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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후상담 매뉴얼 개발

1. 입양의 이해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출산 대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Kadushin, 1980).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생부모에서 입양 부모에
게 양도되며, 입양 아동은 입양 가정의 영구적 구성원이 되어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Costin, 1972; McGowan & Meezan, 1983). 이는 우리나라 「민
법」에도 명시하고 있다. 「민법」상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하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
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33조 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9조)를
받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신고로 양친과 양자 사이에
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같은 권리가 인
정된다(「민법」 제772조 제1항).
입양은 가족성립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입양 가족은 법적·사회적 과정으
로 구성되지만, 가족이 된 후에는 정서적 유대를 가지며, 입양 가족은 아동 양육을
통해 자녀와 일체감을 이루는 경험을 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 과정
에서 입양 가족은 일반 가족과 다름없는 영구적이고 완전한 가족으로 기능하게 된다
(정옥분・정순화・손화희・김경은, 2012).
한편,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의하는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
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하게 하는 ‘영구 대리 보호 서비스’이다(Kadushin & Martin, 1988). 이는 아동은 가
능한 가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건전하게 양육해야 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족의 해체로 원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 대리 가정을 통해 2차 방어선을
제공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원칙을 따른 것이다(Fredericksen, 1948). 대리 보
호 서비스는 시설부터 위탁가정, 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대리

보호

형태

중에서

입양은

아동에게

‘심리적

영속성(psychological

permanency)’과 ‘가족 지속성(family continuity)’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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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택으로 여겨져 왔다(Barth, 1999; Schulman & Behrman, 1993).
이처럼 입양은 어떤 측면에서 정의하는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입양을 법적으
로 정의할 때는 법적 절차와 권리, 의무를 강조하며, 가족 성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생부모의 적응에 더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입양을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서비스로 볼 때는 입양 절차와 국가 및 사회복
지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2) 입양의 역사
(1) 외국 입양의 역사
입양의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된다. 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입양 관
련 내용이 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국, 인도 등에서도 입양이 광범위하게 이루
어졌고 이를 관리하는 법이 있었다. 입양의 목적은 시대와 나라마다 다양했는데, 과거
에는 가문을 계승하거나 상속을 하기 위해, 혹은 노동력 확보와 정치권력 유지를 위
해 아동을 입양하였다. 따라서 입양 아동은 대부분 남자였고 친척 간 입양이 주를 이
루었다(Winkler, Brown, Van Keppel, & Blanchard, 1988). 이때 입양은 성인의 필
요와 욕구에 따라 가족을 성립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입양이 아동보호의 방편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18~19세기 산업혁명 시기부터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구가 도시로 밀집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였으
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기능이 깨지면서 사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아동이
늘어났다. 특히, 아동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아동 보호의 필요
성을 인지한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로
「입양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이경은, 2017).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
로 「아동 입양법」을 제정하였고, 스위스와 스웨덴은 1907년에, 영국은 1926년, 프랑
스는

1928년

「입양법」을

공포하였다(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2013). 이 법에서는 아동을 입양할 때 법원에 신청하고 허가받는 절차를 규정하였으
며, 법원은 입양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또
한, 입양이 성립되면, 아동과 생부모 간 관계를 단절하여 아동을 입양 부모의 친생자
와 같이 인정하였다. 이 법들은 아동 입양에 국가 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를 보장하고 적절하게 보호하려는 실마리가 되었다(이경은, 2017).
입양이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로 발전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대규모 전
쟁고아가 발생하자 각 나라는 양육자가 없는 아동을 전쟁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 이주

