Partnership Workshop

The 4th Family Policy Forum

▣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선진법제연구회 주최‘입양법의 문제점
과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입양 정보 및 소식을 제공하여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증진시키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해소
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입양신문」“우리는 한
가족”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We Are One Family”

산은사랑나눔재단이 NPO 실무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NPO 파트너십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 제4차 가족정책포럼
‘한국사회의 입양정책과 미혼모’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국여
성정책연구원‘제4차 가족정책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Institute(KWDI).

Welfare which covers all aspects of adoption practice
provide good performance in adoption services.

[10월 October]

We took part in a seminar about Alteration and
Poblems of the Korean Adoption Law held by Legal

해외입양인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에 Affair Bureau in Ministry of Justice as a disputant.
게 한국어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주최‘제1회 해외입양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참관 ▣ 2008 아동기획포럼
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한국아동단체협의
The 1st Global Korean Speech Contest
회 주최‘2008 아동기획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We visited the 1st Global Korean Speech Contest

2008 Children's Planning Forum

hosted by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Service

We participated in the 2008 Children's Planning

(InKAS) with a view to helping overseas adoptees to

Forum hosted by Korea Council of Children's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culture and giving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administering Child and

them a motivation to study Korean.

Youth Welfare Program unitedly.

▣ 국내입양 예비 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11월 November]
본 센터는 국내입양기관에서 대기 중인 입양신청자들을 통하
여 그들의 입양에 대한 욕구와 상황을 살피고 국내입양의 문 ▣ 입양신문‘우리는 한 가족’제2호 발간
제점 및 개선방안과 국내입양 증진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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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국외입양인사후관리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및단체워크숍

본 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후원으로 현 입양제도의 개선방안
을 모색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도모
하기 위하여『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
니다.

2008 Seminar about Revitalization of Domestic

본 센터에서는 입양신문‘우리는 한 가족’창간호에 이어 제
2호를 발간하였으며, 입양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
으로 배포하였습니다.

Domestic Adoption supported by the Ministry for

The 2nd edition of Adoption News "We are one family"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in order to find

We published the 2nd editon of Adoption News "We

way to improve the adoption system and to realize

are one family" and distributed it to the public,

the adoption policy efficiently.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

▣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3

Adoption
We hosted the 2008 Seminar about Revitalization of

▣ 1:1 영어결연학습 평가회 개최

본 센터는 재외동포재단 주관·보건복지가족부 후원으로 2008년 11월 13~14일『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
관리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입양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입양정책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민·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기관별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실태 파악과 서비스 개선 및 발전방안
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편집자 주 워크숍에서 발표·논의 되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제회

년 제2회(2007년) 워크숍 분임토의 주요 공통 결과 요약>

< 1 (2006 ),

본 센터는 봄·가을학기에 진행된 1:1 영어결연학습에 대한
본 센터는 재외동포재단 주관, 보건복지가족부 후원으로 한국 평가회를 마련해 영어결연학습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의 입양정책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민·관의 협력방안을 제시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고, 기관별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실태 파악과 서비스 Assessment Meeting of 1:1 English tutoring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We conducted the assessment meeting of 1:1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english tutoring program to have a chance to

The 3rd Workshop on Promoting Post Adoption Services

evaluate the achievement and try to find the way of

We held the 3rd Workshop on Promoting Post

improvement of it.

Adoption Services supported by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nd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coordination of services and resource sharing
between adoption agencies and government and
developing post-adoption services.

월 December]

[12

▣ 2008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천사들의 편지 6th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
된 대한사회복지회 주최 조세현 작가의 사진전“천사들의 편
지 6th-인연”에 참석하였습니다.
Letter from Angels 2008, 6th

We participated in the photo exhibition "Letter from
Angels 2008, 6th - Bonds" hosted by Social Welfare
Society, Inc. which started in 2003 with a view to
arousing interest among people about adoption.

입양기관의입양사후서비스표준화작업필요
년
기록없이부모를찾기어려운경우미디어 뱅크활용필요 년
년
입양사실조회가어려운케이스에대해구체적방안논의
입양관련자료들을수집·정리하여입양정보센터홈페이지에‘시대별입양자료코너’마련 년
사후서비스부분에있어 중앙에입양기록을모은 를만들어야함 년
모국어연수시경희대이외타학교에서도 할인필요 년
대일간지친가족찾기광고및 뉴스에고정적인광고필요 년
입양기관의입양사후서비스전문인력확충필요 정부예산요청 년
사후상담자의애로사항에대한입양인들의이해요청필요 년 입양기관및단체방문시표준화된
‘방문지침서’를따름
뿌리찾기창구일원화 경찰청협조

1.

(2006~2007 )

2.

, DNA

(2007 )

(2006~2007 )

3.

4.

(2007 )

5.

,

DB

50%

6.

7. 4

(2006 )

(2006 )

TV

(2006 )

8.

-

9.

(2007 )

(2007 ) -

10.

(

)

※제 회워크숍에서는제 회 제 회워크숍분임토의에서논의되었던위의사항들을바탕으로‘입양사후서비
스정책에관한논의’및‘각입양기관의입양사후서비스지침을정리하고통합지침을마련하기위한토의’가
중점적으로이루어졌습니다
3

1 ,

2

.

□ 주제 발표 1 > 한국의 국제입양정책 분석(뿌리찾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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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연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

2009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
(1)

입양관련서류의열람

○ 한국은 입양인의 입양 관련 서류 열람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입양 당
시 아동의 상태 뿐 아니라 친부모의 건강이나 인적사항을 서류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입양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법적으로보장하는것에대해 규정하고있음
○ 한국은 입양기관에서 입양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법적으로 근본적인 정책이 잘
마련된다면그러한 입양기관의노력이좀더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개정 필요
.

(2)

.

,

.

용어의 통일

○ 해외입양 국외입양 국제입양등입양에대한 용어가통일되고있지않은상황→논의 필요
국제입양 입양의 국가 간 관계에 초점 헤이그협약에 사용된 용어로 국가 간의 정책적 부분을 지칭할 때
‘국제입양’이라는용어사용
해외입양 자국 중심적 관점 다만 국제입양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 개별 입양인을 지칭할 때는‘해외입양
인’이라는용어사용가능
,

-

:

-

:

,

.

.

,

□ 주제 발표 2 > 입양사후서비스/ 뿌리찾기 지원 현황
-

(1)

대한사회복지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해외입양인연대 입양정보센터
,

,

,

입양기관에 대한 국외입양인의 주요 불만사항

○입양인이 입양기관에 이메일로 친가족찾기 등에 관해 문의했으나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불만이가장큼
○친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대해 답메일을 받는 것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입양
인입장에서는위로가됨→이메일에대한 답을받지못한 경험으로인해 입양기관에대한 불신이생김
○사회복지사의태도 입양인과의문화적차이 언어소통의문제 로인해 오해가생기는경우가많음→사회
복지사의언어능력과문화적차이를이해하는마음이중요하다고생각됨
(

(2)

(

국외입양인 대상 설문조사

,

)

○기존의 연구는 통계 자료에 치중했으나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설문조사는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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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제 발표 3 > 보건복지가족부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안)

공개 입양

○입양의 근본 원칙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이나 한국의 실정은 친부모와 양부모의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두고있는것이문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 친부모가 입양 전에 양부모와 인터
뷰하고자신의자녀를가장잘키울수있는양부모를선택하는등친부모의권리역시존중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 양부모 입양인 모두 입양 사실을 공유하고 연락을 주고받음 이와 같은 완전 공개
입양이아동의적응과건강한 발달에도움이됨
○ 한국역시점차적으로완전공개입양으로바뀌어야 함

(3)

연구 다양한 차원에서 질문을 구성해 정교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
하도록노력중
○입양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져 왔으나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 국제한
국입양인봉사회홈페이지에조사결과를누구나열람할 수있도록공개할 예정 단 비밀보장이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은제외
-

국가적 차원의 대응

(1)

박금렬과장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복지과
(

)

○요보호아동보호의책임은국가에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단체차원에서그역할을대신해 노력해 온것이
사실→요보호아동국내보호강화정책추진중 년 월
○정부 차원에서국제입양과 관련한협의체 해외입양인지원협의기구 구성 → 민·관 협동으로각 부처의 협
력및각입양단체의참여를통해 건의사항을수렴할 예정
○외교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참여로 비서관 주재 회의 개최 → 해외입양인 복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대응마련
(2008

(

,

(2)

8 )

)

,

추진 과제

○국제입양 시 국적 획득 및 현지 정착이 원활하도록 돕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 → 정체성 고민과 뿌리찾기
에대한 정부의대응 필요
○국제입양 관련 네트워크 입양인 자조모임 양부모 모임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입양인 양부모의 경험 등
은중요한 정보
○입양인의 연령대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다르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인 입양인을 대상으
로 함 →입양인의생애주기별로정책과 프로그램이만들어져야 함
○국내 정착 입양인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이고 산발적임 → 국토해양부에서 역세권에 원룸형태의 주택공급
예정⇒입양인들의국내체류시도움이될것으로기대
,

(3)

,

,

중앙입양지원기관 설립

○중앙입양지원기관설립은기존입양기관들의역할을지원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것이며 입양촉진및절
차에관한 특례법개정을통해 특수법인 형태로공공성을강화해 운영할 예정
○중앙입양지원기관은 사후서비스 지원 뿐 아니라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해 헤이그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국가의개입및책임 입양 허가제등 에대응하기위한 성격
○입양기관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배분하는 등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양기관 및
단체의‘지원’에중점
○보건복지가족부는정책기관이며정책집행 시입양기관및단체를지원하고총괄하는기능은앞으로중앙
입양지원기관에서담당
○실제로입양실무를담당하고있는입양기관과의역할 관계는 협의를통해 정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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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
○뿌리찾기원스톱통합지원시스템→제도적지원이필요 기존의입양기관의축적된시스템을국가차원에
서지원하는방식
○해외입양인들에게 필요한 정책 → 뿌리찾기 등을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입양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보
생활적응지원포탈 사이트 운영 통번역 자원봉사자 및 법률 자문단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취업 및 교육
기회확대등
,

(

/

/

,

)

(4)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제입양 관련 예산

(5)

입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보건복지가족부에서입양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실제적으로 명 공무원의전문성이떨어지는것은사실
문제이나담당자가바뀌더라도아동청소년복지과차원에서업무공백이생기지않도록노력할것임
1 ,

입양 관련 서류의 열람권

○열람권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된바 법이 충돌하는 부분 입양인의 알 권리 차원과 친부모 사생활 보호 차
원 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부모의 사생활 보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절
충하도록노력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민간단체 학자 등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

)

,

□ 토론 > 가족찾기 및 가족상봉 정책에 관한 입양기관의 입양사후서비스 표준화 논의
-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뿌리의집 해외입양인연대 입양정보센터
,

,

,

(1)

성과

,

,

,

,

○입양기관 및 단체 간에 입양 실무자를 찾기 힘들어 업무 협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워크숍 자료집
에기관별담당자와담당업무 연락처소개→국외입양및단체실무자들간의업무협조활성화
○그동안 수차례 문제 제기 되었던 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지침이 정리되어 국외입양인을 위
한입양사후서비스에혼돈을줄이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
,

4

1.
2.
3.
4.

입양기관의 입양 사후서비스 지침 정리
친가족찾기서비스신청과관련된규정 필요한서류
친가족연결및상봉지원서비스관련
입양정보가미비한친가족및입양인의서비스요청관련
입양서류열람및공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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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서비스 통합 지침 관련 주요 논의 사항

○이번워크숍전사후서비스통합지침과관련해 개입양기관이모여논의한바 사후서비스지침의기본축
이나개념에서큰차이점을발견하기어려웠고 최소한의의무에관한것은공통적인부분이많았음
○그 외 지침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은 입양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입양기관 방침과 관련된바 존중해 주어야
할부분이라는것으로의견수렴
○뿌리찾기의중요원칙은당사자중심→입양인들의욕구나뿌리찾기과정에서이루어지는어려움등을직
접들어보는과정을통해입양실무자들이좀더입양인을이해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임
○국제입양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정부에서 입양과 관련된 책임을 민간 기관들에게 떠넘겨
왔고 민간기관들이각자사업을진행해오면서문제가있었던것이사실→실무자들이그런부분에대해
입양인이이해를할수있도록오해때문에힘들어하지않도록배려해야함
○입양기관의사후서비스와관련해입양인들의불만이제기되었다는것은입양실무자들의정성이나태도의
문제 혹은 언어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 → 기관별로 사후서비스 지침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는 입양인 사
이에서가족찾기성과부분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와전된부분이있는것도사실
○입양 실무자들이 입양인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입양
실무자와입양인사이의의사소통과정에서생긴문제점에대한논의필요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인이 가지는 입양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양단
체의협조필요
○ 개 입양기관 뿐 아니라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나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입양단체에서도 국외입양인 뿌리
찾기관련사후서비스지침에대한내용을문서화할필요있음
4

,

,

○입양관련기관및단체가활동하는데지원되는예산이부족한것이사실
○예산지원부분에서공모의형식등객관적이고공개적인절차마련

(6)

○입양기관및단체간입양사후프로그램및사업이해
○국외입양인을위한사후지원서비스효율성증진
○정부의국외입양정책이해및민·관의입양사후서비스협력방안도출

,

4

(3)

,

기타 사항

○입양단체의 뿌리찾기 입양단체의 경우 먼저 입양기관에서 뿌리찾기를 하도록 권유 → 입양기관에 가서
파일 리뷰
를 한 후에도 정보가 미비하거나 뿌리찾기가 힘들어진 경우 혹은 입양기관에 연락
을 취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서비스 시작 예외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온 입양인은 바
로서비스에들어감
○입양인이 기본 정보를 다 가지고 왔더라도 바로 뿌리찾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입양 전반에 대한 배경
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음 → 케이스 스터디
후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
요 입양단체와기관간의긴밀한업무협조필요
○입양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입양인 검색시스템’정보가 미비 현재 친가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
지 않아 입양기관 실무자들이 사후서비스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기관장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시스
템의업그레이드를공식적으로요청하기로함
:

(File Review)

,

(Case Study)

,

,

2009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Workshop on Promoting Post Adoption Services

(4)

제 회 워크숍에 관한 의견
4

○지금까지의 워크숍은 정책 위주로 진행 차후에는 사후서비스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각 기관이 실제 어떻
게업무를진행하고있는지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
○실무자들을 위한 사후서비스 워크숍이기 때문에 각 입양기관과 맺고 있는 협력국 협력기관의 입양사후서
비스 규칙 등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차후 워크숍에는 이들 기관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워
크숍을진행하는것도좋은방법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불투명하지만 입양기관 및 단체는 어떤 형태로든『국외입양인 사후관
리활성화를위한워크숍』은계속되어야한다고생각
○입양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입양정보센터에서 차후 워크숍을 개최했으
면하는바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입양인연대의의견
,

,

,

(

,

,

,

)

The 3rd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Workshop on Promoting Post Adoption Services
’

‘

Editor s Note: Global Adoption Information and Post Services (GAIPS) held The 3rd
workshop on Promoting Post Adoption Services from November 13 through 14, 2008
supervised by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KF) and sponsored by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and Family Affairs (MW).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gratefulness once again to all the people who have supported us on behalf of the GAIPS.
People in charge of adoption from the MW,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e 3rd workshop to suggest collaboration measures between the private
and governmental adoption bodies for the adoption policies and post services and to
discuss in varied ways to understand of the realities of each organization s post adoption
service work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enhance and develop the services.

’

Summary of major common outcomes of the group discussions of
the 1st (2006) and 2nd (2007) workshop
1. Need to standardize the post adoption service of the agencies (2006~2007)
2. Need to utilize the DNA bank when the lack of the record makes searching for biological
parents difficult (2007)
3. Detailed discussions on the difficult cases of searching one's adoption history (2006~2007)
4. Collect and file adoption information to create a new chapter of 'Year-on-Year Adoption
Information' in the GAIPS home page (2007)
5. Regarding the post services, need to create a data base of the collected adoption records at the
central agency (2006)
6. When it comes to mother tongue learning, make special rate (50% discount) available at other
universities besides Kyunghee University (2006)
7. Need to run regular birth family searching advertisements on the four major newspapers and
TV news (2006)
8. Need to staff up post adoption service professionals at the agencies - Ask the government for
a budget (2007)
9. Need to seek for the adoptees' understanding on the hold-ups that the post service counselors
have (2007); conform to the standardized 'Guidelines for Visiting' when visiting adoption
agencies or organizations
10. Unify windows for birth family searching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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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3rd workshop, intensive discussions were made about how to collect each adoption

by intercountry adoption from Korea.

agency's post service guidelines to create an integrated guideline based on the agendas dealt at
the group discussions of the 1st and 2nd workshops.

□ Presentation 1: A study of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Analysis

□ Presentation 2: Status of the Post Adoption Service and Support for Birth Family Searching
- Social Welfare Society(SWS),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Service(InKAS),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G.O.A.'L), and Global Adoption Information & Post Services(GAIPS)

(Focus on Birth Family Searching)

- Hellen Ko(Major in Adolescence Science and complete Ph.D course in Chungang Univ) -

(1) Opening adoption documents service

○
○

Insufficiency of legal ground of opening adoption documents service in Korea
Hague Convention for Child Protection and Cooperation :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nsure that information held by them concerning the child's origin, in
particular information concerning the identity of his/her parents, as well as the medical

○

history, is preserved.

(1) Overseas adoptees' major complaints to the adoption agencies

○
○

Adoptees feel most discontented when getting no reply from the agencies to their e-mail
request for birth family searching information.
Even if a birth family searching was unsuccessful, keeping the adoptee updated of the result
gives them more comfort than leaving uninformed.

○

distrust of the agencies.
Social welfare workers' attitudes are often misunderstood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language barriers.

Need to amendment of adoption law

Experiencing non-reply gives way to

It is important for adoptees to be tolerant with the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of the workers.

In order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who adopted overseas and to address the
desirable solutions to this situ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explore the existence problems on
the relevant policies on intercountry adoption.

(2) Survey on Overseas Adoptees

○

While the established surveys mainly dealt with the statistics, in this ongoing survey the
InKAS attempts to get more concrete and elaborated results by composing diversified

(2) Open adoption

○
○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adoption is for welfare of the children. Nevertheless, Korean
adoption agency more focuses on adoptive parents and birth parents.

○

questions.
Despite several surveys conducted on the adoptees, their results were not publicized, which has
brought up many complaints. Therefore, survey results are expected to be available for public

In Europe and USA considere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s welfare. They also respected birth

reading on the website of the InKAS excluding confidential items.

parents' rights. Before adoption, for example, birth parents can choose adoptive parents who

○

can care for child through the interview.
After adoption, adoptive parents, birth parents and adoptive child are share about adoption,

□ Presentation 3: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W)' Post services
and Supporting Plans for Overseas Adoptees

they get in touch with each other. Open adoption is helpful the adoptive child's adaptation and

○

Korea also should be changed gradually to the complete open adoption.

(3)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

- Manager, Keum-ryul ParK from Divis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MW

development.

(1) Counter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

instead of the government that has the ful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s, the government is

Need to discuss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Abroad adoption, overseas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etc. adoption's terminology is not unified.

- Intercountry Adoption : Focus on relation of Intercountry

○

The term can be used 'overseas adoption' when you refer to individual adoptees who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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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ng ahead to enhance its protection policies for the children in need (August, 2008.)
The government set up a cooperative committee for intercountry adoption assignments to
collect suggestions with the collaboration of private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with

The Hague Convention for Child Protection and Cooperation uses Intercountry Adoption.
- Overseas Adoption : Focus on domestic

It is true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provided protection and care with children in need

○

the participation of adoption agencies.
A meeting was held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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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come up with national

information to adapt themselves into the Korean society, providing a free access to

countermeasures to the welfare of overseas adoptees.

interpretation and legal advice services, and widening opportunities for vocational training, job
searching and education.

(2) Tasks in pursuit

○

When it comes to intercountry adoptions, it is prior to help the adoptees to be nationalized and
to domicile in the destination country smoothly. The government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

adoptees' identity confusion and desire for birth family searching.
It needs to support adoption-related bodies such as intercountry adoption organizations, self-

(4) MW's Budget for intercountry adoption

○
○

It is true that the budget allotted for supporting the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is
insufficient.
An objective and public budgetary procedure such as public subscriptions will be prepared.

help meetings of the adoptees, and assemblies of the step parents. Experiences of the adoptees

○
○

and step parents are valuable information.
Even though policies are demand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ge brackets of the adoptees,

(5) Professionalism of adoption workers

○

the governmental and private agencies' programs are mostly established only for the adult

charge -- to expect a professional service. However, Divis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will

adoptees.

take steps to continue its operations uninterrupted even when there is a replacement of a head.

Policies an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suit with the life cycles of the

adoptees.
The supporting measures for the adoptees who settle down in Korea are short-term and
sporadic. As a countermeasure,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ill

(6) Access to adoption documents

○

parents' privacy; the ministry will try to make a settlement through a compromise between the

country.

(3) Establishment of a center for adoption

○

and Procedure.
The center not only assists the post adoption services but also meets up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Hague Convention including the national intervention and responsibility, and an

○
○
○
○
○

○

adoption license system that are necessary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The center will focus on supporting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support and supervise the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Further discussions will be followed to establish detailed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civic groups, scholars and other relevant bodies will be expected to take part

□ Discussion: Standardization of Adoption Agencies' Post Service for Birth
Family Searching and Reunions

- Social Welfare Society(SWS),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ESWS), Korea Social Service(KSS),
Holt Children's Service(HOLT),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Service(InKAS), KOROOT, Global
Overseas Adoptees' Link(G.O.A.'L), Global Adoption Information & Post Services(GAIPS)

institutional backup and budgeting.
While the MW works as the policy-making body, the center will execute the policies and

two different interests.

in revising the Exemption Law of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

A center for adoption will be set up to assist the existing adoption agencies and run as a quasipublic corporation with a special status by revising the Exemption Law of Adoption Promotion

Giving adoptees access to their adoption papers was once question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collision between adoptees' right to know and their biological

provide studio-style housing, which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adoptees to stay in the

○

Too short supply of the personnel to the adoption assignments at the MW -- only one person in

(1) Achievements

○

With the raised complaints of difficulties to find active personnel for cooperative works
between the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names of persons in charges, their

center and the adoption agencies that are technically in chare of the adoption assignments.

assignments and contact numbers by agency are printed in this workshop paper. This step is

An integrated one-stop supporting system for birth family searching: institutional supports

expected to promote a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the workers of the agencies and

are needed. In the one-stop system, the government backs up the existing adoption agencies'

organizations.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Policies for the overseas adoptees: to install a framework to support those who stay in Korea
for their birth family searching, such as running a website in which they can find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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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currently raised issue, the integrated guidelines for the four adoption agencies' post
services were finalized, which is expected to be highly helpful to reduce confusion in post
adoption services for the overseas adop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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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the Guidelines for the Post Adoption Service

○

negative images or distrust that the adoptees have toward them.
Not only the four agencies but the private adoption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KAS and

1. Regulations and required documents for birth family searching applications

G.O.A.'L need to record their post service guidelines for the overseas adoptees' birth family

2. Regarding birth family connection and reunion services

searching.