- 2 -

시켜 양육하는 방법으로 고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국외 입양 수요가 늘자 이
러한 절차를 관리할 전담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때부터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별한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입양 서비스
를 전담하는 기관도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아동 입양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생부모가 없을 때는 친인척이 양육을 담당하곤 했다. 그리고 대부분 영유
아기를 벗어나 입양된 아동이 많고 다른 인종 간 국외 입양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입양의 특성과 규모가 크게 전환되었다(Howe, 1983; 1995).
국외 입양은 입양 송출국과 수령국의 법률이 상충할 우려가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으
므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국제사법으로 아동 입양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
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65년 「입양 관련 관할 적용법과 조례인정에 관한 협
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tion Law and Recognition of Decrees
Relating to Adoption)」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은 3개국만 비준하는 데 그쳐 최종
폐기하였지만, 국외 입양에 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Howe,
1983).
이후, 1967년에는 입양 당사국 국내법에 포함해야 할 아동 입양 절차를 규정한 「유
럽 아동입양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Child)」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사적 입양 금지와 친권자 입양 동의 규정을 명시했으며, 입양 결정 당국은 아동 최선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입양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협약은 입양
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Howe, 1983).
한편, 1970년대에는 UN에서 아동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만들기 위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국외 입양 관행과 법제에 대응하는 국제 규범
을 제시하였고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UN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이하 UN CRC)」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입양은 단지 여러 대리 보호 형태 중 하나가 아닌,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과 가정위
탁 보호 등의 대안 양육 조치를 먼저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검토해야 함을 천명하
였다. 이는 협약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관련한 것으로 이
러한 내용은 아동 입양 조항인 제21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UN CRC, 제21조).
하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원칙은 제시했지만, 구체적 이
행에 관한 사항은 당사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
었다. 이에 따라 1993년에는 국제법의 장에서 지금껏 논의해 온 아동 국외 입양과 관
련한 규범을 집대성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한 「헤이그 협약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ague Adoption Convention])」을 제정하였으며, 「헤이그 협약」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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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더 역동적으로 작동할 국제규범 체계가 이루어졌다.

(2)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 제도가 있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 중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면서 시작하였다. 이때는 별도 법 규정 없이, 정부가 1954년 사회부 산하에
설립한 국외 입양 전담기관을 통해 입양을 중개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이 시기 입양
은 아동에 대한 긴급 구호의 성격이 컸으며, 입양을 받는 당사국도 입양의 인도주의
적 측면을 강조하였다(Choy, 2015).
이후 1961년 우리나라 입양 관련 첫 법률인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는데, 주
요 내용은 입양 아동의 복리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국외 입양을 합리화하고 그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었다(고혜연, 2011). 1960년대부터 입양 아동의 유형은
전쟁고아나 혼혈 아동에서 ‘요보호 아동’으로 변화하였으며, 입양 아동은 부모가 사망
한 ‘진짜 고아’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포기한 아동이었다. 이때는 경제적
이유로 가정이 해체했거나,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유
기하는 아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미혼 부모이거나, 가족에 충분한 경제적 자산 없이
많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부모는 자신과 아동의 생존이라는 벅찬 문제를 마주하게 되
며, 이때 스스로 친권을 포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수 있었다(김동수,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국 원조가 감소하여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할 대책마저 부족해지자, 요보호 아동 대부분을 국외로 입양 보내게 되었다(공계
순 외, 2013). 정부는 국외 입양에 직접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않은 채, 입양 관련 절
차를 대행하는 국내외 중개 기관을 허용하였으며, 입양 기관의 개입으로 입양을 보내
는 과정이 수월해 짐에 따라 국외 입양은 더 많이 증가하였다(이경은, 2017).
1970년부터 1994년까지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인원 조정제’의 시기이다. 정부는
1976년 ‘입양 인원 조정제’ 도입 등을 통해 국외 입양을 점차 줄여 결국 전면 중단하
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국내 입양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
에 국내 입양은 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입양 제도와 아동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국내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 보호
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정부는 다시 국외 입양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국
외 입양 관련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국외 입양이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다시 번복하는데, 이는 한국이 아동 수출
국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Rothschild, 1988). 정부는 국외 입양을 단
계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다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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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5년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 조치에 따라 「입양특례법」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1996년에는 장애아동과 혼혈아동 외에
는 국외 입양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실패하자 이 정책도 결국 철회하였다.
2011년에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입양 아동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
정하면서 입양 절차에 대한 가정 법원 개입을 명시해 입양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
였다. 「입양특례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도입(제7조, 8조)과
양친이 될 자의 자격 강화(제10조), 입양허가제와 친양자 제도 도입(제11조, 제14조,
제15조), 입양 숙려제 마련(제12조), 입양 동의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중앙입양원
설치(제26조), 입양정보공개제도 도입(제36조), 입양 기관 의무와 사후 서비스 제공
강화(제20조),