3. Regarding requests from birth families and adoptees with imperfect adoption information
4. Extent of public access to the adoption documents

○
○
○

(3) Other agendas

○

The adoption organizations' birth family searching: Advise an adoptee to try the searching with

Understanding of the post adoption services and programs between the agencies and

an adoption agency first. When the applicant finds the information insufficient after the file

organizations

review with the agency or fails to get a reply from the agency, an organization should

Improving efficiency of the post service for the overseas adoptees

commence a searching. When an adoptee has all the basic information needed, an organization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s intercountry adoption policies and drawing cooperative

exceptionally begins a searching right off.

measures for the post adoption services of the private and authorities.

○

If an adoptee visits with the full basic information but has no idea about the overall situation
when adopted, starting off a searching operation may get into a trouble. In this case, a social

(2) Major agendas of the discussion on the integrated guidelines of the post

○

adoption service
When the four adoption agencies got together to discuss about the integrated guidelines of the
post service before the 3rd workshop was held, they found having little difference in the

○
○
○

natural families, so that the adoption agency workers are facing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ir
post services. These difficulties will be reported to the chief of each agency for an official
request of system upgrade.

There was a consensus that shaping an overall frame of the guidelines is subjected to the
agencies' authority and also linked to their policies, which should be respected.
In birth family searching, the adoptees should be put in the center. Adoption workers can have

(4) Opinions for the 4th workshop

○

The three rounds of the workshops to date primarily dealt with the policies. It will be desira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doptees' desires and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birth family

if a future workshop could provide attendees a chance to understand each agency's work

searching by listening to them in person.

through post adoption service case studies.

Problems have occurred because the government passed i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

As this workshop is for the adoption workers' post service assignments, it will be useful to

adoption work on the private with a self-conscience or in shame while the private

invite workers from the countries or agencies which each agency cooperates with to present

organizations have pushed ahead the operations on their own ways. Adoption workers should

their practices including the post service regulations in coming workshops.

○

Despite no more financial support to expect from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fterwards,

misunderstanding.

the adoption agencies and organizations see that 'workshops on promoting post adoption

The adoptees' complaints about the agencies' post services may have been attributed by the

services' should be continued in any form.

○

Social Welfare Society,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Holt Children's Services and Global

different post service guideline was partially misrepresented when the adoptees shared

Overseas Adoptees' Link made a suggestion to hold upcoming workshops in the GAIPS whose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family searching efforts among themselves.

work lies in the neutral position, rather than in an adoption agency or organization.

The adoption workers should be more open-minded with the adoptees to live up to their
demands.

○

'The search system for the adoptees' of the GAIPS is lack of the information of the adoptees'

common.

workers' commitment level, attitude or language barriers. The issue that each agency has a

○

○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fundamentals and concepts of the service and seeing the minimum responsibilities largely in

try to make the adoptees understand the complicated situation and avoid having a

○

welfare worker must be part of the effort after a case study and a close collaboration is neede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over the troubles occurred in the cours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workers and adoptees.
The adoption agencies need collaboration of the private adoption organizations so as to re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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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활성화를위한세미나쪹

본 센터는 2008년 12월 4~5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
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입양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들과 전국 시·도 입양 담당 공
무원들이 참석하여 현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논의 되었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

□ 주제 발표 1 > 헤이그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이 국내입양에 미치는 영향
-

(1)

헤이그협약

박창우(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정신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아동은 행복 사랑 이해의 분위기가 있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해야함
○아동이원가족의보호안에머무를수있도록각국에서는우선적인조치를취해야함
○국제입양은 아동의 본국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그어느경우이든아동최선의이익을도모해야함
1)

,

목적
○국제입양은아동최선의이익을위해이루어져야하고국제법상인정된아동의기본적권리를존중하여이
루어져야함 헤이그협약은이와같은안전장치를마련하기위한것임
○그러한안전장치가준수되어아동유괴 아동의인신매매가방지되도록체약국간에협력체제를수립함
○헤이그협약에따라이루어진입양에대하여체약국에서의승인을확보함
.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 은 년 월 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
리를규정해놓고있음
○아동을보호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인식하였다는점에서어린이관련인권조약의새로운지평을연아동
권리협약은 년 개국의비준을받음으로써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의비준을받은국제법이되었음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권리의 대 일반 원칙‘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
1)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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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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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원칙 의사존중의원칙’을제시하고있음
○아동권리협약에서입양과관련있는조항은다음과같음
,

제조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
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후견인과 관련된 아동의 신분
상태를 고려해 입양의 허용여부와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척 등 관계자들이 협의해 입양에 대한 분별 있
는 동의를 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한다.
b.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을 구하지 못했거나 모국에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c. 국제입양아가 국내입양아에게 적용되는 보호와 기준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 국제입양의 경우 양육지정이 입양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 적절한 상황이 되면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그러한 체
제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21 ]

,

2)

(2)

2008

,

,

11

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
○ 년 월 일 제출된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에서위원회는우리나라의입양문제에대하여다음과같이권고함
2)

2000

5

1

2

·한국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전통이 압도적이어서 국내입양이 당국의 허가 없이 주선될 수 있음
·입양 주선에 있어서 해당 어린이의 의사나 어린이 최선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아님
·해외입양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려함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제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국
내·외 입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헤이그협약 비준을 촉구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의하면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입양제도는국제적기준에비하여미흡한편
이고 입양 시 아동의 의견이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과 입양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하여권위있는관계당국에의해서만입양이이루어지도록보장되어야하는원칙이지켜지지않고있음
이지적됨
,

(3)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향

아동의보호와복지를위한체계적인시스템마련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아동의 욕구와 보호자의 양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친부모 양육 국내입양 가정위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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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보호 국외입양등이체계적으로검토되어야함
입양에있어국가의역할강화
○입양 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국가의전폭적인지원은필수적임
입양후서비스의강화
○공개입양의증가에따라국내입양인과입양가족을위한사후서비스제공이필요함
국내입양의발전
○입양인과 입양가족들의 행복증진 질적 발전 과 국내입양 실적 증가 양적 발전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룩
한상태를의미함
입양가족과입양인들이행복하게살수있는사회적 법적 제도적지원체계마련
○국내입양의 발전은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성과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바로잡기위한노력이효과적으로진행될때에만가능함
헤이그협약비준
○아동의 파행적 입양 방지 및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입양인 입양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궁
극적으로국내입양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헤이그협약비준 아동권리협약의유보조항철폐가필요함
,

,

,

2)

3)

4)

(

)

(

5)

,

)

,

6)

,

,

□ 주제 발표 2 >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

제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
①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① 입양수수료 지원
② 국 · 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
ㄱ.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③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ㄴ. 방법 : 입양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④ 입양휴가제 실시: 2006년 11월부터 시행
* 입양수수료는 2007. 1. 1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ㄱ. 대상 : 공무원 우선 실시
대상으로 함
(부부 모두 공무원이더라도 가능)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ㄴ. 전체근로자 확대 실시는 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ㄱ.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13세 미만의 아동
ㄷ. 기간 : 2주
을 입양한 가정
⑤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ㄴ. 절차 : 입양부모가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에
ㄱ.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
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50세→ 60세)
ㄷ. 방법 : 지원액(월 10만원/인),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
ㄴ. 입양가정 아동의 자녀수
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제한 규정 없앰
③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확대
ㄷ. 한부모 가정도 입양가능
ㄱ. 양육보조금 : 월 551,000원/인
(엄격한 심사)
ㄴ. 의료비 지원 : 연간 2,520,000원/인
.

,

1)

(2)
(N=44)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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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주체의 관점에서 본 국내입양의 문제점

구분
주변에 입양을 알려야하는 문제
기관에 제출할 서류 문제
호적에 입적하는 문제
입양담당자의 입양 후 사후관리
입양담당자의 입양 전 가정조사
입양부담금에 대한 문제
기타
결측값
계

입양후입양가정및아동에대한국가적지원의미비
○입양가정에대한지원내용 년
2)

○문제점 우리나라 입양가정에서는 입양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입양부모들의 현실적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경제적 지원과 지급 대
상범위의제한성 현실과맞지않는국내입양수수료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김혜경(동방사회복지회 국내입양부 부장)

입양에대한사회적편견
○입양업무절차중가장힘들어하는부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집계순위

15(34.1)

10(23.8)

6(14.3)

1

18(40.9)

5(11.9)

6(14.3)

2

6(13.6)

15(35.7)

4(9.5)

3

-

9(21.4)

11(26.2)

4

5(11.4)

2(4.8)

4(9.5)

5

-

-

9(21.4)

6

-

1(2.4)

2(4.5)

8

2(4.5)

2(4.5)

7

44(100.0)

44(100.0)

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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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의숙. 2007. 국내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의 관점에서 본 국내입양의 문제점

입양동의연령의비현실성
○입양아동 본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 입장에서의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입양 동의 연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현행 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아동으로부터 입양 동의를 얻도
록되어있음
입양아동에대한제한성
○장애아동 연장아동 만 세이상아동 에대한입양부모의선호도가매우낮음
○남아보다여아의입양을선호함
아동중심이아닌입양가정중심의입양정책
○입양부모정보에대한접근의어려움과제도적차원의입양부모자격요건의완화로인해입양가정에대한
기준이모호함
○입양이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 중심이라기보다 입양부모의 불임 문제와 혼외
출산 특히미혼모의사생아문제를해결하는수단으로간주되고있음
파양에대한규제및대책부재
○파양을 규제하는 법적 절차나 입양기관과의 상의 없이 입양부모의 파양 결정 및 신고에 따라 아동의 파양
이이루어짐
1)

(

15

)

2)

,

(

2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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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기관의 관점에서 본 국내입양의 문제점

인력및예산부족으로인한사후관리의어려움
○입양부모가 비밀입양을 원해 사후관리를 피하거나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양기관의입장에서도인적자원의부족으로사후관리가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입양부모의정보에대한접근의어려움
○입양기관이민간기관이기때문에정보접근에한계가있어관공서에서는개인정보제공을거부하는경우가
많음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시킬 때 입양부모가 전과기록이 있는지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정신과 병력 등 등의
자세한자료를얻기힘듦
입양및입양기관에대한부정적인식
○요보호아동의 발생과 더불어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입양
기관및입양자체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어입양업무활성화에지장을주고있음

□ 주제 발표 3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방향

1)

-

,

2)

,

(

)

3)

(4)

국내입양의 변화 방안

아동중심의입양정책마련
○입양부모 자격조건 교육정도 직업 경제력 건강 등 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서류 등이
법으로명시되어야함
사후관리서비스의양질화및법제화
○입양후받는사후관리에대해서사생활침해가아닌입양절차중하나라는인식의전환필요함
입양가정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정책개선및보완
○ 년 월 일부터 세미만의아동을입양한국내입양가정에일괄적으로월 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
하고 있으나 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
에맞음
○양육수당또한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점차적인상향조정이필요함
입양부모모임활성화및입양관련단체지원확대
○입양부모들의모임이결성되고단체가생겨나면서공개입양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고입양인식의변화에
도긍정적으로작용함
○입양부모들이 모임을 통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나 정신적인 지원을 받고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
을주며입양에대한사회인식을바꾸는데기여할수있도록지원확대가필요함
국가적차원의입양홍보및공개입양홍보강화
○정부차원에서 등을 통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와 입양기관이 함께하는 공공 캠페인
을 적극 지원하여 누구나 한번쯤 입양을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
고입양의보편타당성을알릴수있도록노력해야함
1)

(

,

,

,

)

2)

3)

2007

1

1

13

13

10

18

4)

,

5)

TV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

박찬수(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사무관)

국내 입양 활성화의 필요성

○해외입양인의모국방문 뿌리찾기욕구 정체성위기등을고려해봤을때국내입양활성화가필요함
,

(2)

,

요보호아동의 국내보호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

요보호아동발생예방
○미혼모→성교육강화 양육지원강화 공동생활가정 보육문제해소
○빈곤 실직 사망→가정의위기상황에긴급지원
입양부모의자질에대한심사강화
중앙입양지원기관설치
⇒입양기관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설립 차후중앙입양지원기관업무에입양기관의협조가필수적임
중앙입양지원기관의대략적인역할은다음과같음
○입양인의실태조사연구
○뿌리찾기 구축
○입양기관간네트워크구축
○사후관리지원
○입양실무자교육
장애아동보호강화
사후관리강화
기관간네트워크강화
1)

,

,

,

,

,

2)
3)

,

.

DB

4)
5)

6)

(3)

기타 사항

국내입양활성화
○국내입양의질적수준을개선한다면양적으로도그성과가뒤따라올것임
아동의보호차원에서양부모의자격조건강화
○방법에대해서는차후논의되어야하겠으나 독신자가정에게입양을허용하는등의방법은입양의양적인
부분만을고려한측면이있음
양육수당의지급률이 미만
○양육수당의실제수급자가많아져야양육수당을확대할수있는기반이마련됨
입양에대한홍보
○보건복지가족부 다른 부서의 홍보는 눈에 많이 띄었으나 입양에 관한 홍보 자료가 부족한 듯 느껴져 앞으
로부족한부분은채워나갈예정임
해외입양인이중국적허용
○개정안내년입법예고 확실한날짜는정해지지않았으나검토중임
1)

2)

,

3)

50%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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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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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사례 발표 1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

제도개선

(1)

한연희(한국입양홍보회 이사)

(2)
,

,

:

,

,

:

,

,

:

,

연구사업

○입양에관한인식도조사
○바람직한입양문화연구
○입양아동 년종단 연구 입양아동의생애주기에 따라연구진행 중 입양의 어려움에대한 부정적인인
식을해소하고입양가정에올바른정보제공목적
20

:

,

:

,

우리나라 입양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2)

3)

4)

□ 사례 발표 3 > 국내입양 지정기관 입양 현황 및 제언

황태순(부산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 담당 사무관)

월 입양의 날 기념행사 “조세현 사진작가와 함께 하는 사랑의 사진전”개최“행복한 엄마의 노래”음악
회개최
국내입양활성화캠페인
해외입양청소년방문단초청
○ 년부터 라이온즈 클럽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부산 시청 측에 밝혀 해외입양인의 모국 방

2009 GAIPS NEWSLETTER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문제점

입양대상아동의감소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아동의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 그룹홈에 의한 양육이 점차 증가 → 시설
내아동양육감소
○ 유기되어버려지는기아와미아발생률감소→입양대상아동감소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자들은 세 여아를 가장 선호 → 국내입양 지정기관에는 남아와 특수욕구를 가진
연장아동 장애아동만이계속남아정체되는추세
장기간보호되고있는연장아동
○시설입소의뢰당시친부모가아동의친권포기및입양의사를밝히지않다가장기간보호로이어지게되면
서아동의친부모와연락이단절되는등아동의향후장래결정에어려움발생
○아동이 입양 적령 시기를 놓친 다음에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 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수있는기회박탈
특수욕구아동입양배치의어려움
○입양대상아동 및 입양아동 입양가족 등이 심리치료 및 정서관련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
원이절실히필요
1~3

,

2)

부산광역시 입양관련 행사

2006

양은실(홀트 전주영아원 상담원)
,

□ 사례 발표 2 > 국내입양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부산광역시의 현황을 중심으로)

3)

18

1)

,

2)

,

세이하의남아보다여아를선호하는경향과장애아동에대한기피현상
○입양 아동 한명 당 월 만원의 양육수당을 대폭 증액하는 것을 물론 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이 혜택을
받을수있도록제도개선
○장애아동입양을장려하고그들의생활여건개선을위해서교육보조금등을추가로지원하는정책적배려
필요
입양에대한국민의관심과인식의전환이이루어질수있는시민운동필요
○각종단체의연말행사를입양에대한홍보기회로활용
‘입양부모’중심으로되어있는현행제도와정책을‘입양아동’중심으로변경
○헤이그협약에대한국회비준
입양가족사후관리프로그램적극개발

(1)

○자조모임 집단상담
○저소득가정양육비지원

:

:

-

입양가정 지원 사업

1) 5

,8

1) 3

,

-

32

6

교육사업

○입양가족캠프 입양가족 입양아동 예비입양부모대상
○입양세미나

(1)

6

6)

인식개선
:

(5)

2008

5)

○홍보활동 입양홍보물 입양교육영상물 입양가이드북 입양교육용만화책제작
○입양캠페인→전국대회 지역내입양가족사례발표 입양아동공연 걷기대회
○반편견입양교육 입양부모대상반편견입양교육전문강사양성 전국초·중·고등학교에반편견입
양교육실시
○미디어활용 공개입양가족방송출연 입양다큐멘터리제작협조

(4)

,

4) 2008

:

(3)

문행사를해마다진행하고있으며 시청측에서행정적도움제공
○ 년 월 미국 시카고 입양 청소년 명 방문 월 남광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유럽쪽으로입양된청소년 명초청
년 월“한사랑입양가족캠프”개최 입양가족들간의공감대형성 상호애로사항이나정보교환
입양기관및입양가족초청간담회개최
입양부모교육실시
22

○의견수렴
○네트워크형성 정부와각기관들과의네트워크구축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3)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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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on Revit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의획일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의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아동별로 차별화된 실제적
지원필요
○장애진단은받지못하지만심리치료와약물치료등이필요한입양아동에게도치료비지원필요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입양아동이 소아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 심리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병
원지정

2008 Seminar on Revit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4)

,

(2)

국내입양 지정기관 개선에 대한 제언

입양대상아동에대한국내입양지정기관의입소권한우선부여
○요보호아동의 발생시‘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경우 국내입양 지정기관에 우
선입소시켜아동이가정에서영구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
그룹홈 시설보호 가정위탁간의원활한네트워크구축
○입양은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애정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
에이들간의지역네트워크를구축하여입양대상아동이최대한가정을빨리찾을수있도록해야함
민법과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일관성과연계성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아동이라 하더라도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자는 특례법상의 입양
이아니라민법상의입양적용을받게되며 이것은아동을위한아무런보호장치가없음을의미함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되기 전이라도 요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이 특례법에 적용되어 입양될 수 있도록 해
야함
친양자입양조건의완화
○시설이나 가정위탁을 의뢰하는 친부모들의 경우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음 친생부모를 찾지 못한 때는
입양대상아동의경우평생시설에서생활해야하는경우가발생함
○법원에재량권을부여해입양사례별로최대한아동의입양이가능하도록해야할필요가있음
1)

2)

,

,

,

,

,

,

“

”

GAIPS held the seminar titled Seminar on Revit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for the
period of December 4~5, 2008 at Kyungju Kensington Resor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he seminar was held to explore ways to improve
current adoption system and to accommodate effective actu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revitalization policy. The participants of the seminar were staff members of adoption
agencies and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adoption from nationwide city-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The following is the excerpt of the discussions and reports presented at the seminar.

□ Topic 1 > The impact of Hague Convention and Child Right Convention on Domestic Adoption
- Chang Woo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dong University)

3)

,

4)

.

(1) Hague Convention
1) Primary

○
○
○

’

For children s sound and harmonious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ren should be raised in
the family environment filled with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All nations should take precedent measures to keep children stay under the protection of their
own birth family.
Intercountry adoption can be alternative measure to provide permanent family only under the

’

’

circumstances where child s birth country can not find a suitable family in child s own
country and it should be sought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 under any circumstances.

2) Purpose

○

’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ensure the best interest of child and should respect child s
fundamental right acknowledged by the international law.

○
○

The Hague Convention was

established to provide such safety device.
Such safety device ought to be observed and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reaty nations

’

was established to prevent children s abduction and trafficking of children.
The permission for the adoption observed in accordance with Hague Convention was granted
in the treaty nation.

(2)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1) Pri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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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was adopt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held on November 20, 1989 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treaty to regulate all necessary rights in relation with child such as

’
○ ’

child s right of subsistence, growth, and participation.
CRC s recognition of child as the subject of right, not as an object to protect opened new

’

horizon of child s rights. CRC was approved by 192 nations in 2007 and this CRC had the

○
○

·As Korea has cultural tradition which is overwhemly negative towards adoption, domestic adoption
could be arranged even without authorities’permission.
·In arranging domestic adoption, an opinion of adopted child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not necessarily considered.

CRC suggests four principles of child s right, that is, the principle of child s best interests,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s on the fact that the overseas adoptions are still prevalent.
·The committee recommended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domestic and overseas adopti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and securing development,

system in order to improve laws which should be prefectly confirmed with the principles and articles

and the principle of respect of child s wishes.

of CRC, especially the Article 21.

largest number of member countries.

’

’

’

·The committee demanded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The following are the articles in CRC related with adoption:

○

Article 21

’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made by UN Child s Right Committee, the adoption
system in Korea generally does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It also pointed out that the principles to take child s opinion and interests with highest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priority and to secure that the adoptions should be solely arrang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and rationality have not been observed.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 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3) Direction for revit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1) Provision of Well-Organized System for Protection and Welfare of the Child

○

’

’

When a child is in need of protection, considering child s desire and guardian s nursing

’

capacity, a systematic review on the natural birth parents fostering, domestic adoption,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 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

fostercare, grouphome, institutional care, overseas adoption, etc should be followed.

’

2) Enhancement of State s Role for Adoption

○

Since soci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adoption are supposed to be provided by the state since

for in the child s country of origin;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such role, it is essential for the state to fully support the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social welfare services.
3) Enhancement of services for post-adoption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

As an open adoption has been increased, the post-adoption services for child and family in
domestic adoption are required.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4) Development of domestic adoption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

This meant that two goals were accomplished in terms of the increase of happiness for an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adoptive child (qualitative development) and adoptive family and the actual increase of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domestic adoption (quantitative development).

’

5) Provision of social, legal,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adoptive family and adoptees to live

2) Advice of UN Child s Right Committee

○

’

In response to the Korea s 2nd report of the CRC execution submitted on May 1, 2000, the

’

Committee gave its advice regarding Korea s adoptio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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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on adoption.

○

6)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

’

2) Inadequacy of nation s support for post-adoption family and adopted child
Support Areas for adoptive family (2008)

It is necessary to obtain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which can ultimately promote

’

Institutional Support

domestic adoption by preventing crippled adoption, securing child s best interests for the

① Support of adoption processing costs

well-being of an adoptee and adoptive family; Also, the saving clause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eds to be abolished.

□ Topic 2 > Issues on domestic adoption and plans to improve

- Hye Kyung Kim (Chief, Domestic Adoption Division,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hereafter ESWS)
(1) Issues of domestic adoption
1) Social prejudice against adoption

Classification

1st

2nd

Inform neighbors and colleagues of adoption

15(34.1)

10(23.8)

6(14.3)

1

Submission of documents to institutions

18(40.9)

5(11.9)

6(14.3)

2

6(13.6)

15(35.7)

4(9.5)

3

-

9(21.4)

11(26.2)

4

5(11.4)

2(4.8)

4(9.5)

5

Adoption Costs

-

-

9(21.4)

6

Other

-

1(2.4)

2(4.5)

8

2(4.5)

2(4.5)

7

44(100.0)

44(100.0)

Entry in a Family Register
Post-adoption service of adoption agency
Adoption agency's Home study before adoption

3rd

Aggregate Rank

Financial Support

① Medicaid for adopted child (1st class)
② Give priority in admission to national -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③ Waiver of High school Admission and Tuition Fees
④ Implementation of granting adoption leave:
Beginning Nov. 2006
a. Beneficiary : Priority given to Public servant (if
the couple is public servants, both husband
and wife are granted a leave.)
b. Expanded Implementation to all workers are
continuously being discussed to proceed
further.
c. Granted Period: 2 weeks
Alleviation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adoptive parents
a. Alleviation of Age difference between adoptive
parents and adopted child (50 60)
b. Elimination of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children of adoptive family
c. Permission of adoption by single parent family
(after strict evaluation)

⑤

→

○

a. Beneficiary : Domestic adoptive family arranged
through adoption agency
b. Method :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 take
responsibilities for payment of adoption
processing costs.
* Effective January 1, 2007, adoption processing costs
will be provided for the parents of adoptive family.
Support of fostering allowance for adopted child
a. beneficiary : Adoptive family which adopted child
under age 13 through adoption
agency.
b. Procedure: Adoptive parents submits request to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s
which will then make payment to the
adoptive family.
c. Method : Financial aid (monthly W100,000 per
child), after obtaining the adoption
certification, the adoptive parents
requests government assistance to the
city, country, and district office.
Expansion of supplemental allowance for handicapped
child's fostering and medical care costs
a. Supplemental allowance for fostering: monthly
W551,000/per child
b. Support of Medical care costs : Annually W2,520,000/per
child

②

③

Problems: Since Korean adoptive family is reluctant to reveal the fact of adoption, there are
cases of abandoning governmental assistance, and this leaves the problems of effectiveness.

’

Also, there are several other problems pointed on the government s financial support which is
given uniformly without considering realistic income of adoptive family, the restriction of

Missing value
total

44(100.0)

※ Source: Eui-Sook Jeong. 2007. A Study on Current Service Condition and Effective Solutions of Domestic
Adoption in Korea

beneficiaries scope, and the non-realistic costs of domestic adoption.

(2) Issues of Domestic Adoption - View of Adopted Child
1) Unreality of Adoption Agreement Age

○

Domestic adoption needs to reflect the opinion of an adoptive child to the maximum extent
and makes careful decision on the adoption for the sake of child, and simultaneously it also
requires the adjustment of existing adoption agreement age. (Currently, the agreement of
adoption needs to be obtained from an adopted child who is over 15 years old.)

2) Restriction on the adoptive 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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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preference of adoptive parents to the handicapped child and aged child (older than 2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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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ence of female child over male child

3) Adoption policy centered on the adoptive family, not on adoptive child

○

○

’

adoptive family is ambiguous.

Promotion of perception on post-service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due procedures not as
violation of privacy

Owing to difficulty of accessibility to the information of adoptive parents and alleviation of
adoptive parents eligibility requirements from the institutional dimension, the standard of

○

2) Betterment and Legislation of Post-Adoption Service

3)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n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for adoptive family

○

Effective January 1, 2007, the government provided fostering allowance in a lump-sum of

Adoption is usually regarded as a way of solving the problems of infertility, extramarital childbirth,

W100,000 for domestic adoptive family which adopted children under age 13. However, this

and illegitimate child of unwed mother rather than providing a family to a child who need it.

allowance should be applied to all adoptive family which adopted children under age 18 to

Adoption is rather used for the solution for social problems than centering on the welfare of

better abide by the principle of equity.

children.

○

4) Nonexistence of the regul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adoption)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ss and having consultation of adoptive parents, the
cancellation of adoption can be made possible only by the decision of adoptive parents and
subsequent reporting to the government.

Adjustment of gradual increase of fostering allowance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increase
of price commodities.

4) Revitalization of adoptive parents meeting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the adoption-relation
organizations

○

’

Formation of adoptive parents association and adoption-related organizations revitalized the
discussion on open adoption and played a positive role for the change of perception on the

(3) Issues of Domestic Adoption - View of Adoption Agency
1) Difficulties of Post-Service stemmed from shortage of man power and budget

○

’

Owing to adoptive parent s preference to clandestine adoption, the post-service is avoided, thus
the majority of them do not require the necessity of the post-service management. It is the

adoption.
5) Enhancement of publicity on the adoption nation-widely and open adoption

○

Government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publicize adoption through TV to let the
public know the universal validity of adoption. Also, the regional government and adoption

reality that because of lack of man power, the adoption agency is not able to provide enough

agencies should cooperate to actively support public campaign, so anyone in the society can

post-service.

seriously look into adoption, and eliminate the prejudice on adoption.

2) In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adoptive parents

○
○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al offices refuse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adoption agency is making an adoption arrangement, it gets very difficult to obtain

- Chan Soo Park (Deputy Director, Divis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doptive parents, such as previous criminal record, and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condition (medical record of mental problems, etc.)
3) Negative perception on the Adoption and Adoption agency

○

□ Topic 3 > Direction of the Policy to Revitalize Domestic Adoption

Being the private organization, the adoption agency has limitation in accessing the

When adoptive children are handicapped and are in need of full protection, domestic adoption

(1) Necessity of Domestic Adoption Revitalization

○

searching, identity crisis, domestic adoption needs to be required.

of these children becomes difficult and this leads to overseas adoption. Thus, many people
has a negative perception on adoption itself and the adoption agency, and this gives
difficulties in revitalizing the adoption service.

(4) Plan to change the domestic adoption
1) Provision of adoption policy centered on adoptive child

○

Lucid legalization of an objective and concrete standard on the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education level, occupation, financial status, health, etc.) and necessary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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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ideration of native country visitation of overseas adoptees, desire for birth family

(2) Direction of the Policy on the Enhancement of In-Country Protection for
the Child in Need of care and custody
1) Prevention of Occurence of the Child in need of care and protection

○
○

Unwed mother:

Enhancement of Sex Education and Support for Fostering, Grouphome,

Solution of Child Nurturing
Poverty, Unemployment, Death: Immediate Support for the family in crisis

2) Reinforcing the examination on the quality of adoptive parents
3) Establishment of Central organization to support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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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organization is to support adoption agencies.

’

Subsequently, the adoption agencies support for the central organization of adoption is

○
○
○
○
○

’

essential. The general description of the central organization s support are as follows: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adoptees
Building the data base for birth family searching
Building the network between adoption agencies

○
○
○

Support for the service of post-adoption

5) Reinforcement of post-adoption service
6) Reinforcement of network between organizations

’

The methods will be discussed later, however, permission of an adoption by single parent

3) Payment rate of fostering allowance is less than 50%
Increase of actual recipients of fostering allowance will provide the foundation to expand the
fostering allowance.
4) Publicity on Adoption
While the publicity of other divisions of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been
remarkable, the publicity materials on adoption were not sufficient, thus the more efforts are
desirable.

○
○
○

Survey on the perception about adoption
Research on the desirable adoption culture
Research on adoption during last twenty years: The research on adopted children based on

(4) Education Services

○
○

A revised bill is expected to be legislated next year (exact date is not determined, but is

□ Case Study 1 > Publicity Plan for Revit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 Yeon Hee Han (Director, 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

(1) Improvement of System

○
○

(2) Improvement of Perception
Publicity Marketing: Adoption Publicity Materials, Video for adoption education,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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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help meeting, Group Counseling
Support of fostering fees for low income family

□ Case Study 2 > Current Status of Domestic Adoption and Revitalization Plan
(Case of Pusan Metropolitan City)

- Tae Soon Hwang (Deputy Director, Divis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Pusan City)

’

(1) Pusan City s Adoption-Related Activities
1) May Adoption Day Commemorative Activities:

“

’

”

“

’

”

Photographer Sehyun Cho s photo exhibition ,

Happy Mother s Sing a Song Concert

2) Campaign for Domestic Adoption Revitalization
3) Invitation of Overseas Adoptee Youth Group

○

’

According to the suggestion of Lion s Club to make contribution for Pusan City, overseas

’

adoptee s motherland visit has been made possible beginning 2006, and the city offic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Network Building: Building the network between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Camp for adoptive family: Adoptive family, Adopted child,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5) Support for adoptive family

’

currently being reviewed.)

○

Utilization of Media: TV Broadcasting of Open Adoptive family, Cooperation to produce a

of adoption and is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on the adoptive family.

5) Permission of overseas adoptee s dual nationality

○
○

parents, Enforcement of adoption education for nationwid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Quantitative outcome will follow when qualitative standard of domestic adoption is improved.

family is viewed as method which only considers quantitative increase of adoption.

○

Training professionals to lecture on anti-prejudice for adoptive

life cycle is being conducted. Its purpose is to remove negative perception on the difficulties

2) Reinforcement of adoptive parents s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child

○

Anti-Prejudice Education:

(3) Research Activities

1) Revitalization of Domestic Adoption

○

family in the region, Performance for adopted children, Walking Campaign

documentary on adoption

(3) Other

○

Adoption Campaign -> Nationwide Mass Meeting: Presentation of case study of adoptive

On-the-job training for workers in the adoption agency

4) Enhancement of protec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

Guidebook, Publishing the cartoon book for education of adoption

○

provided administrative support.
In June 2008, the group of 32 adoptees from Chicago, U.S. was invited, and in August,
Namkwang Social Services, Inc. invited 22 adoptees from Europe supported by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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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In June, 2008, Hansarang Adoptive Family Camp was held: in order to form sympathy among

requested to be adopted, and this deprives the child of the opportunity to be raised in the

adoptive families, and to share mutual difficulties and to exchange information each other.
5) Hold the meeting for adoption agency and adoptive family
6) Hold training session for adoptive parents

stabilized environment.
3) Difficulties to make arrangement for children requiring special needs

○

The governmental support is immediately needed to provide free mental services for the
adoptive child, adopted child and adoptive family.

(2) Problems of adoption in Korea and Its Improvement Plan
1) Tendency of preference of female child to male child under 3 years old and avoidance of
handicapped child

○
○

4) Standardization of fostering allowance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medical costs support

○

Because fostering allowance for handicapped child varies depending on the medical costs

’

which are differentiated by the degree of child s handicap, practical support is needed for

Sharp increase of current monthly fostering allowance of W100,000 per month and
Improvement of system which will enable all adopted children under 18 years old be benefitted.
Encourage the adop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in order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t
requires political measures to provide supplementary education allowance.

’

2) Necessity of civil movement to evoke people s interest in the adoption and to transform the

○
○

individual child reflecting difference.
Even though a child is not diagnosed as handicapped, support for medical costs is needed for
an adopted child who requires psychological and medical treatment.
The government needs to designate hospitals in each province and city for adoptive child to

’

receive free medical care of child s ment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est.

perception on the adoption

○

Utilization of year-end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s as publicizing opportunities on adoption

3) Change the current system centered on adoptive parents to adoptive child centered adoption

○

Ratification of National Assembly for Hague Convention

(2) Suggestions to improve domestic-adoption designated agency
1) Give the preferential right to adoptive child to enter the designated domestic adoption agency

○

”

domestic adoption agency first. This way will allow the child to grow up permanently in the

□ Case Study 3 > Current Status of Adoption by the authorized
- Eunsil Yang (Counselor, Jeonju Babies Home)

’

seeking child s best interest and makes an arrangement to enter a child to the designated

4) Positive Development of Post-service program for adoptive family

domestic-adoption agency and Suggestions

“

When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is detected, the agency needs to follow the principle of

home environment.
2) Building the smooth network among grouphome, institutional care, and fostercare

○

Since adoption gives adoptive child better security, continuity, familiarity, affection,
affiliation than caring at institution or fosterhome, it needs to build the network in the region

(1) Problems of authorized domestic adoption agency
1) Decrease of adoptable children

○
○
○

brought to the caring institution or adoption agency, the Special law is not applicable, instead the

gradually increased rather than institutional care -> Decrease of child fostering in the institution.

Civil law for adoption will be applied. This means that virtually no protection device is available.

Decrease of abandoned children and decreased rate of missing children-> Decrease of
adoptable children to be adopted
Generally, applicants for adoption prefers female child at age of 1-3 -> It leads the trend that

2) Aged children who are under protection for the long term

○

3) When a child is in need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law, but if a child is not

Owing to government policy of deinstitutionalization, fostercare or group home has been

male children and aged/handicapped children are continuously left behind.

○

to find the family for the adoptive child as fastest as possible.

○

Even before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is referred to the caring institution, a Special law
should be applied to make adoption be possible.

4) Mitigation of adoption conditions for a foster child

○

In case of natural parents who brought their own child to the caring institution or fostercare,
not only the foundation of their living is unstable and place of resident are incorrect, but also

At the time of admission to the child care facilities, natural parents did not express to give up

as they tend to serve as a casual worker, disconnection for a long period is inevitable. If

the parental rights or willingness to have his/her own child to be adopted, but as the

natural parents can not be found, an adoptive child has to live in the caring institution for the

protective period for the child is getting longer, the child lost connection with parents. And,

whole period of time.

this caused difficulties to make decision on the future of the child.
There are cases that the child whose age is older than the suitable age for adop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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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should be granted to have the right of discretion, so on a case by case, it needs to
make the adoption of a child be possible to the maximum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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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기관/유관단체
주요 동정 및 행사
2008

국내입양설명회 예비양부모교육
(

쪾대한사회복지회 입양설명회
쪾홀트아동복지회 한사랑예비양부모교육
쪾성가정입양원 입양전부모교육
쪾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역입양설명회
쪾대구혜림원 국내입양설명회
쪾서울시아동복지센터 부모교육
쪾동방사회복지회 예비양부모교육
,
,

,

(2008.1.15/ 6.10/ 9.09/ 11.11)

(2008.6.23~6.25/10.20)

쪾대한사회복지회
창립 주년행사
예당온라인 봄맞이파워콘서트
“
”
국내입양가정가을운동회
제 대이승환회장퇴임식및제 대장상천회장취임식
조세현과함께하는사랑의사진전
제 대주경식신임이사장취임식
쪾동방사회복지회
바자회현대백화점그린마켓
입양가족의그림이있는집
해외입양인모국방문
모국어연수
아이러브신촌‘아픈아기들에게사랑을’
그린마켓바자회
사랑의나눔바자회 동방평택
나눔의만남
입양가족송년모임
12

-

(2008.10.23)

(2008.12.17)

(ESWS)

-

(2008.4.7)

-

(2008.4.8)

- 2008

(2008.6.11~7.28)

- 2008

(2008.7.7~7.21)

-

- 2008

- 2008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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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9~8.31)

(2008.10.7)
(

) (2008.10.30)

(2008.12.2)

(2008.12.13)

(2008.6.25)

(2008.7.15~7.30)

(2008.10.31)

(2008.11.7)
10

(2008.11.11)

3

(2008.11.13)

2008

(2008.12.19)

(2008.12.21)

- 2008

(2008.12.17)

8

(2008.6.13~6.14)

Korean Ties

(MPAK)

(2008.10.25)

11

(2008.5.30)

-

- Welcome Home!! (2008.8.17)

-

" (2008.5.29)

-

(2008.5.3)

-

"

-

-

(2008.1.18)

,

(2008.5.13)

(2008.5.28)

-

(SWS)

-

(2008.5.8)

-

특별행사

54

-

- 2008

(2008.8.14~8.16)

, 2008 2

-

(2008.4.18)

-

쪾한국입양홍보회 입양세미나
기입양실무과정
쪾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008

-

-

(2008.9.25)

입양세미나및실무자교육

(2008.4.1~4.20)

-

(2008.7.21~8.21)

,

(2008.3.4)

-

(2008.7.5)

,

(HOLT)

- 2008

(2008.6.21)

,

(2008.12.13)

-

(2008.4.5/ 6.7/ 10.4)

,

(KSS)

- 2008

-

(2008.1.12/ 5.24/ 7.19/ 9.20/ 11.22)

/

쪾한국사회봉사회
후원자의날
쪾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정지원센터개소식
입양가족포토에세이공모전
홀트나눔바자회
경상남도미혼모지원센터개소
‘아름다운행복’시상식및입양홍보캠페인
사랑의콘서트
스타사진전 소통의시간
슈퍼모델과함께하는홀트후원의밤
한사랑회입양가족캠프
미국
모국방문단방문
홀트국외입양동포모국연수
가을대바자회
장애아동돕기패션쇼
홀트장애인합창단창단 주년정기공연
제 회아름다운청소년선발이벤트
명사와함께하는 마포자선콘서트
션·정혜영부부와함께하는도서바자회
쪾한국입양홍보회
년별캠프
입양홍보작품공모전
제 차전국입양가족대회
특수욕구입양가정워크숍
입양아후원의밤
쪾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문학공모
제 회세계한인정치인포럼
제 회세계한인의날
코리안페스티발
국외입양동포뿌리찾기모국방문‘고향으로의첫여행’
-

)

국내·외 입양기관 유관단체 주요 동정 및 행사

(2008.8.14~8.16)

-

-

(2008.8.29)

9

(2008.11.8)

- 2008

(2008.12.12~12.13)

-

(2008.12.23)

(OKF)

- 2008
-

2

-

2

(2008.6.10~7.11)

(2008.9.29~10.2)

(2008.10.1~10.4)

- 2008

(2008.10.4)

- 2008

(2008.12.3)

쪾해외입양인연대

(G.O.A.'L)

- G.O.A.'L General Meeting(GOAL

연례총회

)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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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작가사진전“우리의공간 개의시선”
창립 주년기념행사및컨퍼런스개최
송년 한마당
쪾뿌리의집
‘뿌리의집’미니콘서트
영시낭송회
출판축하회및개원 주년기념식
김치담그기교실
쪾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제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쪾서울시아동복지센터
겨울방학특집열린심리교실
심리검사
열린심리교실및부모교육
쪾부산시아동복지센터
입양가정을위한한사랑가족캠프
학습흥미검사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동화로배우는영어교실
노란리본달기캠페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심리치료
개최
부모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쪾기타
이화영아원‘네손가락 피아니스트이희아콘서트’
꽃동네천사의집 사랑의연수원가족캠프
꽃동네천사의집 꽃동네 주년행사
홍익아동복지센터 행복나눔카페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제 회늘사랑어울마당
꽃동네천사의집 사랑의연수원가족캠프
-

:6

-

10

(2008.8.1~8.2)

(2008.8.1~8.3)

-

(2008.12.20)

(Koroot)

-

(2008.4.25)

-

(2008.5.24)

-

5

-

(2008.8.15)

(2008.12.6)

(InKAS)

-

1

(2008.8.9)

-

-

(2008.1.14~2.24)

(2008.3.22/ 6.28/ 11.29)

-

(2008.7.21~8.21)

-

(2008.6.27~6.28)

- 2008

(2008.8.13)

-

처음으로친엄마를만나고…
진데이비스
(Jean Davis)

필자는 미국 입양인이며, 현재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2008년 봄, 친모와 상봉하였음.
I remembered to bow respectfully when she walked in. That morning I had my first panic attack
ever. I couldn't do it; I just couldn't make myself walk through the door to meet the stranger who
was a mother to me for the first three years of my life. Thanks to the love and strength of Nate, who
calmed me down and literally pushed me through the door, I entered the conference room to meet
my birth mother after 29 years.
She is taller than me. I have her eyes and hands. My complexion is fairer than hers. She grabbed
me and hugged me harder than I expected. I felt her heartbeat and hugged her back. I can't say that
it was comforting to be back in her arms, but we both had tears in our similar eyes.

(2008.11.5~11.13)

-

(2008.11.17)

-

-

친가족 재상봉 수기

(2008.11.19)

Case Conference

-

-

,

(2008.6.27)

-

,

-

,

-

(2008.7.19~7.20)

32

(2008.9.8)

,

-

(2008.11.26)

(2008.12.22/ 12.24/ 12.26)

(2008.10.11)

,

,

9

(2008.10.18)

(2008.12.13)

Some questions were answered. My real birthday. The reason she chose "Judy" as my birth name. The
fact that she truly loved my birth father and that I was conceived in young and innocent love. The pain
and guilt that she had carried around all these years. The countless prayers she said for me. I could
almost see her put down the heavy burden after almost three decades. She described how distraught she
was and how bad our situation was at that time. She pleaded with me to understand that it was so bad
that she contemplated mother/daughter suicide, so we would be together forever in Heaven.