양육보조금

확대(제35조)’에

관한

것이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3) 입양의 원칙
(1) 입양의 원칙
입양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볼 때, 입양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아동은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입
양은 아동의 원가정을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원가정을 보존하는
노력을 한 후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만 고려해야
한다(Kadushin & Martin, 1988).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도 명시한 내용이
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게 최선의 장소는 원가정이며, 국가는 입양 실천을 시작하기 전 가족복지 서비
스를 먼저 제공하여 생부모와 확대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
다(박인선, 2001).
둘째, 입양 가정은 아동이 속한 국가와 인종 집단, 문화 집단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Kadushin & Martin, 1988). 이러한 원칙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나타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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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신국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만 국외 입양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UN CRC 제21조). 「헤이그 협약」에서도 국외 입양은 최후의 보루로, 각 나라
는 아동이 출신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으며(「헤이그 협약」 제4조),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도 ‘입양 의뢰된 아동은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외 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해야 하며(「입양특례법」 제7조),
국가는 국외 입양을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입양특례법」 제8조)’고 적시하였다.
셋째, 입양은 아동의 복지와 욕구, 관심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Kadushin &
Martin, 1988). 입양의 일차적 목적은 생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 가
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아동을 위해 입양 가정을 선택해야 하고 입양 가정을 위해
아동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입양 부모를 자선을 베푸는 존재로 부각하면 입양
부모는 아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박인선, 1997). 이러한 관점에서
생부모와 입양 아동의 관계에서도 더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동의 권리 보호이
며, 이는 아동이 안정된 양육을 받고 좋은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다.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 것으로, 「UN 아동
권리협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2) 입양 서비스 실천 수칙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2017)에서는 입양 기관 실무자를 위한 입양 서비스 실천 수
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입양 실무자는 아동 권리보장과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한
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아
동 보호에 관한 의사 결정 시 입양 부모와 생부모, 조부모, 친인척, 후견인보다 아동
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다.
둘째, 사생활 존중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입양 실무자는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생부모 등 입양 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개별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생부모는 다양한 욕구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실무자는 입양 삼자를 개별적 존재로
인정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물론, 이러
한 욕구 해결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넷째, 자발적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실무자는 입양 삼자가 입양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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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실무자는 입양 삼자와
의사소통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양 삼자가 제일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mith, Coleman, & Bradshaw, 2001). 특히, 입
양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되, 아동이 결정 과정에 최대한
참여하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노혜련 외, 2015).