I assured her that I never had anything but gratefulness in my heart for her wrenching choice. I thanked
her for my life and for giving me a chance at a better life; a life with health, education, friends, and love.
I told her about my childhood and my accomplishments. She told me that I was a smart and loving
infant. I assured her that I never wanted for love or material things. She was disappointed that I
wasn't religious or that I spoke Korean, but she said she could sense strength in me and a good soul.
A first impression a second-time around.
The gap of language was blessedly bridged by my friend Hoya who acted as translator. It was
wonderful to have a friend in the room, not just an interpreter.
She held my hand the entire time we spoke, she wouldn't let me pull away, but after this meetin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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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already feel myself distancing myself. I had done what I wanted to do

to thank her and to

answer her questions and to have mine answered. But I have a loving mother and until 2000 I had a
loving father until he passed on. They aren't my temporary parents, they are just my parents.
Too many years have passed; there are too many cultural differences with this woman who bore

아름답게빛나는어머니

미혼모

-

(

)

me. She has built a life for herself and so have I. We can't possibly complete each other beyond this
point. I am finally at peace with this.
I hope that she is, too.

그녀가방안으로걸어들어왔을때 그녀에게공손하게인사한것을기억한다 그날아침나는극심한공황상태여
서 내 인생의 첫 삼 년 동안 나에게 어머니였던 그 낯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나를 안심시켜주
고 직접나를그문으로이끌어준네이트의사랑과도움덕분으로 년만에나의친모를만나러회의실에들어갔다
그녀는 나보다 키가 컸다 나의 눈과 손이 그녀와 닮았다 피부는 내가 그녀보다 더 하얗다 그녀가 내 손을 잡으
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껴안았다 나는 그녀의 심장박동을 느꼈고 나도 다시 그녀를 꼭 껴안았
다 그녀의팔에다시안기게된것이꼭편했다고는말할수없지만 서로닮은우리들의눈에서는눈물이흘렀다
,

.

,

,

.

,

, 29

.

.

,

.

.

,

,

.

.

몇가지의질문들에대한대답이이루어졌다 내진짜생일 내이름을‘주디’라고선택한이유 나의친모가나
의친부를진심으로사랑했고 어리고순수한사랑속에서내가태어났다는사실 오랜시간동안짊어지고온그
녀의고통과죄의식 나를위해해왔던셀수없는그녀의기도들 년을보내고서야그녀가그무거운짐들을내
려놓는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나빴는지
를설명했다 엄마와딸이자살하면함께영원히천국에있을수있다는 나쁜생각을했다는것을내가진심으로
이해하기를바랬다
.

,

,

,

.

.

. 30

.

,

,

.

.

나는 그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 맘 속에 감사함 말고는 아무런 다른 감정은 없다고 확신시켰다 나는 그
녀에게 내 생명과 나에게 더 나은 삶 즉 건강과 교육과 친구들과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나는그녀에게나의어린시절과내가성취한것들에대해말해주었다 그녀는내가아주똑똑하고사
랑스런아기였다고말했다
나는 한 번도 사랑이나 물질적인 것을 원한 적이 없었다고 그녀를 확신시켰다 그녀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
지 않고 한국말을 할 수 없는 것에 실망했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가진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다
언어의 장벽은 다행 이도 나의 친구가 통역자로서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 곳에 그냥 통역자가 아닌 친구가 있었
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의 친구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내내 나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나에게서 몸
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미팅 후에 나는 이미 그녀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다만 내가 원했던 것을
했다 어머니에게 감사하기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까지 하지만 나는 사랑하
는어머니가있고 년도까지돌아가시기전까지사랑하는아버지가있었다 그들은나의일시적인부모가아
니고그냥나의부모님들이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나를 낳아준 이 여인과 나는 너무나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삶을이루어왔고 나도역시그렇다 이시점을지나서우리는서로완전해질수없다 마침내나는이것으
로평화롭고 그녀도그러기를바란다
.

,

.

.

.

.

,

,

.

.

.

.

.

.

,

,

20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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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임
대한사회복지회 대구 혜림원장

.

.

미혼모 우선 미혼모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쪽 눈과 귀를 막고 미혼모를 대하게
된다 미혼모는말그대로결혼을하지않은상태에서임신을한여성을가리키기에 유교문화의전통에뿌리를두
고여성의순결과정조를강조한우리의문화속에서이들은임신을알리는순간부터부정한여자가되는것이다
...

.

,

.

미혼모들은 미혼모가 되는 순간부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적기 때문에 혼자 임신을 감당해야
한다는심리적압박으로불안감과우울증을경험하기도한다 이렇게불안정한과정에서미혼모들은임신기간을
거쳐 분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혼모의 아기들 또한 건강상에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대 미혼모의 경
우는학업의중단이나 미혼모자신의신체적 정서적성장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

.

.

.

,

,

10

.

임신은 여성에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은 삶의 그 어떤 순간보다 힘들고 고통스
러운시간을보내게된다 미혼모들의임신이사전에준비되고계획하에이루어진것이아닌경우가거의대부분
이고 이과정을함께해주는미혼부들이없고 가족의지원이없이때문에이들의아이는친권포기되어지는경
우가 많다 최근에는 자신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경제적 자립 준
비가미흡하고가족들에게도움을구하기도어려운처지이다 그리고미혼모와그아이에대한지원이턱없이부
족하여주변의도움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

.

,

,

.

,

.

.

우리사회가조금만따뜻한시선으로이들을볼수있게마음을열어미혼모의신체적·정서적안정을도와줄
수있다면 이들이힘든시기지만결코혼자가아니라는믿음과용기를가질수있을것이다 사회전반적으로미
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용의 자세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미혼모
에대한긍정적인보도와여론형성으로일반인들이가지는편견해소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

.

.

.

실제로 미혼모들을 상담하면서 미혼모가 되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족을 포함한 주
변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과 그들의 달라진 시선이 제일 힘들었다고 한다 미혼모들을 미혼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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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내 딸이며 여동생이며 친구라는 마음으로
이해해줄수있는마음이필요하다 미혼모라고해서도덕적 법적입장에서무조건적비판이나비난은지양되어
야한다고본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힘든 사람은 분만을 겪고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당사자인 것이
다 이들은어려움속에서도어떤연유에서든낙태를하지않고 뱃속의소중한생명을지켜낸미혼모
즉
아름답게빛나는어머니로서오히려존중받아야할것이다
,

.

,

,

.

A Beautifully Shining Mother
(An Unmarried Mother Is a Beautifully Shining Mother)

,

.

,

(

)

.

한국의 미혼모를 위해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째 미혼부 책임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에서는미혼의경우미혼부의아버지로서의책임은거의묻지않는다
그나마 미혼부 책임법제화 방안이 미미하나마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미혼부에게 완전히 책임을 묻기에는 법적
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고 미혼모들의 인지 부족 절차적 복잡함과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기때문에보완이요구된다
둘째 미혼모의 학력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
게 되어 학력 위주의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사회인의 일원이 되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을 위해 학업 유지를 의무화
하고미혼모들의자립을위해지역사회와연계한사회복귀시스템구축이절실히요구된다
셋째 미성년자의 친권 인정에 대한 법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상 대 미혼모가 친권 포기를 할 경우
부모동의를필요로하나 대미혼모가분만후아이를양육하고자할때는부모동의가필요치않다 대미혼
모의경우자신의거처도불확실한상황에서단순히아이에대한애착과부모에게자신의분만을알리고싶지않
다는 이유로 양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
성년자인 대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코자 하는 경우 입양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제화가 필
요하다
넷째 미혼모들이 산전 진료와 분만과정의 어려움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미혼모 쉼터나 지원센터를 알지 못해 도움이 절실할 때 요청하지 못하고 위
험한자가분만이나분만후아동유기등의문제는없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성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많은 가임 여성들이 명확한 성지식 없이 부분별한
성관계로 인해 미혼모가 되고 있다 형식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
며건전한성개념수립이필요하다
여섯째 최근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건은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
이다 이들이 아동을 현재보다는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생각한다
,

.

.

An unmarried mother... When people figure out someone is an unmarried mother, most of them
treat her with a prejudice. An unmarried mother means a woman who became pregnant without
marriage. In Korean culture based on Confucian ideas in which virginal purity and chastity are
emphasized, unmarried mothers are regarded as unfaithful women as soon as they make public the
fact that they are pregnant.

,

,

,

.

,

.

.

hypochondria caused by heavy psychological pressure, since they have to take care of pregnancy by

.

themselves given that only few of them are still in keep touch with their partners. These women

, 10

10

pregnant and accept various physical changes. Above all, many of them suffer from anxiety and

10

.

,

It is hard for unmarried mothers to make sure family and surroundings the fact that they are

went through an unstable period of maternity, so their babies are likely to suffer from illness.
Teenage unmarried mothers may have special difficulties in physical and emotional growth.

. 10

,

.

10

.

,

,

.

,

While pregnancy is one of the most blessed gifts for women, unmarried mothers go through the
most difficult hardship during that period. Because most of them become pregnant without
preparation and there is no support from their partners and family, they are highly tempted to
abandon their parental rights. Even though more and more unmarried mothers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by themselves, they are not ready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sk for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family or surroundings.

.

,

.

.

mothers can become courageous in the belief that they are not alon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

general recognition about unmarried mothers and to embrace them with generosity. If the media

,

.

If we open our heart and are able to help them to recover physically and emotionally, unmarried

,

makes more favorable reports about them and try to form positive public opinion, it can be a great
help to eradicating general prejudice against them.

.

In fact, when asked what the most fearful thing was as an unmarried mother, they answered it
was scornful response from family and surroundings when they unfolded the fact that they were
pregnant. We should throw away a biased view against unmarried mothers and sympathize with
them as if they were our daughter, sister, and friend. I believe that we must stop criticizing from
moral and legal views. The most painful one is an unmarried mother herself, who went through
delivery and could not help but take responsibility for her baby. Rather, they should be respected as
a beautifully shining mother, who did not procure abortion and kept the precious lif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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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her body.

I would like to make several proposals about necessary policies for unmarried mothers of Korea.
Firs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system that imposes legal responsibility on unmarried

내성장의거울이되는샤론친구들…

fathers. In Korea, parental responsibility is rarely put on them. The law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unmarried fathers took effect already, but the existing law should be revised. In current system,
it is difficult to call unmarried fathers to account due to legal flaws and unmarried mothers hardly
receive substantial benefits from it due to lack of recognition about it and complicated procedures.
Second,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institutional support for unmarried mothers and
help them stand by themselves. Especially, teenage unmarried mothers have no choice but to stop

백민선
동방사회복지회 경북 샤론의 집 사회복지사

studying and that makes them feel difficult to become a normal member of the society. It is
desperately required to impose a duty of studying on them and establish the system that enables
them to become independent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y.

’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pplication of the law about teenage parents legal rights to
approving. Under the current system, in case a teenage mother wants to abandons parental right,

’

she needs to obtain her parents approval. Otherwise, when she wants to raise her child after
delivering, she does not need to do it. As for teenage unmarried mothers, many of them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only because they love babies and do not want let their parents know about the
fact that they are pregnant even though their basic living conditions are unstable. This often leads
to failure of raising children in a desirable way. Thus, it is essential to enact the law that requires

’

approval from teenage unmarried mothers parents even when they want to raise children.
Fourth, it is important to make good use of public relations about institutions where unmarried
mothers can receive emotional support and talk over medical service before childbirth and
difficulties in delivering. Often unmarried mothers could not ask for help because they had no idea
about relevant institutions. Some of them delivered a baby by themselves without any help or
abandoned a life after childbirth. We should not let these terrible things happen again.
Fifth, we should put great emphasis on the need of sex education. Many women became unmarried
mothers because of thoughtless sexual relations without exact sex knowledge. Beyond conventional
education, we should educate women substantially with systematic approach so that help them to
establish a right concept about sex.
Sixth, the number of unmarried mothers who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is on the increase, but
current system is not capable to support them. The society should assist them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so that they are able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more stable environment.

새로운한해봄을향해나서는지금나는희망을나누자고감히말하고싶다
사회복지사로서 마지막 일터라 여기며 설레며 동방의 가족으로 기꺼이 합류하였다 직업인으로서 더구나 생활
시설에서의사회복지사는내내긴장과인내의연속이었으며미혼모자시설인경북샤론의집도예외는아니었다
.

.

.

철부지 어린 미혼 엄마들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전해오는 안타까움은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고 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누가 이곳까지 등 떠밀었을까하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우리 집 입소자들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졸업
하거나 중도 포기한 학력자가 가장 많고 대 초반과 대 후반의 입소자들이 대다수인데 주목되는 점은 입소미
혼모의 가족관계를 볼 때 미혼 엄마들의 개인 문제가 아닌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라는 사회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는점이었다
.

, 20

10

.

이렇게 업무를 익혀가고 있는 입사 열흘 차 늦은 오후 진통을 참아내는 스무 살 어린 미혼 엄마의 몸과 얼굴은
온통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엄마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고 완강히 거
부를 하며 힘들어하는 어린엄마 밤 시 입원준비를 하여 병원을 향해가는 내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
이는어린미혼엄마의얼굴을마주대하며인내를배워야만했다
분만대기실“죽을것같아요 선생님나좀살려주세요 ”라고말하는어린산모는그야말로숨이잦아드는한
마리여린새와도같았다 긴장과침묵속 진통을하면서도깜빡깜빡잠이든모습은영락없이앳된소녀였다 다
시 진통이 시작되고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새벽 시 반이 넘어가는 그 때 드디어 아가는 태어났
고 진통도멎었으며 내안에서도희열과감동과아픔이번갈아스쳐지나는시간을동시에맞이했다
,

.

.

11 ,

.

.

,

...

.

,

.

3

,

,

,

.

그렇게 부모님께도 차마 말씀드릴 수조차 없이 어려운 사연들 속에서 우리 아가들은 태어났건만 그런 사연들을
알 리 없는 아가들은 해맑게 웃는다 만감이 교차하는 입사 후 첫 출산식을 치른 이후 내 마음 안에서는‘왜 하필 ’
이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만약 저 어린 미혼엄마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채찍질 하시면
안될까 라는물음에힘겨웠다 하지만오로지신의섭리로만설명되어질수있는생명탄생의경이로움은아무도설
명해줄수없는고귀한선물임을받아들이는요즘나는어린미혼엄마들에게감사함을배우며함께성장코자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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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
이다 마태
라는말씀을우리미혼엄마들에게전하고자한다 아주작고미흡할지라도반드시세상에필요
한존재임을스스로자각하게된다면현실의무게를떨치고일어설수있을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다 적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일이나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
록함께공부해나가는일이우리의할일임을깨닫는다
아무리멀고험할지라도포기하지않고끝까지걷도록지지하고용기주는일도우리의몫임을가슴속에담아본
다 아직은 부족함이 더 많기에 용기보다는 한숨소리가 고개 들기도 한다 하지만 훨씬 더 큰 희망이 내 가슴에 있
기에하나씩하나씩나누어주련다 년은희망을어린미혼엄마들과함께하고싶다
.

(

?

5:13~14)

.

.

.

.

.

. 2009

and pains going to a hospital at 11 pm for hospitalization.

“’

Labor waiting room. The young woman in childbed, saying I m gonna die. Doctor, please help

”

me... looks like a young bird breathing with gasps. The shape of the young woman sleeping
flickeringly while suffering labor pains looks like a young gird amid tension and silence.
When her labor pains started again and she trembled with pains and fear at 3:30am early morning,
a baby was born finally and labor pains stopped, and then I had time to alternatively feel joy, move
and pain inside me.

.

’

The babies were born amid difficult situations that couldn t say even their parents like that, but the

“

babies not knowing the situations laugh clearly. A question saying

”

Why necessarily?

was

continuously spined around in my heart since I experienced the first delivery made me feel a flood of

‘ ’

emotion after my entrance. A question saying Isn t it possibile that God whips in a more different

’

way if there were faults in that young unmarried mothers? made me arduous. However, now I accept
that wonder of life birth that can be explained by only Divine Providence is a precious gift that

’

…

Sharon s friends becoming a mirror of my growth

I want to say dare to share hope at the present going forward the spring of new year.

I gladly joined to a family of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Inc. while I think it is my final
workplace as a social worker. The social worker in institution as an employee experienced tension and

’

endurance continuously and the Sharon s House in Gyeongbuk, unmarried mother and child
institution was not an exception.

I wondered what background made the heartbreaking situation like this while meeting young
childish unmarried mothers and who made them come to here. Most inmates of our House has
graduated from middle?high School or dropouts, and most inmates are in the early half of twenties
and the latter half of teenagers. The noticed point is that it includes a social problem like divorce
instead of a personal problem of the unmarried mothers when viewing family relations of unmarried

nobody cannot explain, and I want to grow together while learning gratitude from the young
unmarried mothers.

You are salt of the world. However, if the salt loses its taste, with what can it be salty again? I

‘

want to let our unmarried mothers know the Word saying You are light of the world(Matthew

’

5:13~14) . If they are self-aware by themselves that they are surely necessary beings in the world
although they are very little and insufficient, they could overcome weight of the reality and stand up.

For that, I realize that our task is to suggest a direction so that they make selection capable of
becoming less wound or to study together so that the same pain is not repeated again.

No matter distant and steep it is, I keep in my heart that our task is to support and give courage so
that they walk to the end without giving up. As I still have more insufficiency, sigh sound rather than
courage comes out. However, as much larger hope are located in my heart, I want to give it one by
one. I want to share hope together with the young unmarried mothers in 2009.

inmate mothers.

In late afternoon when I am learning my task like this and 10days have passed since my entrance to
the House, the body and the face of a young unmarried mother of 20 years old enduring labor pains
were all covered with sweats. A young mother feeling arduous and rejecting contact of her mother, if
it is not a situation that she could die really.
I should learn endurance facing the face of a young unmarried mother breathing with gasps in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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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입양서류와자료의전산화작업을 하면서…

사후관리업무는 항상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우선파일 룸에있는 년부터 년까지의약 명의
입양서류를순서대로작업을 하였고 다음으로 현재사후관리업무가진행 중인파일들을진행하였는데이미작업
이완료된파일과되지않은파일 상담이진행되면서추가로기록이남거나새로이사후상담이시작되는파일등
을구분하기위하여파일을일일이확인해야 하는등의복잡한 일들이있었으나비교적순조롭게진행이되었다
1964

2008 ,

2007

17,000

,

,

.

그러나 문제는 검수작업이었다 많은 업무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했던 업체의 계약직 직원들이
입양업무와 서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제목이 달라지면 다른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입력을 하지 않았거나 엉뚱한 다
른 서류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양업무를 아는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모든 파일을 검수해야 할 필요가 있
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인력으로 이러한 일까지 하느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있어 개월을예상하였던작업이아직종결이되지않고진행 중에있다 또한 검수한 것중에문제가있
는것을모두수정 보완한 후에야최종적으로마이크로필름이만들어지기때문에아직시간을더 필요로 한다 하
지만 이 힘든 작업이 모두 끝나면 입양서류가 안전하게 잘 보존 관리될 수 있고 각종 입양자료의 검색이 용이하
여사후관리업무가훨씬쉬워질것을기대하며오늘도지쳐있는직원들을독려하며작업을 하고있다
.

.

김춘희
한국사회봉사회 총무부장

6

.

,

년에설립된 한국사회봉사회는입양과후원사업을목적사업으로업무를시작하여 현재는청소년수련사업
을포함하여 프로그램이확장되었다 설립자이신고백근칠이사장님께서는당시전쟁후우리나라의사회적혼란
과경제적불안정으로인한 혼혈아동과빈곤가정의아동들을대상으로입양사업과후원사업을시작하였으나 멀
지 않은 장래에 사회가 안정되어 해외입양사업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양사업에 그리 힘을 쏟지 않으셨다
대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작은 계곡을 구입하셔서 새싹동산이라 이름 지으시고 한국사회봉사회가 종합
사회복지기관이되는꿈을가지셨으며 그원대한 꿈이이루어지기위하여계속준비중에있다
1964

,

.

,

.

.

,

.

,

.

세월이흐름에따라많은입양서류들은철제파일박스에계속보관되고있는데그파일박스는세월을이기지못
하여이제는열고닫기에도벅찬존재가되고있으며 파일룸은가건물같은오래된건물에있기에여름에는덥고
겨울에는 추운 탓에 직원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하였다 직원들은 파일 룸을 새로 만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하기를원하였으나 한국사회봉사회의종합적인장래계획과 함께적절한 장소에 현대식설비를갖춘파일룸을구
상만 할 뿐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으며 또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입양서류는 영구히 보
존되어야 하기에장기간보관중인입양서류가자연재해나직원의실수로손상되거나분실될것을우려해왔다 그
러던 중 이러한 문서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후원자의 지원과 본법인의 기금으로 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년 월에입양서류를마이크로필름으로 입양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만들기로결정하고작업을시작하
였다
,

Working on adoption papers and research data, in 2008

.

,

.

1

2008

5

,

.

몇몇 업체를 만나며 업무를 논의하던 중 이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자료를 처리한 경험이 있던 업체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 업체에서는 파일 룸이 있는 건물에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작업할 사무실을 준비
하였고 홀트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필름으로 또한 데이터베이스로만들어야 할지를정하고작업을시작하였다 만약자연재해나직원의실수
로파일이손상되거나분실되었다 하더라도사후관리업무를 하는데에전혀 문제가없도록입양배경과관련된서
류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기로 하였고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각종 자료와 통계를 신속하게 검색하
는데에 필요한 입양자료를데이터베이스로만들기로 하였다

Korea Social Service, Inc. established in 1964 started to aim at adoption and supporting business,
and now is extended its program to youth development. The departed director Baek, Keun Chil, who
established KSS, embarked on adoption and supporting business for half-blood children and children
under poverty who were abandoned for after-war chaos and financial unstability. However, he did
not put his full energy expecting that the society would soon be stabilized and overseas adoption
business would not be needed anymore in the near future. Instead of that, he purchased small valley,
located in Dongtan-meon, Huwasung-si, Kyunggi-do, and named it as the bud hill. He dreamt KSS
will become the integrated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kept working on the dream.