입양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1)
「UN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 협약」에서는 입양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 비차별 원칙과 입양: 제2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다. 부모의
지위는 아동의 지위와 함께 중요하며, 입양 대상 아동 대부분은 미혼모나 사회·경제적으
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이므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보장에서 차별 받을 가
능성이 있다.
○ 아동 최선의 이익과 입양: 제3조는 모든 입양 결정과 진행 절차에서 생부모와 입양 부
모, 입양 기관을 포함한 그 누구보다도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 생부모의 양육과 정체성의 권리: 제7조의 내용은 생부모의 권리로서 ‘친권’의 보호가 아
니라, 아동이 생부모를 알고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타고난 인종,
이름과 가족, 소속집단, 국적 등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정체성 권리 보
장을 위한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람의 출생 기록을 적법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7조
에서는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하고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며 자신의 생부모를 알
권리를 규정한다.
○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 제20조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
직하지 않을 때 국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
은 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녀야 하고 적절한 대안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
○ 입양 조항: 제21조에서는 입양 결정은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는 ‘모든 정보에 근거한 판단’으로 명목상의 절차가 아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이
다. 이를 위해 입양 사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에는 국외 입양에 대
한 규정을 두어 국외 입양이 아동 양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외 입양
시 국내 입양 아동과 동등한 보호 기준과 절차적 안전망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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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약」
○ 중앙당국의 지정과 상호협력 체계: 「헤이그 협약」에서는 모든 협약상 의무를 중앙당국과
권한 당국의 업무로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와 외교부, 복지부를 협약의무에 대한
중앙당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입양 적격 결정과 국외 입양의 결정, 아동의 입
양 동의 절차의 적법성, 아동의 동의 확보(제4조), 양친이 될 자의 자격 심사(제5조),
국외 입양 절차에서 부당이익 금지(제7조, 제32조), 입양 사후관리(제9조), 일부 절차
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단체의 허가과 관리, 감독(제10조), 예비 양부모의 아동 입양
신청 접수(제14조),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고서와 양친보고서 작성(제15조, 제16
조), 아동 출국과 입국(제18조)’ 등 아동의 국외 입양 절차에 따른 모든 구체적 조사와
결정을 양국 중앙당국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한다.
○ 송출국의 아동보호 의무: 제4조에서는 송출국에서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는 절차인 입
양 적격 결정과 국외 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명시한다. 입양 적격 결정 시에는 국내에서
보호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을 의무를 규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원칙은 송출국의 원
가정 아동 양육 지원 체계와 아동보호 제도, 대안 양육 지원 법제, 제도의 구성과 연결
된다. 또한, 재정을 부담하는 당사국의 전반적 아동보호 역량과 관련이 있다.
○ 입양 결정의 자동승인과 국적취득: 제23조에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외
입양의 효력은 당사국 국내법이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외 입양 아동의 국
적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데,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입양
국에서 국적 취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동 입양 이후 양육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
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 금지: 제4조에서는 입양 동의권자의 입양 동의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취하
는 것을 저지하는 조치를 중앙당국과 공적 기관이 책임져야 함을 규정한다. 제11조는
인가 기관에 관한 규율인데, 입양 관련 업무를 하는 인가 기관은 비영리 목적만
을 추구해야 하며 재정 상황에 관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이 내용은 이경은(2017)의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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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의 유형
(1) 친족 입양과 비친족 입양
입양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친족 입양(related
adoption)’과 ‘비친족 입양(non related adoption)’이 있다. 친족 입양은 가족이나
혈연인 사람이 아동을 입양하는 것으로, 재혼 부모의 입양도 이에 해당한다. 비친족
입양은 친인척이 아닌 입양 부모가 입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 추이를 보면, 과
거에는 대부분 친족 입양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친족 입양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친족 입양이 여전히 많은 편인데, 미국에서 친인척 입양은 아동을
영구 보호하는 가족보존 방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할 때는 생물학적·문화적 동질감을 느끼고 가족 내 적응의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Berrick & Barth, 1994).

(2) 독립 입양과 기관 입양
입양할 때 입양 기관을 통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관 입양(agency adoption)’과
‘독립 입양(independent adoption)’이 있다. 독립 입양은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입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독립 입양은 입양 부
모의 상황을 검증할 수 없고 입양 과정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
라, 생부모와 입양 과정에 관한 정보를 남기기 어려워 아동과 생부모 간의 관계가 끊
어지기 쉽고, 입양 아동이 훗날 ‘뿌리 찾기’를 하기도 어렵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
해서는 기관 입양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3) 비공개 입양과 공개 입양
입양에 대한 공개 정도에