.

,

,

,

.

,

The problem is the countless adoption papers is still keeping in the steel file cabinet, and they have
become a burden with time and tide. Since the room with files is in the old building, it is too hot in
summer and cold in winter. Staffs had no choice, but to take the whole inconvenience. They want to
build a new file room and work in the pleasant environment, but it was just ended as a plan to bu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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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om with modern facilities due to limited budget. Moreover they kept worrying about having the
whole adoption papers which have been kept in the long term intact from natural disaster and

’

employee s mistakes. Meanwhile, they could manage to ensure about 100 million won thanks to some

’

sponsor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aper management and the main institute s fund. On May,

‘입양가정지원센터’ 년여를돌아보며…
1

2008, they decided to turn the adoption papers into micro-film and put the adoption data into the
database list, and started to work on that.

We decided to work with the company which already has an experience to deal with adoption

’

papers in Holt Children s Services, Inc. The company managed a building with a file room and
equipped with all sorts of facilities. Furthermore, they upgraded the previous Holt program and made

최안여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정지원센터장

a new one, and also they sorted data out and divided them into films and database. They kept the
papers, which contain the back ground of each adoption case, into the micro-films for aftermanagement. Database was made to make after-management easier and efficient, and it saved time
to search all sorts of materials and statistics.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 거는 희망에 찬 소망들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인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
끼며 그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가힘을 합해 노력한다면이어려움을잘극복하고희망의날이우리를기다리고있지않을까기대를 해 본다
지난 년에는 우리회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국내·외적으로 입양사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였다 이에 우리회에서는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영구
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고 그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한 입양인과 입양가족 친가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사후 상담서비스를 위해 년 월 일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정지원센터
를개소하였다
그동안국내·외입양인및그가족에게보다더체계적이고다양하게사후상담서비스가제공되어왔으며그
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 입
양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입양인을비롯하여 입양가족들에게 정확하고신속하게 각종 입양정보를 제공하였고 뿌리
찾기 프로그램을통해 명의입양인들이친가족이나위탁모를만날수있도록주선하여입양인들이자아정체
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외입양인의 모국연수를 통해 모국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접할 기회
를제공함으로써모국에대한 긍정적인인식개선과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양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은 입양인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같이 울었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환호하였다 특히 해외 입양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가슴찡한 민족애를느꼈다 사실많은 해외입양인의모국방문은단순한 호기심을넘어자신의정체성을
찾는 매우 절실한 일이라 조심스럽고 때론 친부모를 설득해야하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
을 뿌리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다 일부 입양인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 한국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편견 없이 건강하게 받아줄 수 있
는성숙된우리가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입양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많
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센터에서는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위해 국내입양 공개가정 자조모임인 홀트 한
사랑회를지원하고그들의자조모임에 함께참여하면서많은입양가족들에게서로간의인연맺기를통해 정보를
.

.

First of all, we worked on the adoption papers of 17,000 children which dated from 1964 to 2007,
and then deal with the current on-going adoption papers. It was smoothly proceeded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hard to sort out a lot of finished papers and undone papers.

.

.

2008

.

,

However, the problem was revising work. In spite of many discussion, the contract employees of
the company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of adoption case and papers. It made us to through
double check all papers. Due to the shortage of work force, it took a lot of time and the still on-going
project is delayed. We expected the work should be done in 6 month in the first place. Since microfilm is made after we revised all the papers which have problems, we need more time. Despite the
those problems, we encourage each other to keep working on the project expecting adoption papers
will be kept safe and make the after-management convenient with quick data search.

2008

3

4

(Post Adoption

.

Service Center)

.

233

.

,

,

,

.

.

.

.

.

.

.

2009 GAIPS NEWSLETTER

2009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입양기관 단체실무자기고문
/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뿐만이 아니라 국내입양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년을 회고해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한 해였지만 보람도 많았고 아쉬움도 남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행복
했다 그리고이러한 일들이차질없이잘진행되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기까지밤낮과휴일구분없이 헌신
적으로노력해 준센터직원들에게미안하고감사할 따름이다
.

1

.

.

마지막으로 우리 회를 비롯하여 그 외 입양기관 입양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은 아직 미
약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많은입양인과그의가족들의사후관리에따른다양한 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국
가적인지원이나관심이보다더절실히요구되며일관되고체계적인사후관리및지원대책이 하루속히실시되
어야된다고생각한다
그래서과거에입양으로인해 우리나라를떠나야 했던많은 해외입양인들이좀더자긍심을갖고자국에서훌
륭한 성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길 바라며 한편으로는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
아갈수있기를기대 해 본다
,

,

.

.

.

their identity. Also, we tried the overseas adoptees to have a positive perspective and pride of their
homeland by giving them a chance to get to know the languag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ir
homeland by experiencing them.
In this process, the staff of Post Adoption Service Center participated together with the adoptees
and their families, shared tears when they cried, and shared joy with them when they were happy.
Especially, our heart glowed with patriotism when we saw overseas adoptees learning our culture
earnestly. In fact, for many overseas adoptees, visiting their own homeland is more than just a

’

’

’

curiosity, it s a big deal for them since it s finding their identity. Therefore, it s cautious and

“

”

sometimes very difficult pursuing their birth parents, but we felt that blood is thicker than water

“

”

’

by running off the birth family searching event. Some of the adoptees didn t only collected
information of their roots but also learned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hoping to live in
Korea. I hope we could be mature enough to accept them without any prejudice.
Also, while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adoption in Korea is changing a lot, our perception still has
to be changed to accept adoption as our own job. Our center worked hard to help the adoptive family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meeting other adoptive families, and not only offered moral support
but also tried to revitalize domestic adoption by supporting and participating in Holt Hansarang,
which is a domestic adoption open family meeting. Looking back upon the last year, it has been a
really busy year but it was worthwhile, and sometimes felt regretful but happy by meeting warmhearted people. And we are just very sorry and thankful for the staff of the center who worked very
hard night and day devotedly until these works go very well without any setback.

Looking back upon the one year of Post Adoption Service Center
Finally new year of 2009 has begun. All my hopes that I had for the new year seems getting
smaller, maybe because of the worldwide depression. Sometimes, I simply hope for everything to go
without any trouble. However, just as the saying goes, crisis is an opportunity, and if we all pull
together, hope that we will overcome difficulties, and a future full of hope will be waiting for us.
Last year, 2008 was also a tough year for our agency. There were many demands for changes of
adoption business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 adoption business needed more organized and
professional post consulting services. On March 4th, 2008, our agency opened Post Adoption Service

Lastly, even though there are many developed after programs being implemented for our agency,
adoption agencies, adoption organizations, private organizations, etc, the investment of time and

’

money is still weak. However, to satisfy man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various needs for post
adoption services, there must be a national support and concern. Also, consistent and organized post
adoption services with support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immediately.
Afterward, I hope a lot of overseas adoptees who had to leave our country before due to the
adoption have more pride and become a respectable person in their own country, also I hope many of
them to come back and settle in Korea and live happily.

Center to provide a permanent family to the children who needed home and to give more organized
and professional post consulting service to the adoptees and their families.
So far, we have provided more organized and varied post consulting services to domestic and
overseas adoptees and their families, and tried really hard to set a new system which fulfills their
needs. As a result, last year the Post Adoption Service Center provided all kinds of information
accurately and quickly to adoptees and their families, and helped 233 adoptees to meet their birth

“

”

family and their foster mother through birth family searching event so the adoptees could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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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캠프에참석했던아이들은어느새청년의모습으로캠프의도우미역할을톡톡히해주고있다 이젠중·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많아져 올해부터는 유스캠프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입양”에대한경험이얼마나다양한모습으로표현될지벌써부터큰기대감을갖게된다
캠프를통해서만나고함께한우리아이들을한마디로표현하면보 석 같은아이들이다 비록아직은반짝반
짝빛나는모습을갖추진못했지만보석과같은귀한존재로그값어치를알고힘쓰고애쓰는입양부모들의인내
와기다림이우리아이들을빛나게할것이라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멋지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이 사회를 반짝반짝 빛내는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또한지금이시간에도우리친구들을위해누구보다염려하시고수고하시는우리입양가족들을응원한다

반짝반짝빛나는꿈

.

.

. .

.

.

.

.

조민혜
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매년 월이면‘설레임’이란 감정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별 캠프”준비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몰라보게 성
장했을아이들과의만남에대한기대감그리고어떻게하면 박 일동안아이들을즐겁게해줄수있을까 하는
고민가운데하루하루캠프를준비하게된다
별캠프는“입양”이라는“별”에서만난가족이라는의미로 년부터입양아동을포함하여입양가족내의아
동을대상으로진행되어올해로 회를맞이하고있다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제 각기다 전국적인 참여이다 보니 각 지역별 방언을 모두 듣게 되
고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학년 아동들의 아직은 유치원생 같은 모습부터 앞서간 학년 아동들
의 청소년 같은 모습까지 매년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처음 캠프를 진행할 때의 막막함이 재연되곤 한다 그
럼에도불구하고우리아이들에게는하나의공통사항이있다 바로“입양”이라는공통사항이아이들의다양한모
습과기대감을하나로엮어준다
처음참여한아동은이세상에입양아동이자신만있는것같았던고립감에서벗어나마치이세상에입양아동
만 있는 것 같은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낀 듯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때론“입양”이 여전히 어색한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아동들은 마치 매우 중요한 비밀을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는 듯하다 이렇게 입양에 대한 감정과 표현이 부정적이든 긍정적
이든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입양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것이아이들에게는좋은기회가되기때문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양한 놀이와 활동 프로그
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입양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그 모습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가되어가며서로에게누구보다든든한격려자가되어간다
이제는 더 나아가 입양가족 내의 유자녀들도 자신들이 입양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
길바라는다양한욕구까지표현하고있어캠프를준비하는손길이더욱분주해지지않을까생각된다
일 년에 한 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만큼 자라난 아이들의 희망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일하
는 나의 희망 또한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즐겁고 힘이
나는것이아닐까생각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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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ing Dreams

“

”

Feeling the flutter would be the mainspring of my life every June. I get to prepare the Star Camp

expecting to meet mature children for the last year and to please them good enough during the
camp.

“

”

Star Camp is going to be the 7th this year and it has a meaning that adoption is the star. An

adopted child and his or her sisters or brothers were object of the camp since 2003.
All the children participate in the camp have their own characters. They come from different
regions with different dialects. And there is a gap from one grade to six grade of elementary school.
It seems like perplexity of the very first camp is repeated over again every year but a common

“

”

consciousness adoption can make their various features and characters all together.
Adopted children who participate in the camp first come to realize that they are not the only
adopted ones and sometimes express their relieved feelings and moreover find pleasure in holding

“

”

their own connection as if it is their big secret. But the other hand, some of them feel the adoption

is a still uncomfortable thing to express to other people. One thing for sure is either the expression
is positive or negative, they can express their feelings actively and frankly. It can be a good chance
for those adopted children to reveal themselves.
Though few professional and sustainable programs have last, adopted children can think and talk

“

”

to others about their special experiences adoption grandly and so they can be encouragers each
other naturally after all through various playing programs.
Adopted children wish more and more about their situations. Because adopted children hope the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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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in adoption to understand their feelings and thoughts of adoption better, we need to be busier
to prepare the camp than ever.
As much they grow up, my hope for them grows big and that is why I can work harder with
pleasurer as time goes by.
And the very sam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camp in the past in the capacity of being
adopted are now grownups and willingly become helpers for the camp. Youth Camp which is held for

나를울린‘코레이탈리아니’
이 글은 패션 컨설턴트 장명숙이 쓴 책‘바다에서는 베르사체를 입고 도시에
서는 아르마니를 입는다’중 입양 관련 글을 저자의 동의하에 발췌한 것이다.
저자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양국 간의 다양한 문화 및 산업 교류 프로그
램의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다.
*

⊙장명숙 (Chang, Myoung Sook)

the first time this year is especially for student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t will be one way
how to express themselves diversely.

“ ”

I want to call adopted children in the camp jewel . They are just diamonds in the rough. Though

’

’

they don t have that shining looks themselves but with their adoptive parents care they could be
real diamonds and I hope they also shine the world someday.

바쁜 아침 시간 되도록 빼놓지 않고 챙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해외 입양아들의 친부모를 찾아주는 프
로그램이다 방송에직접출연하거나세계곳곳에서화상을통해친부모를찾는해외입양아들 사연은제각각이
지만그들을보고있노라면가슴이무거워지고왠지모르게미안함과죄책감이느껴진다
더구나 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계 친구들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스테파니아 디 마르코
체칠리아 크리스티나 파올로…… 모두 이탈리아 이름을 지녔지만 얼굴도 핏줄도 한국인이다‘코레 이탈리아
니’로불리는그들은여성일경우‘코레이탈리아나’로 남성일경우‘코레이탈리아노’라고자신을소개한다 한
국계이탈리아사람이라는뜻으로 한국에서태어났지만이탈리아로입양돼그곳국적을가지고있다 나는언젠
가그친구들이자신의뿌리와부모를찾겠다고할때어떤방법으로든도움을주고싶다 특히스테파니아디마
르코는딸마르티나가 살이되면한국을찾겠다고했으니이제꼭 년남았다
년 여름 나는 남편이 모교를 방문하는 길에 함께 이탈리아에 갔다가 요즘 한국 유학생들의 동향을 문의
할 일이 생겼다 그때 한국 유학생 담당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스테파니아였다 동양 여자가 영어와 이탈리
아 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에 난 일찍 유학을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끝에 이탈리아 어
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자 그녀는 자신이 한국계 입양아라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앉는느낌이었다
그녀의 말은 이어졌다 한국 유학생들을 상담하던 초기에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말했
지만 이내 상대방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는 걸 보고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유학했다는우리부부를만나니자기도모르게얘기를하게됐다는것이다 그녀는아직결혼식을올리지않았지
만동갑내기연인알레산드로와의사이에딸마르티나를두었다 양부모가사준아파트에서딸과함께살고있으
며 알레산드로는 아직 그의 부모와 살고 있다 하지만 거의 날마다 찾아와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기에아직결혼은고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 이탈리아젊은이다운사고방식이다
며칠 뒤 스테파니아의 부모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밀라노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아파트에 들어서
자 살배기딸마르티나와선한인상의부부가우리를반갑게맞아주었다
스테파니아의아버지는건축가로시칠리아출신이다 밀라노출신인어머니는초등학교선생님이다 슬하에는
녀 남을 두고 있다 맏딸 크리스티나 둘째 딸 스테파니아 셋째 딸 로레다나 막내아들 다니엘레 이렇게 소개
하면 자식 욕심이 조금 많은 평범한 이탈리아 부부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모두 입양한 자녀들이고 자기 자식은
일부러낳지않았단다 그중셋째딸과막내아들은이탈리아국내에서입양한아이들이다 크리스티나와내친구
스테파니아가홀트아동복지회를통해입양한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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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울린‘코레이탈리아니’
크리스티나는 이탈리아에 처음 입양된 한국 고아다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다 보니 동양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서 노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두 번째로 스테파니아를 입양했다고 한다 이렇게 친부모가 다른 두 아이를 자매로
맺어주고사랑으로키운디마르코부부 아버지는한국인입양아협회의회장직도맡고있다
이 가족을 만나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미안하고 죄스럽고 빚진 것 같은 기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큰절이라도올리고싶은심정이었다
곧이어기가막히게맛있는시칠리아요리가나왔다 딸의나라에서온손님을대접하기위해아버지가직접준
비하셨다고스테파니아가자랑스레이야기했다 시칠리아의음식은고춧가루와마늘이많이들어가한국인의입
맛에잘맞는다
감탄사와인사를번갈아연발하는내게스테파니아가아버지자랑을이어갔다 아버지는스테파니아가어렸을
적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셨단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서 에스프
레소를 뽑고 우유를 데워 비스킷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셨다고 준비한 아침 식사를 인용 쟁반에 받쳐 들고 가장
먼저 어머니 방으로가 아침 인사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식사를 놓아준 다음 딸들에게도 똑같이 쟁반을 들고가
아침인사를건넸다고한다
날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스테파니아네 가족 아침 식사뿐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상은 오
롯이 자식들에게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이제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집에서 가장 큰 방을 가족실 겸 놀이방으로
꾸며놓고유치원에서돌아오는손녀들을맞아주신단다 딸을을키울때했던그대로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시칠리아의 도수 높은 와인을 권하는 사이 어머니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봉투를 하나
가지고나왔다 그봉투에서서류를꺼내나에게주며거기적힌한국어를이탈리아말로번역해달라고조심스레
부탁을했다
아 이때처럼 내가 한국인인 것이 창피한 순간이 있었을까 그 서류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아기를 보낼 때 같
이 보낸 것이었다 년이나 지나 색이 누렇게 바랬지만 거기 적힌 글자만은 또렷이 보였다 그중에서도‘발견
장소 우이동파출소옆’이라고적힌문구에눈길이갔다
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복받쳐 올라오는 걸 간신히 억눌러야 했다 이 부부가 한국인입양아협회의 활동을
설명해줄 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다른 이탈리아 아이들이 외모가 다르다
며 놀릴 때면 아이들을 붙들고 같이 울었고 사춘기가 되면서 정체성 때문에 방황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 불면
증에시달리기도했단다
이야기 끝에 다른 한국계 입양아들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들이 오기로 한 날 나는 밀라노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의 재료를 몽땅 사왔다 그러고는 한
국 엄마가 된 기분으로 정성을 다해 불고기와 비빔밥 잡채 등을 차려 냈다 생전 처음 먹어본다는 한국 음식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특히 스테파니아와 같은 시기에 입양된 체칠리아의 아들 티치아노가 숙주나물을 더
달라고 몇 번이고 외칠 때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국 여자와 이탈리아 남자사이에서 태어난 살
배기녀석이한번도맛본적없는숙주나물을좋아하다니 유전자는어쩔수가없나보다
체칠리아는순박한시골처녀처럼생겼다 동양문화에관심이많은전기기사프란체스코와요가교실에서만
나 티치아노를 낳았단다 한국 땅의 자식인데 어째서 영희와 철수가 결혼해 길동이를 낳지 않고 체칠리아와 프
란체스코가결혼해티치아노를낳아야했을까
이날 만난 친구들도 모두 입양 서류를 들고 왔다 출생지는 전남 순천 경기도 서울 영등포…… 또 한 번 할
말을잃게만든빛바랜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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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들은 좋은 양부모를 만난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해 양지에서 살고 있는 입양아들이다 반대로 음지에
서 살고 있는 입양아들은 얼마나 많을까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철저히 외로워한 끝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례
도 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비슷해서 스테파니아의 양부모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들도있다 이탈리아사람은이제한국아이를입양할수없다 한국아이를입양한어느이탈리아부모가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한국의 입양 기관에 의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버리는 친부모를 만난것도 모자라 학대하는 양부
모를만난운명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
한국전쟁후생겨난고아들을키워줄수없던가난한시절 나라에서고육지책으로선택한것이해외입양이다
그런데한국이세계경제대국을바라보는지금까지해외입양은계속되고있다 이제는우리가부끄러워해야한
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서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참 좋다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 제품과
휴대 전화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사라져야 세계 속에 제대로
설수있지않을까 세계의지성인들은한국에전쟁고아들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특히 자식을 둔 부모들은 성교육을 비롯해 사람답게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
쳐야 할 것이다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이 땅의 핏줄들이 세계 어딘가에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버려졌다는사실때문에상처받는일은더이상없어야한다
나는 머지않아 한국을 방문할 스테파니아와 마르티나 순천 아가씨 체칠리아와 그녀의 아들 티치아노를 위해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대접하려 한다 숙주나물을 잘 먹던 티치아노를
위해더정성껏차려주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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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TALIANI’WHO MAKE ME CRY

year old Martina and Stefania's good looking parents, Mr. and Mrs. Marco, welcomed us.
Stefania's father is an architect from Sicily. Stefania's mother, who was born in Milan, is an

Chang, Myoung Sook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y have three daughters and one son. First daughter Christina, second
daughter Stefania, third daughter Loledana and son Daniele. If I would stop explaining about their

Although living a busy life, there is one Korean TV-program I'm trying to watch every day. The

children here further, they would be considered just ordinary people, who wanted a big family: But

content of this program is finding the biological parents of people who were adopted in the past into

all of their children are adopted. By choice, Stefania's parents don't have a 'baby of their own'. They

a foreign country. And when I watch the people who come from all parts of the world, I feel sorry

adopted the third daughter and the son in Italy, Christina and my friend Stefania were adopted

and remorse.

through the 'Holt child welfare centre'.

Especially, I can't stop myself watching this program, because it reminds me of friends who live in

……

Italy: Stefania Di Marco, Cecilica, Christina, Paolo

all of them have Italian names, although by

Christina is the first Korean child adopted into Italy. After that, Stefania's parents adopted
Stefania, because they wanted bring a younger sister for lonely Christina.

their looks and by their blood they are Korean.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parents, different blood, Mr and Mrs. Marco brought up their

’

These people, who are called 'Core-Italiani , introduce themselves as 'Core-ltaliana', when they
are female and as 'Core-Italiano' when they are male. These are 'Korean- Italian', who were born in

‘

kids with the same love. Mr. Marco is also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Adopted Korean
Children in Italy'.

Korea, but have Italian citizenship. Some day, I really want to help them finding by all means their
How can I express my feelings about this family, feelings of my own guilty conscience? Feeling

biological parents.

like having a debt, feeling sorry. I really wanted to bow deeply to Mr and Mrs. Marco.
First of all: Stefania Di Marco, who wants to visit Korea next year with her 8years old daughter.
Soon, Mr. Marco served the best Sicilian food I have ever eaten. Feeling elated, Stefania told me
In summer 2004, I visited our alma mater with my husband, because I wanted to know the
number of the Koreans who studied at that school. A person who worked as an assistant to these

that her father makes this food for the friends who come from his daughter's home country. Sicilian
food tastes very similar to Korean food, because garlic and red pepper are used as main condiments.