따라 ‘비공개 입양(closed adoption)’과 ‘반공개 입양

(semi-open adoption)’, ‘공개 입양(open adop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공개
입양은 생부모가 누구인지 타인이나 입양 아동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입
양 부모는 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비공
개 입양 부모는 이 방법이 사회적 편견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
동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아동의 애정과 충성심을 생부모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여긴다(Hamner & Turner, 1985).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혈연 의식이 작용해 비공개 입양이 더 많은 편이며, 비밀 유지가 쉬운 어린
나이의 아동 입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배태순, 2000).
비공개 입양은 입양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입양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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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면, 아동은 입양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
지게 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입양 아동은 자라면서 언젠가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입양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을 겪는다. 아울러 비밀 입양은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입양
가족과 입양 아동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공개 입양은 입양 사실을 입양 아동을 포함한 주위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다. 공개의 범위는 입양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공개 입양의 본래 의미는 입양 전부
터 후까지 모든 과정을 개방적으로 진행하여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생부모 모두가
지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공개 입양의 경우, 입양의 결정 단계부터 입양 부모와
생부모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생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할 입양 부모를 선택하
기도 하며, 입양 부모와 생부모는 입양 전후에 직접 만나고 연락하며 지내고 더 나아
가서 생부모를 다른 친척과 마찬가지로 확장된 가족으로 여기기도 한다(이미선,
2005). 입양해도 생부모나 친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때, 입양 아동과
생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의 의료적, 사회적, 문화
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양육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파양이나 입
양 부모의 사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입양 아동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최
진섭, 2012). 미국은 대부분 입양 과정에서 생부모와 입양 부모가 만나고 있으며,
90% 이상이 입양 후 생부모와 입양 아동의 만남을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
다(Sullivan & Lathrop, 2004). 영국의 경우에는 2002년 입양 후 생부모와 입양 부
모의 접촉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돕는 대행기관을 두어 입양 삼자를
지원하고 있다(Appell, 1995).
그러나 우리나라 공개 입양의 개념은 서구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개 입양
은 외부에 입양 사실을 공개했을 뿐, 생부모와 관계는 끊어진 채로 지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는 생부모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고 입양 사실만을 입양 아동과 주위 사
람에게 알리는 것이다(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10). 이러한 의미 차이 때
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입양을 ‘반공개 입양’, 혹은 ‘부분 공개 입양’이라 하
고, 생부모와 입양 부모 간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입양을 ‘개방 입양’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개방 입양’의 상대어로 ‘폐쇄 입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생부모
와 입양 부모가 완전히 분리된 채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양을
진행한 것을 말한다.

- 10 -

(4)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입양을 법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입양에 세 가지 유형이 있
다. 이는 「민법」 제866조 이하에서 정하는 ‘일반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 이하에
서 규정하는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른 ‘특례법 입양’이다. 「민법」은 가계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양자 제도를 규정하며,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을 적용하고, 요보호 아동 이외 입양이나
같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한다(김효진・이재연, 2011).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성립 요건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자는 미성년자에 한하고 법원의 허가 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가 될 자의 연령 제한이 없고 성년자 입양은 당사자(양친이 될 자와 양자 될 자)
의 합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물
론, 일반 입양도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 법원은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부
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또한, 효과 면에서 일반 입양은 입양 전 친족 관계를 종료하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
은 입양 전 친족 관계를 소멸하고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생부모에게서 입양 부
모에게 양도한다.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가 출신 가정 성과 본을 그대로 보유하지만,
친양자 입양에서는 입양 성립 시 아동의 성과 본은 모두 양부의 것을 따른다(「민법」
제908조 제3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표기한다. 반면, 일반 입양에서 양자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입양을 ‘불완전
입양’ 혹은 ‘단순 입양’이라 하고 친양자 입양을 ‘완전 입양’이라고 한다(석광현,
2009).
2011년 개정한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 입양 시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가정법
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입양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입양특례법」 제14조). 즉, 생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가정법원의 인용심
판 확정과 동시에 모두 입양 부모에게 이양하는 ‘완전 입양’의 효과가 있게 한 것이
다(「입양특례법」 제15조). 본 보고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입양의 사회복지 측면을
강조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관한 것이다.