Korean students, that was Stefania. I thought she was an early-educated Asian student because of
her perfect English and Italian language skills. After a short conversation, as I paid her high
compliments on her Italian language, she said in a tranquil voice: "I am an adopted Korean child". At

While I expressed my admiration and appreciation, Stefania kept telling me about her revered
father.

that time, I felt as if something hit my head.
Every morning, Mr. Marco gets up before the whole family. He goes to the kitchen, makes
She continued with her story: Early in her career, she told Korean students that she was born in
Korea. But after she could see the change of their facial expressions, she stopped talking about her

’

espresso, boils milk, arranges cookies, puts everything on a tray and brings it to his wife with a good

’

morning kiss. After that, he stops at every child s room and does the same thing.

homeland. However, she said, she couldn't hide her joy and didn t want to hide her story again,
when she saw my husband and me.

This is the daily morning scenery of Mr and Mrs. Marco's family. Not just breakfast, the entire life
of Mr and Mrs. Marco is perfectly fitted into that of their children. Mrs. Marco decorates their dining

She said she has a fiance, 'Alexandro', of the same age, and his daughter Martina. She lives in an
apartment with her daughter and her fiance still lives with his parents. Because he was fulfilling his

room with kid's toys and every day she takes care of her grand children. Just like she used to do
with her children.

role as a husband and father, Stefania didn't consider marriage. Modern Italian thinking!
Finishing the dinner, while Mr. Marco offered a high-proof Sicilian wine, Mrs.Marco brought some
Several days later the parents of Stefania invited us. When we entered the high-class man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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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begun with the first page, I couldn't stop blushing with shame. Those letters came togeth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adopted children, who live in the shadow. Among those, some

with young Stefania from the 'Holt child welfare centre'. I could read the clear handwriting despite

children have mental problems due to their uncertain identity; several adopted children even

the 30 years old discoloured paper. It said:

committed suicide. Furthermore, unlike Stefania's parents, there were cases where the wrong people
adopted a Korean child. Italians can't adopt Korean children anymore. The reason for this

"Found near the Ui-Dong Police Station"

prohibition is that the Korean adoption centre found parents who abused their Korean child. Being
deserted by their biological parents, maltreated by their stepparents, how should these kids cope

I tried to calm my emotions, suddenly filled with sorrow. I couldn't say anything, when Mrs. Marco

‘

with their brutal fate?

explained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Adopted Korean Children in Italy'. When their kids
were insulted by other Italian kids, because of their skin colour and their looks, Mrs. Marco used to

During the times of poverty, Korea used the foreign adoption policy as a stopgap. Despite of our

cry with her daughters. As teenagers, the girls suffered from insomnia, because of their uncertain

meanwhile high development level, the Korean government still maintains this policy. This is a

identity.

shame for our nation. The world is surprised by the Korean records during the Olympics. The world
is praising cellular phones, electronic products and cars made in Korea. But if we want to live in a

At the end of the evening, they told me that other adopted Koreans wanted to see me. I suggested
inviting them for dinner to my house. On that day, I bought every Korean ingredient and condiment

’

'really developed country, we should erase this stain first: Being called an "orphan exporting
country".

I could find in Milan and put my whole mind into making Bulgogi, Bibimbab and Jabche.
The world knows that there are no more war orphan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know too
Despite having Korean food for the first time, they ate with gusto. Especially, when Ticiano, the

that nowadays most of the Korean orphans are coming from inappropriate sexual relationships.

son of Cecilia (Cecilia is the one of the Koreans, who were adopted at the same time as Stefania)
asked several times for the Korean-style sprouts salad which I had prepared, the tears were ready

To prevent this, Korean parents should provide a 'proper sex education' for their kids. We must

to well up in my eyes. A 2-year old boy with an Italian father and a Korean mother, who likes

protect those children, who were born out of an amorous adventure, from an unhappy life. We must

unfamiliar Korean-style salad...... Blood will tell!

prevent that adopted children are victimised and racially discriminated.

Cecilia looks like a typical Korean girl. Francesco, who likes Asian culture, met Cecilia in yoga
class. Ticiano is their only child.

Before long, I will make plans for the visit of Stefania, Martina, Cecilia and Ticiano to Korea.
When they come, I will to prepare Korean-style salad for Ticiano again.

The people, who came to my house that day, brought their adoption records along.

"Birth Place: Jeonam suncheon,"

"Birth Place: Kyung-Ki Do"

"Birth Place: Seoul Young Dong Po..."

Once again, I couldn't talk anything about those letters.

But, thanks to their good stepfamilies, these children could grow up as 'good Itali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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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 누가 아는가 그래서 선생님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 주
셨다 몇몇 선생님과는 계속 안부도 주고받고 따로 만나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
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
일반인들은 아마 입양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돈이 없는데 아이를 입양해 키우
겠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가족도 그렇거니와 다른 입양 가족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풍
요롭고 넉넉한 분이 많지 않다 개인 영어 교습을 마음껏 시킬 수 없는 처지의 입양 가족이 많다 그런 점에서 센
터의 영어 학습 사업은 입양 가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습을 맡아 준 선생님들이 잘 훈련
된 능숙한 영어 교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아무런 보수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성실하게 만
나 주셨다 게다가 요즘 대학생이 오죽이나 바쁜가 일주일에 왕복 두 시간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두 시간의
수업을한다는것이결코쉽지않은일이다 선생님들에게도이수업은흐뭇한추억으로자리매김하고있지않을
까싶다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던 년보다 지금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을 느낀다 가시적인 개선도 많았다 이제 센터가 영어 학습을 종료한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아쉽다
국내입양자체를늘리려는노력과함께이미입양한가족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장 場 도많아졌으면좋겠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하고 셋째 딸을 얻고 함께 살면서 년이 흘렀다 입양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긴 방황이 무색하게도 우리 가족은 입양한 딸 덕에 웃을 일이 많아지고 탄성이 그치질 않는다 요렇게
예쁘고영특한아이가어떻게우리가족이되었는지 들여다보면볼수록신기하고기특하고 보고또봐도보고
싶은귀한아이다 입양해서살아보니입양때문에받은축복과은혜가차고흘러넘친다 센터의영어학습도그
은혜의한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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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추억 - 일대일 영어결연학습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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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몰랐는데 년에서울로다시이사를오면서느낀점이한가지있다 지방과달리여러문화적인혜
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쉽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
다 그해초 한국입양홍보회의게시판을통해솔깃한광고를보았다 입양가족을대상으로영어학습을지원해
준다는것이었다 일대일수업이며 게다가무료로 담당기관은‘입양정보센터’였다 서울에입성한덕을톡톡히
보게된것이다
우리는셋째아이를입양한입양가족이다 입양정보센터에서제공하는좋은기회를마다할이유가없었다 아
이들의 영어 공부를 돕고자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일정한 교재로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학습지 과외와 운영 방식은 비슷했지만 이 학습은 입양이 만들어 준 특별한 수업이라는 점이
큰차이였다
센터는 학습을 지원해 주는 선생님과 학습을 원하는 가족 사이에서 참 분주하게 매개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나이와 학습 수준 지역을 다 고려해서 선생님을 연결하고 교재를 선정하는 등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중간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도 잘 안다 센터의 선한 의도가 입양 가족과 선생님에게
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는데도 지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 학습을 진행해 왔다 이 학습
으로도움을받은우리가족은센터에감사드릴뿐이다
우리 가족은 만 년 동안 일대일 영어 학습을 지원 받았다 큰아이가 년 둘째아이가 년동안 수업을 받았다
한학기에한선생님을만났으니 우리가족과인연을맺은선생님이여섯분이나되는셈이다 어쩌면전혀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분들을 이 수업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선생님들이 와주셨지
만나에게도선생님들을향한목적이있었다
공교롭게도 여섯 명의 선생님들은 그동안 입양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 우리 가족을 통해 입양 가족에 대한
첫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연스럽
게우리가족의다양한모습이드러났다 엄마와아이가겪는갈등 자매들끼리의오해와다툼과화해 부모와자
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거의 여과 없이 선생님들은 보았다 큰아이가 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언니처럼 받아주고 기분을 풀어주기도 했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 가족의 살아가는
모습을그대로노출하는것이언제나유쾌한일은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업을 통해 선생님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었다 입양 가족을 가
까이서 보는 것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 초중반의 아가씨들이었다 장차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들 그들이 입양
에 대해 자연스럽게 한 걸음 다가설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후에 그들을 같은 입양 가족으로 만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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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oved back to Seoul in 2006 and I could take an advantage of living in a capital city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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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결연학습수기

cultural benefit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Early in 2006, I found out an interesting ad about
free English tutoring for adoptive family. It was truly precious Opportunity for me. We adopted a
child into our family as youngest daughter. I decided to take that chance. A tutor comes home once

박혜린(Park, Hye Rin)

in every week. It was like any other tutoring when it comes to teaching method but it was not
because of volunteer's efforts. Center had lots of tasks in the middle. They were enough thoughtful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년

to find suitable tutor and textbook.

3
(Junior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Korea University)

We had taken the course for 3years, I am very thankful to 6 tutors that we had met. I believe the
more people see adoptive family in person, the more people have true appreciation of adoption.
While having a conversation class, Our family's daily issues came out. It wasn't always pleasure but I
hoped that I could give them a substantial impression of adoption. Most of them are their 20's who
are becoming a mother in near future. Who knows they would adopt a child? I think they got one
step closer.

People usually think that adoptive parents have a great wealth but There are many adoptive
family who can't afford private English tutor. That's why the tutoring was practical support. Though
tutors are busy undergraduate students, They are willing to share their time with us. I wish the time
we'd been together would be memorable for them as for us.

I decided to adopt in worries, but we have been very happy with that decision now. Everytime I
look at her, I realize how much precious she is. There are so much blessing after adoption, the
English tutoring was part of it. I expect more community's supports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or adoptive family's quality of life.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번 학기에 뭔가 특별한 활동이 없을까’하고 학교 게시판을 열심히 둘러보았다 가
만히 생각해 보니 대학교에 년째 다니는데도 그 동안 변변한 봉사활동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저학년에는 노느라 바쁘고 나중에는 내 앞가림하느라 바쁘다고 기회가 닿지 않았던 것이다
수많은봉사활동 중에 좀 더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을 찾던 중에 입양정보센터에서 영어결연학습을 모집한다는
글을보게됐다 입양가정에대한호기심과일주일에한번수업에시간도조절할수있다는점에끌렸다 영어를
아주잘하는것은아니지만내가가진것을나눌수있다는것또한의미있게다가왔다
다행히 봉사자로 선발이 됐고 센터에 방문하여 간단한 소개를 들었다 지원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입양된 아
이는 이미 안정적인 가정의 울타리에 속한 것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보다는 더 어려운 형
편의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의미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에 대해서 여쭤보니 입양 사후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을 장려하자는 취지라고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나도 그에 수긍할 수 있었다 조금
기다린 후 내가 가르칠 아동의 어머니와 첫 만남을 가졌다 담당자로부터 수업의 진행방향과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난 후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로부터 명의 아이가 있고 그 중 명이 입양을 통해 얻은 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다 내가 가르치게 될 형환이는 초등학교 학년이지만 한 가족이 된 지 아직 한 달여
밖에되지않아낯선것이많을것이라고얘기해주셨다 설레는마음한편에서잘해낼수있을까두렵기도했다
첫날은집에방문하여아이와처음만나고영어수준도파악할수있었다 한번도체계적으로배운적이없어
서인지 형환이의 영어는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까웠다 형환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수업시수도 많
을 뿐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수업 교재를 보니 그간 따라가기 벅찼을 것 같았다 기본을
다지기위해파닉스를배우면서간단한단어와표현들을같이배우기로했다
형환이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기부여였다 형환이의 실력에 비해 그간의 학교 수업이 따라가
기 어려웠던 것도 형환이의 흥미를 잃게 한 것 같았고 본인 스스로가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았다 과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동기부여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인
데 이것이가장 힘들기도 하다 개월여의 시간동안 열심히가르치며 끊임없이 동기부여를하는 수밖에없었다
형환이가 좋아하는 축구를 빌려 박지성도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영어 공부는 한다며 어르기도 하고 축구에 관련
된 동화책을 가져가기도 했다 파닉스를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 만화로 된 교재로 흥미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
다 가끔씩지치기도했지만끝까지포기하지않았고결국형환이의마음도열렸다 개월쯤가르치자영어문장
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됐고 본인도 성과가 나타나자 신기해하는 눈치였다 그제야 하나 둘 알아 가는데 재미를
느낀 것 같다 원체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느라 정해진 진도를 못 끝내기가 일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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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결연학습수기

1:1

였는데 오히려 더 능동적인 학습이 되었다“저 질문 잘 했죠 제가 저 때문에 오늘 많이 배웠네요 ”라며 너스레
를떨때는그저웃을수밖에없었지만내심흐뭇했다
주변에 입양 가정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 외적으로도 내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형환이네 가족이
다른 가족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라는 점인데 항상 시끌벅적하고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큰형은바이올린을하고 여동생은피아노를잘치고 다섯살짜리남동생은똑똑해서이런한자책을공
부한다고 보여주면서 은근히 가족 자랑을 하는데 형제 많은 것이 부러웠다‘가족이란 이렇게 좋은 거구나’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지금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했다 수기를 다 써가는 지금 와
서 생각날 정도로 사소한 다른 점이 있다면 형환이는 양쪽 엄지손가락이 없다 그렇지만 글씨도 잘 쓰고 생활하
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비로소 입양 가정도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형태일 뿐이고 서
로얼굴생김새가다르듯장애도그저서로조금다를뿐이라는것을머리로가아닌마음으로알게됐다 한학기
동안형환이뿐아니라나도많은것을배울수있는뜻깊은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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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결연학습수기

Phonics mainly, basic words, and simple expressions.
The hardest thing to teach was to motivate the student to study. He might have been losing
interest in English due to the gap between him and his class level as well as no clear point of
learning. The most critical point in tutoring is to motivate students to learn by themselves, which is
also the hardest thing to do. I had a hard time motivating him constantly for about four months.
Using references that would get his attention such as soccer, which he likes the most, was one of my
tactics. I also motivated him by saying the fact that Ji-sung Park is learning English hard even now
and by bringing some story books related to soccer. I also brought him some animated comic books
rather than the Phonics book. The work was tiring, but I didn't give up. He finally opened his mind.
After teaching for about three months, he could read English sentences by himself, and he became
proud of himself. He seemed very interested in learning new things step by step. He was curious
about every little thing, so I ha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that he had. The class became more
active every time. When he said, "Did I ask a good question, didn't I? I have learned so much thanks
to me!" I just laughed but I was so satisfied with his changed attitude with all my heart.
This program was a special experience to me since I have never seen adoptive family around me

At the end of the last summer vacation, I searched on the college bulletin board to find something

before. Hyung-hwan's family is a rarely large family compared to other families, and they have very

special to do for the upcoming fall semester. Looking back at the past three years since freshman

sound values. He bragged about his family, that his older brother is very good at playing violin,

year in college, I realized I have never done any volunteer activities. Even though I often thought of

younger sister is good at playing piano, and five-year-old brother is so smart that he can read this

doing volunteer work, I couldn't get a chance to do it for hanging out with friends in junior year and

Chinese characterized book, which made me envy for many siblings. This whole thing made me

being busy studying in senior year. While looking for some meaningful, special volunteer work out

grateful for just being with my beloved family, and I had an epiphany that family is priceless. The

of many other opportunities, 1:1 English tutoring program presented by GAIPS caught my attention.

only trivial difference is that he has no thumbs, however, he has a good handwriting and has no

I found myself very committed to this program for wanting to know about an adoptive family and

difficulties living everyday life. I got to know from my heart that adoptive families is only one of

for relatively flexible and less working hours. Also, I thought it would be a lot helpful to share what I

family types, and that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are not quite different from normal people, just

have as a college student even though I am not good at English that much.

as how every person looks different from each other. I, myself, also learned a lot of things through

Luckily, I was selected as a volunteer, and then I had a brief introduction about my duties with the
person in charge. Actually, after taking the position, I thought to myself, "Does an adopted child

Hyung-hwan while he was learning from me, and I really appreciate this very meaningful volunteer
work experience.

need this service even after belonging to a stable family? Wouldn't it be more meaningful to help
other poorer and more desperate people?" So I asked her about this, and she answered that the main
object of this program is to encourage more people to adopt. I totally agreed with her. After a while,
I first met a mother whose son would be my student. We had a time to talk after the introductory
announcement of this program. She told me that she has six children and five of them were adopted,
and I was so surprised. She told me that Hyung-hwan, who I would be going to teach, was in fifth
grade and would be unfamiliar with everything because he was adopted only a month ago. I got
excited to start, but on the other hand, I was afraid if I could do my job well.
On the first day, I went to his house, and I tested his English level. His English was terrible for his
age, but I figured that was because he might have never been taught English systematically. I
guessed it would be hard for him to catch up with his English class in school. We decided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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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견입양교육실시수기

반편견입양교육실시수기쪹

Anti-Prejudice Adoption Educational Program
Jeong, Deok Soon(GAIPS)

정덕순(입양정보센터)

As time has passed, social perception of adoption has gradually changed as well. Nevertheless, the
bloodline-oriented culture still prevails in Korean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adoption is
being regarded as an uncommon charity event for unfortunate and abandoned children.

“

”

GAIPS has been conducting the Anti-Prejudice Adoption Educational Program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since 2006.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do away with

시대가변함에따라입양에대한사회인식도많이달라지고있지만여전히혈연주의가팽배한한국의사회문화
적상황에서입양은불쌍한아이들 버려진아이들 특별한사람들만하는특별한일이라고생각되어지고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위해 년부터 서울
시초·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반 反 편견입양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별히 년에는 산은사랑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이 세상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지고 입양아동이 편
견이라는잣대로평가되지않기를바라며“입양은희망을선물하는사랑입니다 ”라는교육자료집을제작하였다
이자료집은남녀노소누구나알기쉽게제작되어먼저학생들이학습하고 각가정에돌아가자신의부모님에게
입양에대해알리면서올바른입양인식정착과국내입양활성화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도록도움을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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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judice and build up a proper perception of adoption. Beginning in 2008, GAIPS was proud to

“

”

produce educational material entitled Adoption is Love that You Can Give Hope which is supported

’

by KDB Foundation. The KDB Foundation ensures that children s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are respected and adopted children should not be judged with prejudice.
Anyone can easily understand the study material regardless of age or gender.
Each student studies it first, and then is told to talk about the program with their parents after
they get home. This process has helped advance a positive perception of adoption and activated
domestic adoption.

.

반 편견 입양교육은 입양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하고 참여하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으며 입
양 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사회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의 전환에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입양에 대해
많은관심을가지고있었으며 적극적으로참여해주어학생과교사 강사모두의만족도가높게느껴졌다
다만 반 편견 입양교육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입양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없었던 점이다
성교육은일정한시간을교육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입양교육은그러한규정이없기에 분혹은 분교육으
로 만족해야만 했다 또한 학교 상황에 맞춘 일정으로 정해진 시기 시험 후 방학 전 에만 가능해 불가피하게 교
육이진행되지못한경우도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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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각 학교에 입양교육을 권장하며 입양교육 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의 편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아동의 인
권에관심을기울이고 양질의홍보자료를배포하여입양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갖도록노력해야한다
,

Anti-Prejudice adoption education helped students who are unfamiliar with adoption to have a

’

positive image about adoption. Furthermore, it has led to a rise in people s consciousness about their
own prejudice for a multi-cultural family and society. The students were more interested than expected
and actively took part in the program, which made students, teachers and lecturers feel highly satisfied.

’

Due to the tight schedule, there wasn t enough time to give more thorough information to the
students during the session. Compared with sex education, which has its own time quota for the
session, adoption education has no regulation, so we were allotted only 40~45 minutes for the

’

’

course. In some cases we couldn t hold the session at all since it s only run during a certain period of

’

the school s schedule, specifically, after the final exam and before the vacation.

,

.

,

.

아쉬움도 남지만 아쉬움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안겨 준 반 편견 입양교육 실시에 협조해 주신 산은
사랑나눔재단과서울시교육청 각학교의선생님들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
,

.

For sustainable, high quality education, we need regulations for adoption education that are
supported by government. The regulations should contain not only recommendations for the session,
but also mandatory time for the course to be presented in school. Additionally, we must distribute

’

high quality study materials. We must pay attention to children s human rights so as not to hurt
those children with social prejudice.

’

I d like to express gratitude again to the KDB foundati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teachers in each school who have been a great help to us. We all hope that this antiprejudice adoption education will continue to develop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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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자원봉사자 소감의 글

통역자원봉사자소감의글

권정민(Kwon, Jung Min)
서강대학교 미국문화과 2학년

(Sophomore of the department of American Culture,
Sogang University)

초등학교 학년 때부터 우리가족은 한 문화교류 단체
의 가족 회원이 되어 나는 자연스럽게 다언어와 다문화
의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 단체의 활동으로는 미국 중
국 일본에서 온 외국인과 한국 입양아들의 고국 방문 시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었다 회원으
로 활동하는 동안 벨기에 뉴질랜드 미국 등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고 나는 거부감 없
이 그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한국 음악과 태권
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밝게 생활하는 친구도 있었고 우
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입양아도 있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는 자연스레 입양아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입
양정보센터에서 통역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맡게 된 임무는 동방사회복지회에 방문한
호주로 입양된 두아이와 부모를 출생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둘러보고 센터로 돌아오는 일이었다 처음엔 안양
에 위치한 병원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 메모를 받았는데
너무 막막했다 입양인 홈스테이를 여러 차례 경험했지
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몰랐
고 안양이라는 곳에 가본적도 없었다 걱정과 달리 입양
인 가족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밝은 사람들이었다 아이
들의 부모님은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이며 앞으로도
자주 아이들과 한국을 찾고 싶다고 하셨다 지하철을 타
고 안양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호주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의 부모님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시드니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아이들에 대한 자랑도
끊이질않으셨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적응도 빠르고 공
부도 잘해서 뿌듯하다는 입양인 부모를 보며 그들도 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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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엄마아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
지하철에서는 입양부모가 병원에 가서 아이들이 태어난
신생아실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하나하나 눈에 담아가려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낯선 병원을 찾아가는 길
이 힘들고 먼 길이었지만 그들과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
서 아이들 병원에 나도 빨리 찾아가보고 싶었고 그분들
과 함께한 시간은 참 빠르게만 흘러갔다 병원에 도착하
자 담당 선생님이 서 있었고 나와 부모님을 안내하며 병
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해주셨다 아이들이 태어난
신생아실에 갔는데 신생아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
안과가 되어있었다 신생아실에 가보고 싶어 하셨던 부
모님께서 실망한 기색이 보여 괜히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나 또한 안타까웠지만 우리는 즐겁게 사진도 찍
고병원을둘러보고왔다
그렇게 나에게 처음 내려진 임무를 무사히 수행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가 그 부모가 된 것처럼 뿌듯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입양부모의 헌신적이고 깊은 사
랑에 정말 많이 놀랐다 자신과 국적도 다르고 자신의 친
자식도 아닌데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입
양부모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봉사활동이
라는 것이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거나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내가
뛰어난 분야를 활용해서 봉사도 하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는 더 많은 입양아들과 입양부모를 위해 봉
사하고 싶다 내가 그들을 위해 베푼 노력과 사랑이 내게
되돌아오는 것 같아 나의 첫 봉사활동을 아직도 잊을 수
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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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 was in the fifth grade of elementary

When we arrived the hospital, there was a

school, I have been grown up with multicultural

representative waiting to show us around the

environment as a member of cultural exchange

hospital. We tried to go to neonatal room, but

club. As a member of the club, my family has

they said it moved out to the hospital in

provided room and board for and exchanged

another area. The adoptive parents seemed a bit

cultural values with Visitors from America,

depressed which made me feel bad, but we took

Japan, China and so forth. While joining the

some pictures and spent a good time and came

club, the adopted children from Belgium, New

back to the center in Seoul.