(5) 국내 입양과 국외 입양
입양 아동을 어떤 국가의 부모에게 입양 보내는지에 따라 ‘국내 입양(in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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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과 ‘국외 입양(intercountry adop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 입양은
아동을 다른 나라의 부모에게 입양 보내는 것이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년
간 전체 국외 입양 아동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주요 수령국은 20여 개고 아동
을 송출했던 나라는 80여 개에 이른다. 수령국은 주로 북미와 서유럽 국가이며, 송출
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남미와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이경은,
2017). 이 중 우리나라는 약 16만 명의 아동을 국외 입양 보냈으며(보건복지부, 2017
검색), 지금까지 한국은 최장 기간, 최대 규모의 아동을 송출한 나라로 기록된다. 우
리나라는 현시점에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아동을 국외 입양 보내는 나라이다.
앞서 입양의 원칙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아동은 자신의 원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출생국에서 성장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먼저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입양이 필요하다면, 아동의 민족
과 국가, 종교적 배경과 가장 유사한 배경을 가진 입양 가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
다(Kadushin & Martin, 1988).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국외 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국외 입양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국외 입양인
은 국내 입양인보다 사회적 고립감과 상실감, 자아정체감의 혼란, 입양 부모와 갈등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연, 2013; 고혜연・임영식,
2005; 유규용, 2001; 이미선, 2002a).
한편, 우리나라 국내 입양은 2016년 현재까지 약 8만 건 정도이며(보건복지부, 2017
검색), 국내 입양은 주로 건강한 여자 신생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장 아동과 장
애 아동, 남자 아동은 주로 국외로 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검색).

5) 입양의 주체
입양을 이루는 세 주체가 존재하며, 이를 보통 ‘입양 삼자(adoption triad)’라 한
다. 입양 삼자는 입양인(adoptee)과 입양 부모(adoptive parent), 생부모(birth
parent)를 말하며, 법률을 중심으로 입양 삼자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인
입양인은 입양된 사람을 지칭한다. 「아동복지법」상 입양 아동은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
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항)”을 말한다. 「입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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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에서 ‘양자가 될 사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보장시설에 보호를 의뢰하거
나, 부모(부모 사망 시 직계존속)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고 입양 기관에 보호를 의
뢰한 사람’을 말한다(「입양특례법」 제9조). 13세 이상의 아동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아동은 입양의 과정과 효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도 받아야 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2) 입양 부모
입양 부모 중에는 불임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기 원하는
‘전통적 입양 부모’와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입양으로 가족을 구성하기 원하는 ‘선
택적 입양 부모’가 있다. 우리나라 입양 부모 대다수는 전통적 입양 부모에 속하지만,
서구에는 선택적 입양 부모가 많다(노혜련 외, 2015).
나라마다 입양 부모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체적 안정성과 정
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결혼 관계의 안정성을 포함하며, 이는 입양 아동에게 최
선의 가정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입양 부모에 대한 매우 엄격
한 평가 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Kadushin & Martin, 1988).
첫째, 입양 부모의 가족 관계와 직장 적응도, 친구 관계, 지역사회 내 활동을 중심으
로 ‘전체 성격’을 평가한다. 둘째,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과 성 역할에 대한 수용,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 적당한 정서적 안정감, 융통성, 자아
존중감,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통해 ‘정서적 성숙도’를 알아본다. 셋
째, 아동에게 의존하지 않는 성공적 결혼 생활 여부, 부부간 존중과 존경 정도 등 부
부 관계의 질을 점검한다. 넷째,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부모가 출산한 아동에
대한 수용 정도, 아동의 발달 단계별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입양 아동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포용할 능력, 아동을 개별화된 존재로 처우하는 것 등 아동에 대
한 감정을 파악한다. 다섯째, 입양의 동기에 좀 더 풍부한 인생을 영위하려는 욕구와
부모 책임을 다하고 싶은 욕구, 한 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욕구, 사랑을 주고받
으려 하는 욕구가 포함되는지를 살핀다. 여섯째, 불임 부부의 경우에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감정과 입양 준비 정도를 살피는 데, 이때 불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야
하고 입양 결정에 부부간 사전 합의 여부를 알아본다. 또한, 입양 사실을 아동에게
말해 줄 능력과 생부모와 비혼 출산에 대한 비 판단적 태도도 확인한다.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도 입양 부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입양 부모
는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둘째,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
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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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넷째,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되며,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 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을 마쳐야 한다(「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 부모의 나이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
어야 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한편, 2008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부모의 자격 중 혼인 중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였다. 이
에 따라 독신 가정도 입양이 가능한 데, 이때 양친이 될 자는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50세 이하여야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동성인 아동만 입양할 수 있다.