Zealand and America stayed at my place which

When I got back to home after volunteering,

gave me chances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my heart was so full. Through the chance, I

them. Many of them were very sociable and had

learned a lot from adoptive parents by seeing

some interest in Korean music and martial art

close to their devoted love. It was very impressive

called

whereas a few were a bit

to see how adoptive parents treat their children

depressed. Staying with them brought me

with great love though they are not blood-

chances to have interest in adopted children,

related with different nationality. To tell the

“

”

Taekwondo

’

and made me start volunteering at Global

truth, I think I m very fortunate in that I could

Adoption Information and Post Services(GAIPS)

use my talents to help somebody while many

as an interpreter.

people don t know the way they can help

On the first day of volunteering, I had to take

’

others. It was such a great time, and I would

adoptive families of two adopted children from

like to continue my voluntary works for the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to the hospital

adopted children.

where children were born and come back to the
center. At first, when I got the map of the

’

hospital located in An-yang, I didn t know
what I should do because I had no idea how I
should communicate with them and where the
hospital was. Fortunately, adoptive families
were very generous and sociable. They said that
it was the second visit of Korea and they want
to continuously visit with their children. On the
way to An-yang, we talked about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Australia and Korea, and
they told me that they were very proud of their
children. They seemed to be very excited to go
to the hospital where their kids were born and
to take pictures there. Though it was a bit hard

’

to find the place where I ve never been before,
it was delightful to be with them talking and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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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한국입양아 출신 여류소설가 김순이 타임스 주목
NY

2008

[뉴시스 2008-02-21]

세살 때 서울의 어느 시장 통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었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는 새로운 가족의
보살핌 속에 자라나 영어와 프랑스어, 스웨덴어에 능통한 소설가가 됐다. 한때는 스웨덴에서 살았고 프랑스 사업가와 뜨겁
게 사랑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기억에는 여전히 공포와 굶주림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다. 그리고 한 권의 소설이 나
왔다.‘빵조각의 오솔길: 굶주림, 사랑 그리고 집을 찾아서(Trail of Crumbs: Hunger, Love and Search for Home)’
뉴욕타임스가 한국 입양아 출신의 여류 소설가를 20일(현지시간) 음식섹션 1면에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녀의 이름
은 김순이(Kim Sunee, 37). 특이하게도‘김’이 이름이고‘순이’가 성이다. 함께 입양된 동생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단다.
그녀가 지난 1월 발간한‘빵조각의 오솔길~’은 유년의 아픈 기억과 함께 사랑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살거나 여행했던 한
국과 프랑스, 스웨덴, 루이지애나 시절의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 장(Chapter)이 끝날 때마다 음식의 조
리법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기사를 쓴 타임스의 미미 리드 기자는 갈색 코트를 입고 나온 김순이씨에게서‘빅 이지’(Big Easy 뉴올리언스의 별명)
보다는 파리의 분위기가 묻어난다면서“여행의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녀는 음식 블로그와‘커
티지 리빙’매거진의 음식담당 편집자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순이씨가 생모에 의해 버림받은 것은 세살 때인 1973년이었다. 복잡한 시장 통에서 회색안개의 소용돌이 속에 버려진
그녀는“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두려움과 굶주림에 떨었던 것은 생생하다.”고 말한다.
사흘 뒤 경찰은 손에 빵조각을 움켜쥐고“돌아올게”라는 엄마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되뇌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 훗
날 뉴올리언스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그녀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잘 성장했지만 정서적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
다고 털어놓았다.
유년의 기억 속에 항상 도사린 것은 배고픔과 음식이었다. 어린 시절 미국의 할아버지는 솜씨 좋은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게살이 들어간 쇠고기 스튜를 잘 만들었고 홈리스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곤 한 가슴 따뜻한 분이었다.
스물 두 살의 그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살던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날 17세 연상의 프랑스 사업가
올리비에 바우산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는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만드는 록시틴의 창업자였다.
6개월 후 바우산이 살던 드넓은 프로방스의 농장으로 옮긴 그녀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각종 재료들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
며 미식가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시절 많은 프랑스의 향토 요리를 배웠고 한번은 즉석에서 30명분의 코스
요리를 대접한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바우산의 어린 딸 로리를 돌봤지만‘임시 엄마’라는 역할은 생모라는 꿈의 환영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혼란스러
운 것이었다. 5년 후 그녀는 바우산의 곁을 떠났다.
그녀가 책을 내고 나서 일부 언론과 독자들은 그녀가 유부남과 살았던 사실을 들먹이며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녀는 바우
산이 아내와 별거 중일 때 그를 만났다. 한 기자가“생모가 왜 당신을 버렸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이
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그랬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아요.”하고 말했다.
“아이를 버린 것도 사랑의 행위”임을 깨달았다는 그녀는“살아남은 것 이상으로 살아남았다.”며 자신의 인생을 함축해서
말한다.
김순이씨는“사랑과 음식, 요리에 대한 진부한 표현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와 음식을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돌
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면서“사랑을 하는 남자는 당신을 위해 소금과 크림과 버터를 원하는 만큼 넣는다. 비록
그 사랑이 깨진다 해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창현 특파원 robin@newsis.com

두번째 이름 모를 엄마 영미가 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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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이모저모

가수 셀린디온의 백댄서…입양 32년 만에 한국에
지난 18일 밤 11시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내한공연 첫날 순서를 모두 마친 세계적 가
수 셀린디온(Dion·40)이 무대에 나란히 선 밴드와 코러스, 댄서 멤버들 가운데 한 명
을 무대 중앙에 데리고 나왔다.
"이 친구는 아주 오래 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돌아왔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Welcome home), 에이디."
소개된 사람은 셀린디온의 백댄서 8명의 리더였고, 동양 여성이었다. 그녀가 활짝 웃으
며 객석을 향해 인사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을 터뜨렸다. 미국에 입양된 지 32년 만
에 셀린디온과 함께 한국에 온 그녀 이름은 '에이디 영미 조지(Addie Yungmee
George·34)'. 객석을 메운 8000여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열렬히 환호했다.
"깜짝 놀랐어요. (셀린디온이 나를 소개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내 생애 최고의 순
간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가수가 내 나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했잖아요."
19일 숙소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난 그녀는 "어젯밤 기분이 어땠느냐"는 첫 질문에
다시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무척 남달랐을 성장통(成長痛)이 눈물에 녹아 있었다.
두 살 때 입양된 그녀는 지금 미국 정상급 댄서다. 마돈나·레니 크래비츠·핑크 같은
슈퍼스타의 월드 투어에서 백댄서로 활약해왔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 '콜래트럴' 등에
도 출연했고 나이키 광고 모델도 했다. 작년 11월부터 셀린디온 투어에 합류했다.
미국인 로널드와 캐슬린 조지 부부가 그녀를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시애틀로 입양한 것은 1976년 12월 15일. 그녀는 만
두 살이 채 안 됐었다. 입양 초기 그녀는 혼자 방 안에서 중얼거리며 놀다가 누군가 들어오면 입을 닫아버리곤 했다. 양부
모는 그녀가 열 살쯤 되던해 이혼했다. 이후 에이디는 양아버지와 미국인 오빠 둘과 함께 살았다.
에이디는 열세 살 때 LA의 한 댄스 스쿨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춤에 재능을 보였다.
"열아홉 살에 독립해 LA로 이사 가면서 일본계 친구를 처음 사귀었어요. 그때 한국에 대해 처음 알았지요. 김치도 처음 먹
어봤고요." 그녀는 "김치를 처음 먹고 단번에 반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거겠죠"라며 웃었다. 정체성에 대
한 고민 역시 그때쯤 시작됐다. "나는 누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누구일까. 내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알고 싶
은 욕망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나 한국에 올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2001년 그녀는 마돈나의 백댄서로도 활동했다. "마돈나는 한국을 가겠지 했는데, 일본만 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무척
섭섭했지요." 마돈나 2006년 투어에도 함께 했으나 역시 한국에는 오지 못했다.
한국 이름이 '영미'라는 것 외에는 출생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에이디는 "이제 나를 낳아준 엄마를 찾고 싶다"고 말했
다. "엄마를 찾는 건 '희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녀는 지난 2월부터 한
국어 교재를 구해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아직 "안녕하세요." 같은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한다.
"엄마를 만나면 '엄마, 고마워'라고 말할래요. 한국인인 나를 왜 미국 사람에게 보냈는지는 몰라요. 다만 모든 것엔 이유가 있
는 법이죠. 엄마는 나의 일부분, 내 피고 살이에요." 곁에서 인터뷰를 지켜보던 동료 댄서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한현우 기자 hwhan@chosun.com

세번째 회원 만 가주 최대 노조대표에 입양아 출신 한인여성
70

[중앙일보 2008-06-13]

입양아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이 가주의 최대 노조 대표로 선출됐다.
국제서비스노조(SEIU)는 코트니 선주 퓨(37.사진)씨를 SEIU가 주위원회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SEIU는 간호사.의사 등 의료관련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을 비롯해 공무원 및 교육구 직원 버스운전자 빌딩청소 시큐리티
가드 등 70만 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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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씨는 앞으로 가주에서 다뤄질 노조 관련 정책들을 진행하고 건강복지 및 노조계약건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인디애나에서 성장한 선주씨는 그동안 가주를 포함해
네바다 일리노이 등 각종 민주당 선거 캠페인에서 참모진으로 활동해 왔다.
1993년에는 오클랜드에 서비스노조를 설립하는데 참여했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는 시카고 중국 커
뮤니티를 위해 중미서비스리그(CASL)라는 단체를 조직해 중국과 필리핀계 등 아시안 커뮤니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연화 기자

네번째 14세에 미 입양 양지선 양

[중앙일보 2008-06-18]

“하루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요. 그래야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도 구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 18세의 양지선(사진·Ji Sun Yang)양. 평범한 학생 같지만 그에겐 남들과 다른 점
이 있다.
11학년이면서 지난 주 고교를 조기 졸업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서 태어나 14세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에 입양됐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 신문인 샬롯 옵저버는 15일자에서 지선양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 지선양으로 하여금 앞만 보고 달리게 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
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선양을 낳아준 친부는 은행의 전기기술자였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끼니 해결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은 딸을 포
기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딸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지선 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진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결국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헌터스빌에
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 명·양 문 씨 부부와 인연이 닿았다. 물론 당시의 지선양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었을 리
는 만무하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올 때 그가 본 것은 생전 처음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부모가
왜 자신을 미국에 보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제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라신거겠죠. 만약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도 이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선양의 아침은 매일 오전 5시에 시작됐다.
오후 2시 15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 수업을 듣기 위해 또 다른 학교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경영, 지리학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저녁 식사 후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해
잠드는 시각은 대부분 자정을 넘겼다. 주말엔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일식집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도 했다.
학교 친구들은‘미친 짓’이라 했지만 지선양은 결국 1년 일찍, 그것도 평점 4.37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 8학년이어야 할 나이에 7학년부터 시작했으니 2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제 올 가을부터는 노스캐롤라이나 대 샬롯캠퍼스(UNCC)에서 4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으며 국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
학생이 된다.
“학교 친구들은 저보고 로봇이라고 불렀죠. 수업에서 수업으로 옮겨 다니는 시체 같다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
만 가족을 생각하면 잘 해낼 수 있어요.”지선양이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부모 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다.
“제 꿈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09 GAIPS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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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한국인입양아출신피스퀸컵심판제니팜크비스트“나랑같은얼굴보며한국인임을느껴”

[스포츠월드 2008-06-20]

생후 4개월때 스웨덴 입양… 생모와 꿈같은 재회 기다려
원년 대회 이어 다시 참가
생후 4개월 만에 스웨덴으로 입양된 제니 팜 크비스트(39·한국명 서혜경)씨가 심판복을
입고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입양된 뒤 처음 모국으로 온 때가 제 1회 피스퀸컵에
서 심판으로 참가했던 2006년 10월. 그 때의 한국행을“기대 반, 불안 반”으로 표현했던
크비스트는 이번 내한에 대해“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대신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재회
“내 이야기를 듣고 스웨덴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얼마나 축하를 해줬는지…. 마치 동화같다는 거예요.”
피스퀸컵 원년대회는 크비스트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다줬다. 너무 어린 나이에 스웨덴으로 입양돼 기억도 할 수
없는 한국 가족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던 것.“어머니하고 오빠 두 분, 그리고 언니 한 분의 얼굴을 봤습니다.”는 그는
“서로 보자마자 계속 울었죠. 36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으니까”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2년 전 재회를“살면서 받은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다.“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었지만 느낌을 설명하자면
그 표현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러나 단 한 가지 생부를 만나지 못한 것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고도 했다.
“몇 해 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 더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간 뒤 크비스트는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오빠들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고 21일 결승전이 끝나면 그는 한국의 어머니, 오빠, 언니를 이번엔“웃으며”만
날 계획이다.
“나랑 같은 얼굴의 사람들…한국인임을 느껴”
오는 8월 2008베이징올림픽 심판으로 내정된 그는 국제축구연맹(FIFA) 내부 원칙대로 하자면 이번 피스퀸컵에 오기 힘
들었다. 피스퀸컵에 대거 참가한 올림픽 본선 진출국들이 크비스트의 판정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베이징에 가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크비스트는“만약 다른 나라에서 하는 대회였다면 거절했을 겁니다.”라면서“하지
만 한국에서 하는 대회잖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고,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피스퀸컵이라 생각하지 않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피스퀸컵으로 계기로 두 차례 한국에 오면서 중요한 결심을 했다. 한국을 더욱 자주 오기 위해 FIFA 전임심
판 시험이 되겠다는 것.“스웨덴 한 회사의 판매 담당 매니저를 본업으로 삼고 있어요. 심판은 취미이자 부업이죠. 그래서
국제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난 해 중국 여자월드컵 직후에도 한국을 잠깐 다녀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았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집에 가는 감정이 들어 내 자신도 놀랐습니다. 한국 이름인 서혜경의‘혜’자 발
음하기 어려워서 계속 연습 중”이라는 말에선 뿌리를 되찾으려는 그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끝으로 크비스트에게“관광은 많이 했나요? 한국의 어떤 모습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나요?”라고 물었는데 이 때 돌아
온 그의 답변이 걸작이었다.“뭐 고궁도 구경하고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도 가봤지만 큰 감흥은 들지 않았어요.”라는 그는
오히려“주위를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랑 똑같아요. 이게 참 묘하게 다가왔어요. 스웨덴은 그렇지
가 않아서 가끔 힘들었는데…”라고 말했다.
수원 = 글·김현기, 사진·전경우 기자 hyunk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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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가슴으로 낳는 사랑 실천하는 美 우주공학자

2008

노컷뉴스

[

2008-07-25]

▲ 스티브 모리슨

▲ 최석춘 씨의 가족, 맨 왼쪽이 입양한 아들 혜성
(11.미국명 조셉)군
"나를 받아줬던 홀트 할머니의 옆자리에 앉아 다른 나라 입양아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을 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입양아에서 입양아를 돕는 재단의 이사가 되어 첫 모임을 했던 당시를 그는 이렇게 술회했다.
14살 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잘 알려진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모리슨씨 가정에 입양된 최석춘(52.미국명 스티브 모리
슨)씨는 현재 미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차세대 GPS 인공위성의 연구개발을 맡고 있다.
그에게 입양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어머니의 가출, 동생과의 생이별 등으로 어린 가슴에 너무
깊이 팼던 상처들이 입양 후 '가족'과 '사랑'을 통해 아물고 새 살이 돋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5살 때 강원도 묵호의 보육원에서 서울의 홀트씨 양자회(현 홀트아동복지회)로 옮겨와 8년동안 생활했던 저는 가정의 의
미를 몰랐습니다. 입양되고 나서 양부모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요. 양아버지를 양어머니를 사랑하
고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자고 결심했고 꼭 나도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양부모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듯이 나도 한 아이에게 가정을 주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생물학 연구원이었던 양부모의 사랑 속에 그는 한국에선 그렇게 하기 싫어 낙제를 면치 못했던 수학과 물리과목에서 출중
한 성적을 보이며 닐 암스트롱 등 우주인의 산실로 유명한 인디애나 주의 퍼듀(purdue)대 우주공학과에 입학하게 됐다.
졸업 후 홀트재단에 남몰래 많은 기부를 해 오던 그는 지난 82년 이사로 선출돼 16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된다.
"16년간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가진 한국의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발견했습니다."
늘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에 대한 부채의식과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신앙 간증 등으로 입양홍보에 나섰던
그는 지난 99년 한국입양홍보회를 창설해 아름다운 입양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입양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 고아들의 미국 입양
을 지원하고자 한국입양홍보회(www.mpak.co.kr)를 만들었죠." 그는 백인 양부모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베풀고자 부인 최
경미(45)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헬렌(11)과 케이(8) 외에 아들 혜성(11.미국명 조셉)군을 7년 전 한국 나주의 한 고아원에
서 입양해 키우고 있다. 입양은 결혼 전의 약속이었고 어릴 적 맹세를 실천한 것이다.
"입양은 계획과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입양을 해서 키워 보면 다들 후회하죠, 진작 입양을 할 걸 하고요."
우주공학자가 풀어내는 가슴으로 낳는 사랑의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 않았다.

일곱번째 사람들 내한공연 마친 제니퍼 월렌
<

>

ABT

엄마 찾으면 한국에 다시 올 것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엄마를 만나게 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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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한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마지막 공연이 끝난 3일 저녁, 한국에서 입양된 무
용수 제니퍼 월렌(23)을 만났다.
1985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뒤 이번 공연 차 처음으로 고국에 오면
서 제니퍼에게는 공연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는 일.
자신을 입양 보냈던 기관에 찾아가고, 인터뷰도 했지만 엄마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번에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를 입양 보냈던 기관
에 가서 그 동안 엄마나 저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
를 낳았을 때 엄마가 너무 어렸고, 남지연이라는 한국 이름은 엄마가 아니라 입양기관에
서 준 이름이었대요."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을 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텐데 여전
히 친엄마가 자신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제
니퍼는 잠시 고민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상처받겠지만 또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요. 새
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픔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자신을 포기한 엄마를 찾는 제니퍼에게서 원망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입양 보내 놓고 마음아파 했을
엄마를 걱정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 사랑받으면서 잘 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고 싶어요."
시종 진지했던 제니퍼는 쇼핑과 음식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발랄한 아가씨로 변했다. 짧았던 이번 내한 기간에도 한 시간
만 자유 시간을 달라고 졸라 명동과 남대문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했다는 그는 "한국의 머리핀이나 액세서리가 너무 예쁘
다"며 좋아했다. "비빔밥도 아주 맛있고요, 김치 왕만두도 좋았어요. 2만5천원 밖에 안 하는데 만두랑 국수랑 이만큼이나
나왔어요."라며 두 팔을 벌려 보였다.
네 차례 공연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국해야 하지만 제니퍼는 인터뷰를 마치고 또 쇼핑을 가겠다고 나섰다. 어디로
갈 거냐고 묻자 무용단의 한국인 친구 서희씨가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밀리오레로 가주세요'라고 적어준 쪽지를 보여줬다.
8살 때 '코펠리아' 공연을 보고 반해 발레리나가 된 제니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7살이던 2002년 ABT에 입단했다.
코르 드 발레(군무 무용수)로 활동 중인 그는 이번 공연에서 오프닝 갈라 '에튜드'와 '돈키호테'에 출연했다.
"한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인으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잘 마치게 돼서 기분 좋아요."
"'꼭 어떤 작품에서 주역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배우는 과정을 놓치고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되잖
아요. 그냥 무용수로서 꾸준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다 주역 무용수가 되면 물론 좋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성적
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니퍼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공연을 마친 뒤 6주간의 휴가를 받게 된다. 그 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무 생각 않고 푹 쉴 예정이다.
"그리고 엄마를 찾는 일도 계속할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엄마를 더 찾고 싶어졌어요. 엄마를 찾으면
요? 당연히 한국에 다시 와야죠."

여덟번째 美입양한인 년 女월드컵 태극마크 달래요
"2011

"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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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청소년축구 우승 견인 아만다 리스버그 양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2011년 독일에서 열리는 여자 월드컵경기에서 모국인 한국을 대표해 뛰고 싶어요."
재미 입양한인인 아만다 리스버그(18) 양은 4일 "대한축구협회의 초청으로 지난해 고국을 처음으로 찾았었는데, 그 때 제가
태어난나라를 위해 마음껏 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연합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지난 5월에도 방한해 훈련을 하고 돌아간 그는 "한국 선수들과 코치의 친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그들은 영어를 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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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고, 나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지만 축구를 통해 하나
가 됨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리스버그 양은 태어나 6개
월 쯤 될 때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
레스로 입양됐다. 그는 2007년 전미청소년축구대회(USYSNC)
에서 소속팀인 '이글스'를 우승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LA타임스는 당시 "'아만다 리스버그'라는 이름을 2011년에는
듣게 될지도 모르니 꼭 기억하라"고 치켜세우면서 "미국 대표
로 뛸 수 있지만 한국 대표로도 뛸지 모른다."고 보도했었다.
그는 5세 때 축구를 시작해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브렌트우드
고교를 다니며 88개의 골과 31개의 어시스트 기록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는 65개의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텍사스 대학으로 최종 결정했다.
리스버그 양은 "제 마음이 바로 그 곳(한국)에 있고, 한국의 축구 스타일이 저와 잘 맞기 때문에 한국 대표가 되고 싶다"며 "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 1주일에 6일은 축구를 위한 몸만들기와 연습을 한다는 그는 각종 대회에서 MVP로 선정되고 '여자 축
구 꿈나무'로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
그는 또 8세 때 인기 뮤지컬인 '캣츠'의 포스터 모델로 길거리 캐스팅돼 얼굴이 뉴욕 시내의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광고판
등에 전시되기도 했다. 리스버그 양이 멋진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양부모의 지원 때문이다. 이들은 리
스버그 양의 오빠인 대니얼씨도 한국에서 입양해 키웠다. 그는 "부모님과 오빠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대한 저의 열정을 항
상 지지해주었다. 내가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를 다들 알고 도와주셨다"고 감사해 했다.
ghwang@yna.co.kr

아홉번째 위안부 결의안 통과 도운 美입양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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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드렌카씨 한국은 내 삶의 중심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지난해 6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에는 재미동포들의 노력이 깔려 있었다.
특히 입양인 스테파니 드렌카(22.여. 한국이름 신경선) 씨는 눈에 띄게 활약했다.
태어나자마자 두 달 만에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드렌카 씨는 결의안의 하원 통과를 재촉하는
웹사이트(www.support121.org.현재는 운영되지 않음)를 디자인했고, 미국의 사이 월드에 해당하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
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젊은이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그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품위가 있는 행진(Dignity March)'이라는 시
위를 조직해 위안부 할머니인 이영수 여사와 함께 백악관 앞에서 행진하기도 했다.
드렌카 씨는 지역구 하원의원에게 "미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성을 성의 노예로서 인간성을 말살하거나 집단 강간 행위를 동의
한 매춘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세계적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특히 그는 위안부와 관련한 각종 시위에서 이영수 여사와 함께 활동하며 일제의 만행을 알렸다.
그의 활동은 국내에도 소개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한인 차세대대회에 차세대 리더로 당당하게 뽑혀 참가했다.
그는 6일 간의 이 행사를 마치자마자 동방사회복지회를 찾아가 국내와 해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보모로 자원봉사에
나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10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내 삶의 중심"이라며 "가슴 속에 흐르는 피와 뿌리이자 내가 살아온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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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해왔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를 받아들여 준 많은 한국인과 내가 자란 나라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더욱 강한 국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자녀
를 낳게 되면 깊은 소속감을 함께 느끼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드폴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 여
성학과 미국내 아시안학을 배우고 있는 그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뛴 것도 모두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루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극악무도함을 감추려 한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들에게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드렌카 씨는 앞으로 한국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열정을 쏟고 싶다는 소망을 남기고 지난 3일 미국으로 떠났다.
ghwang@yna.co.kr

열번째 네덜란드 입양아 하피스트로 고국 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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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입양아 세계적인 하피스트로 성장해 고국 무대 찾는다
태어난 지 2년 만에 세 살 위의 친오빠와 함께 네덜란드로 떠났던 입양아가 유럽 정상급 하피스트로 변신에 고국을 찾는다
고 조선일보 7일자가 보도했다. 내년 1월 코리안심포니와의 협연으로 2009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에 출연할 하프 연주자
라비니아 마이어(Lavinia Meijerㆍ25)가 그 주인공이다.
사회복지사인 양아버지와 회계사인 양어머니는 첫 딸을 낳고서도, 이들 한국인 남매를 입양한 뒤, 마이어보다 두 살 아래의
에티오피아 출신 남동생을 다시 입양했다.‘유럽계 친딸, 아시아계 남매, 아프리카 출신의 남동생’이라는 다양한 인종과 국
적의 2남2녀를 둔 것이다. 마이어는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지금 친오빠는 웹사이트 디자이너이며, 남동생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고 전했다.
마이어는 우트레흐트 음악원과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하프를 전공했다. 그 후 수전 맥도널드, 이사벨 모레티 등 세계적인
하피스트들을 사사했다. 재즈에도 관심이 많으며‘하프의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독주 악기로서의 하프 레퍼토리를 넓히는
게 꿈이다. 2004년 헨델, 바흐, 스카를라티의 작품으로 꾸민 첫 음반‘1685’를 냈다. 이를 위해 바흐의 평균율 가운데 몇
곡을 직접 하프로 편곡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채널 클래식 레이블에서 자크 이베르 등의 작품으로 꾸민 음반‘디베르티스
망’을 내놓았다.
마이어가 하프를 처음 본 것은 여덟 살 때였다.“우아한 악기 모양에 현(絃)도 많아서 너무나 신비해 보였죠. 남들도 모두
연주하는 피아노와 바이올린과는 다른, 독특한 걸 하고싶기도 했고요. 부모님께 졸랐지만‘플루트 같은 악기를 하는 건 어
떨까. 1년만 기다려보자’며 만류하셨지요.”
1998년 로잔 하프 콩쿠르 2위, 1999년 리유 국제 하프 콩쿠르 3위, 2000년 브뤼셀 국제하프 콩쿠르 1위, 2001년 이스라
엘 하프 콩쿠르 3위, 2004년 미국 하프 콩쿠르 3위에 입상했다.
마이어는 내년 1월 예술의전당 신년 음악회에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 위해 첫 내한할 예정이다. 그는 신문
과의 인터뷰에서“두 살 때 네덜란드로 건너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그동안 윤이상의 곡을 연주하면서 한
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무엇보다 하프로 연주할 수 있는 한국 작품부터 찾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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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지원정책

지급 대상

출산·입양 추가 소득공제… 1인당 200만원

자녀 1인당 기본공제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내용

만원
100만원
2인 50만원
3인 150만원
200만원

금액

100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소득공제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3.

지급 범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의료기관 자격 확인 시

사후지원방식

건강보험증
미표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의료급여기관 비용 청구 및 지급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사후 비용정산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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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 (의료급여)
‘08. 3월부터

사전지원방식

건강보험증
표기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비용정산 미발생
‘08. 2월부터

지급 방법

2)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촶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
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 양육보조금 : 월 551,000원
- 의료비
쪾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쪾의료급여법 제7조 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쪾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제1항 및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쪾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과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청함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할 것
쪾양육보조금은 매월 551,000원 입금
쪾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3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 시에는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

입양 수수료 지원

지급 대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

지급 범위

입양 수수료는‘07. 1. 1 이후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함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입양 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함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군·구청에서 지급함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 수수료를 일괄 청구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입양 수수료 (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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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급 대상
지급 범위
지급 방법
구비 서류

4)

입양아동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의 장이 발급)를 해당학교에 제출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관계 법령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
6)

정부 및 시도별 지원 현황

※ 입양아동 양육비는 전 지역에서 지급됨 세 미만 아동 월 만원
(13

주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군·구청 발급

입양된 장애 아동에 대한 무료 진료

대상 의료기관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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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과천

광명
인천
전북

/

10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내용
2007년 1월부터 공무원 대상 우선 실시
(덴마크 47주, 독일·일본 14주, 미국 12주)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5개월간 국내입양 우선추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아동당 월 10만원

신규입양 양육비

2006

입양 수수료 지원

아동당 200만원까지 지원

다자녀 입양 축하금

2

사랑의 위탁모

위탁부모의 희망에 따라 1~5개월간 입양 경험
위탁기간 동안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 지원

입양 및 위탁 장려금

2007

보육료 지원

2007

입양아동 양육수당

2005

입양아동 축하금

인천 서구, 아동입양시 100만원 지급

양육비 지원

2005

입양휴가제(2주)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절차
5)

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1인당 월 10만원
- 양부모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촶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13

4.

년 이후 입양에 대해 아동당 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 후 월 10만원씩 지급
인 이상 신규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 지원

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입양시 100만원 지급
년 3월부터 취학전 입양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년부터 월 20만원 지원

년 이후 입양아동에 한해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국립의료원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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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정보
1)

국내·외 입양기관 본사 및 지방 사무소

업무
기관명
공공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대한사회복지회(SWS)
대한,부산아동상담소
대한,대구아동상담소
대한,광주아동상담소
대한,의정부아동상담소
동방사회복지회(ESWS)
동방,인천아동상담소
동방,안양아동상담소
동방,평택아동상담소
동방,성남아동상담소
동방,대전아동상담소
국 동방,대구아동상담소
내 동방,부산아동상담소
· 동방,진주아동상담소
외
동방,전북아동상담소
입 한국사회봉사회(KSS)
양
기
관 홀트아동복지회(HOLT)
홀트,강원아동상담소
홀트,경기아동상담소
홀트,경남아동상담소
홀트,광주아동상담소
홀트,대구아동상담소
홀트,부산아동상담소
홀트,성남아동상담소
홀트,인천아동상담소
홀트,울산아동상담소
홀트,전북아동상담소
홀트,충청아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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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35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53-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28-1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48-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동아@ 9-101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0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402 미공빌딩 3층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74-4 정의빌딩 2층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37-4 대구회관 4층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3번지 11통 2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26-1 박종어 회계사무소 2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1101-8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4-70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6-7
경남 마산시 회원동 33-3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번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3-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737-10 홀트수영복지관 2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8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61-5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1-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27-25

전화번호/홈페이지

2)

국내입양기관 (19곳)

업무

02) 2023-8790
www.mw.go.kr
02) 552-1015~6
www.sws.or.kr
051) 621-7003
053) 756-1392~4
062) 222-9349/222-1095
031) 877-2849
02) 332-3941
www.eastern.or.kr
032) 502-2226/526-3271
031) 442-7750/443-2161
031) 656-3452
031) 747-5036
042) 526-3129/525-0121

국
내
입
양
기
관

053) 755-1077
051) 469-5586
055) 742-7990
063) 284-3371
02) 908-9191
www.kssinc.org
02) 336-3505
www.holt.or.kr
033) 251-2344
031) 217-5999/3292
055) 223-3334/243-0009
062) 227-8877/3399
053) 756-0183
051) 465-0224
031) 751-3110/752-5039
032) 424-0145
052) 243-9671~2
063) 288-0880/222-0775
042) 586-1983~4

3)

기관명
성가정입양원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대구아동복지센터
울산양육원
해성보육원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사회복지법인 형제사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동방,안양상담소
동방,부산아동상담소
대한,의정부상담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꽃동네천사의집
홍성사회복지관
이화영아원
임마뉴엘영육아원
홀트전주영아원
홍익아동복지센터

국내·외 입양 관련 단체

업무

국
내
·
외
입양
관련
단체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9-1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산4-1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125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9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183-6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46-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3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3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56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 1-45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
경북 김천시 교동 59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제주시 도련1동 2043-1

단체명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01-12 4층

뿌리의 집(KOROOT)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3-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6
과천주공1단지 종합상가 304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3-20 3층

(InKAS)

재외동포재단(OKF)
한국입양홍보회(MPAK)
해외입양인연대
(G.O.A.'L)

전화번호/홈페이지
02) 764-4741~3 / www.holyfcac.or.kr
02) 2040-4200 / child.seoul.go.kr
051) 240-6342 / adong.busan.go.kr
053) 473-3771~3 / www.i-sarang.org
052) 223-0160 / www.adong.or.kr
032) 875-3240 / www.hschild.or.kr
062) 222-1095 / www.kjsws.or.kr
062) 651-0788 / www.gjw.or.kr/hjchild
042) 634-0061 / bbomany.or.kr
031) 442-7750 / www.ayeastern.or.kr
051) 469-5586 / www.iadopt.or.kr
031) 877-2849 / www.swskg.or.kr
033) 642-3555 / www.jabiwon.or.kr
043) 879-0285 / www.kkot.or.kr
041) 632-2008 / hsswc.kr
061) 332-1964/ www.happyehwa.net
054) 434-2821 / www.imanuel.or.kr
063) 222-1559 / www.jjbabyhome.or.kr
064) 755-0844 / www.hongikcenter.or.kr

홈페이지
02) 3148-0258 / www.inkas.or.kr
02) 3210-2451 / www.koroot.org
02) 3463-0167 / www.okf.or.kr
02) 503-8301~2 / www.mpak.co.kr
02) 325-6585 / www.goal.or.kr

2009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국내·외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정보
4)

해외협력기관
Country

대
한
사
회
복
지
회

(S
W
S)

USA

CANADA

SWEDEN

Agency
AIAA
(Americans for International Aid & Adoption)
CHSFS
(Children's Home Society and Family Services)
FCA
(Family & Children's Agency)
SC
(Spence Chapin Services to Familys & Children)
BF
(The Barker Foundation)
EDO
(Enfant D'orient)
SR
(Sunrise Adoption Centre)
CB
(Children's Bridge)

USA

(E
S
W
S)

2009 GAIPS NEWSLETTER

Country

Agency

Website

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Education & Community Services

www.dhcs.act.gov.au

NSW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www.community.nsw.gov.au

QLD (Queensland)
Families, Youth and Community care

www.childrensafety.qld.gov.au

TA (Tasmania)

www.dhhs.tas.gov.au

VIC (Victor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www.dhs.vic.gov.au

WA (Western Australia)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www.community.wa.gov.au

www.childrensbridge.com

SA (South Australia)
Australians Aiding Children Adoption Agency, Inc.

www.adoptions.sa.gov.au

AC
(Adoption Center)

Stockholm

NT (Northern Territory)

www.nt.gov.au

AAC
(Adoption and Family Network, Inc.)

www.aacadoption.com

Welcome House of Pearl S. Buck International

www.pearlsbuck.org

Lutheran Social Service of Minnesota

www.minnesotaadoption.org

Love the Children

www.lovethechildren.com

Family Adoption Consultants, Inc.

www.facadopt.org

CHSFS
(Children's Home Society and Family Services)

동
방
사
회
복
지
회

Website
www.aiaaadopt.org
www.chsfs.org
www.familyandchildrensagency.org
www.spence-chapin.org
www.barkerfoundation.org
Quebec
www.sunriseadoption.com

www.chsfs.org
www.asia-adopt.org

Lifelink
(Bensenville Home Society)

www.lifelink.org

Love the Children

www.lovethechildren.com

Dillon Southwest

www.dillonsouthwest.org

CCS
(Catholic Community Services)

www.ccsww.org

Dillon International, Inc.

www.dillonadopt.com

Catholic Charities Hawaii

www.catholiccharitieshawaii.org

New Beginnings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Inc.

www.new-beginnings.org

PARSONS
Child and Family Center

www.parsonscenter.org

WACAP
(World Asso. for Children and parents)

www.wacap.org

LSS
(Luth Soclial Services)

www.lsswis.org

RHI
(Raindow House International)

www.rhi.org

CSS-P
(CSS-Philadelphia)

www.archdiocese-phl.org/offices/
css-adm.htm

동
방
사
회
복
지
회

Australia

(E
S
W
S)

한
국
사
회
봉
사
회

(K
S
S)

홀
트
아
동
복
지
회

(H
O
L
T)

USA

The Netherlands Wereldkinderen

www.wereldkinderen.nl

Denmark

AC International Child Support

www.a-c.dk

Switzerland

Terres des hommes

www.tdh.ch

Holt Int'l Children's Services

www.holtinternational.org

Wide Horizons for Children

www.whfc.org

Bethany Christian Services

www.bethany.org

Welcome House Social Services of PSBI

www.pearl-s-buck.org

Catholic Charities

www.catholiccharities.org

World Asso. for Children and Parents (WACAP)

www.wacap.org

Norway

Children of the World

www.verdensbarn.no

Denmark

DanAdopt

www.danadopt.dk

France

R.D.S.

sole.rayon@wanadoo.fr

Luxemburg

A.I.A.E.

www.aiae.lu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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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입양정보센터에도움을주신분들

기관 관계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 대한사회복지회 장상천 회장,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 한국사회봉사회 이명림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민경태 회장,
성가정입양원 윤영수 원장
-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정애리 회장,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 한국입양홍보회 고경석 회장, 해외입양인연대 김대원 사무총장
- 산은사랑나눔재단, 서울시 교육청
- 닥종이 작가 인명숙, 서울여자대학교 김선희 교수
- 경주 켄싱턴 리조트, 세종문화회관, 안면도 오션캐슬
- 바라디앤지, 크로스G, 한학문화
-

2008

후원자 명단

후원 종류
일반 후원

특별 후원
영구 후원

특히, 이번 2009 뉴스레터를 위해 번역을 도와주신 고혜연, 권정민, 김효령, 남궁혜원, 민서원, 민준홍, 박혜린, 신정옥, 이지
은, 임부희, 전현옥, 정지윤, 지민정, 최문호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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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이름

박미정
이미리
이태호
강수숙
김경아
인명숙
진명숙(문온유)
진명숙(문치유)
바라디앤지
서옥자
홀트아동복지회

합계

통번역 및 특별행사 자원봉사자
권정민, 김성현, 김재영, 김주동, 김지혜, 김형준, 김효선, 류재원, 박기웅, 박상훈, 박혜린, 박혜선, 박화인, 백설영, 오은주, 윤세아,
이다영, 이승연, 이지은, 이원표, 이혜선, 손대완, 손미선, 신서현, 신지원, 장나래, 장원식, 전지형, 조재현, 최선애, 하선영

입양정보센터 후원자 명단 & 후원 방법
후원 금액
80,000
35,000
2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
30,000
300,000
704,220
1,389,220

후원 방법

■후원방법
쪾후원자격
쪾일반후원 : 매월 1,000원이상의후원금으로국내·외입양인의예술창작, 학술, 문화활동및사후프로그램개발지원
쪾특별후원 : 현금이나물품지원
쪾영구후원 : 30만원이상을일시불이나분할로지원
■후원금납부안내 (자동이체번호)
쪾하나은행 146-910006-20705 (예금주 : 입양정보센터)
쪾국민은행 407501-01-091177 (예금주 : 입양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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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센터소개및연혁
입양정보센터

(GAIPS : Global Adoption Information & Post Services)

월
월
월
월
년 월
5

입양정보센터는입양삼자 입양인 친부모 양부모 에게입양정보및
다양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인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보다
긍정적이고선진화된입양문화정착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

,

,

4

)

3

.

설립 목적

년 월 보건복지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입양인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후서비스의 활성
화를 목적으로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국내·외입양인및입양가족을위한보다전문적인양질의입양정보와사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1999

7

,

주요년 연혁
월
2008

12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월
월
월
월
월
월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월
월
월
11
7

5

4
3

2
1

2007

12

11

10
6
5

3

2006

12
11

9
7

6
5

3

2005

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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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제3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 개최
입양신문「우리는 한 가족」제2호 발간
입양신문「우리는 한 가족」창간호 발간
제5회‘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개최
2대 센터장(서옥자) 부임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3호 발간
입양교육자료집 발간
입양기사자료집 2 발간
산은사랑나눔재단 후원 입양홍보사업(반편견 입양교육) 협약 체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반편견 입양교육 실시
제2회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 개최
해외성년입양인 모국어연수 지원
제4회‘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개최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2호 발간
국내·외 입양기사자료집 발간
초·중·고등학교 대상 반편견 입양교육 실시
입양관련 도서 및 자료 비치
해외성년입양인 모국어연수 프로그램 개설
제3회‘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개최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개설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을 위한 자선바자회 개최
제2회‘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개최
국내입양인을 위한 1:1영어 결연학습 프로그램 개설
가족 찾기 거리 캠페인 실시

,

2

1999

7

입양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설
제1회‘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전’닥종이 작품전시회 개최
재상봉 입양가정을 위한 통·번역자원봉사서비스 개설
해외입양인을 위한 취업·문화·한국어 정보 제공
입양정보센터 영문명 GAIPS 사용
(GAIPS : Global Adoption Information Post Services)
초대 센터장(박미정) 부임
입양정보센터 설립
4개 입양기관 국내·외 입양인 통합 DB구축
국내·외 입양인 뿌리찾기 및 입양정보상담 시작

주요 사업 소개

입양정보 및 사후상담 사업

1.

2)
3)
4)

(4

)

(23

,

)

,

-

(

,

)

뿌리찾기 사업

2.

입양인들이미비한출생배경정보를가진기아인경우 매스컴 을통해친가족찾을수있도록지원
본센터의홈페이지를통하여친가족 입양인의‘뿌리찾기’지원
친가족 입양인뿌리찾기신고등록제운영
,

1)
2)
3)

(TV)

/

/

입양 사후관리서비스사업

3.
1)
2)
3)
4)

4.

입양아동 운영및관리 개국내ㆍ외입양기관
전국입양대상아동통합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개국내입양지정기관
국내·외입양된아동 입양기관 입양대상국가에관한정보 친가족및입양인들의배경정보상담제공
입양사실확인정보 입양인 남자 의병역문제로행정관서에입양사실확인정보제공
DB

1)

국외입양인을위한모국어연수에관한정보안내
입양인 양부모를위한문화및역사탐방정보제공
모국방문에대한안내및정보제공
국내·외재상봉입양가정을위한사후상담서비스지원
,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사업

입양인및입양가족을위한통역 관광안내 공항픽업 쇼핑도우미등의서비스제공을위한자원봉사자개발및교육
,

5.

입양교육 사업

6.

입양연구·조사 사업

,

,

서울시내초·중·고등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입양에대한올바른인식증진및입양편견해소

입양도서관운영 입양정책연구등
,

7.

후원·홍보 사업

후원자개발및입양신문 뉴스레터등홍보물발간
,

2009

입양정보센터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