(3) 생부모
생부모는 입양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로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빈곤하
거나 가정이 해체된 때와 미혼 부모가 출산했을 때가 많다(문선화・구차순・박미정・
김현옥, 2013). 또한,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경우에는 타율적으로 생부모의 친권
을 박탈하고, 요보호 상태가 된 아동을 입양 보내기도 한다.
아동을 입양하려면 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생부모는 입양에 동의하기 전 아
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과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11조). 또한, 생부모는 입양의 법률적 효력과 입양 동의의 요건, 입
양 동의의 철회, 입양 절차,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관해서도 정보를 받아야 하며, 입
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입양특례법」 제
13조).

(4) 입양 삼자에 대한 용어
언어는 사람들의 감정과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 어떤 단어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말은 모호해서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입
양 삼자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그런 경우가 있다.
먼저, ‘입양인’은 대부분 ‘입양 아동’을 의미하지만, 아동기를 지난 사람도 포괄하는
용어이다. 생애 주기에 따라 입양인을 입양 아동, 입양 청소년, 입양 성인 등으로 구
분해 부르기도 하며, 장애 등 특별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아동은 ‘특수 욕구 입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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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생한 지 만 12개월이 지나 입양
된 아동을 ‘연장 입양 아동’이라고 부르고 중앙 입양원의 「입양실무매뉴얼」에도 그렇
게 표현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연장’이라는 말은 'older'란 말을
번역한 것으로 그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다. 미국에서 과거에는 아동이 6개월만 지나
도 ‘연장 입양 아동’으로 부르다가 3세로 중지점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5
살 이상이 되어야 ‘연장 입양 아동’이라고 한다(Whiteman, 2003).
'연장 입양 아동‘이란 용어는 나이가 들어 입양된 아동에게 특수한 욕구와 문제가
있고 어린 아동보다 입양 가정에 더 적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해서 생겨난 것이
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아동의 나이는 일관되게 입양 가정 내 적응과 유의미한 관
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다(Barth & Berry, 1988; Festinger, 1986, 1990;
Partridge, Hornby, & McDonald, 1986; Whiteman, 2003 재인용: 2). 이처럼 나이
들어 입양된 아동이 신생아기에 입양된 아동보다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입양인의 적응 문제는 입양 전 상
황과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생부모와 분리된 후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
한 아동, 입양 전 거주지나 양육자가 자주 바뀐 아동, 양육자의 학대나 방임을 경험
한 아동은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늦은 나이에 입양될수
록 이러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나이가 든 아동을 입양할 때는 그
아동의 발달 배경과 나이에 따라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입양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나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입양되었어도 입양 전 경험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입양 부모가 충분
히 준비된 상황에서 입양했을 때는 입양 가정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만 12개월이 넘은 아동을 모두 ‘연장 입양 아동’이라는 특정한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연장 입양 아동’은 무조건 입양 가정에 적응하는 데 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연장 입양 아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하면 지나친 우려와 편견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낙인
감을, 입양 부모에게는 나이든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어떠한 용어가 더 적절할지 고민하고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생부모를 말할 때, ‘진짜 엄마, 아빠’ 또는 ‘원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를 ‘진짜’, ‘원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ussell, 2000).
부모를 지칭할 때는 ‘입양한’ 부모라는 의미로 ‘입양 부모’를 사용하고 ‘생물학적’ 부
모라는 뜻에서 ‘생(生)부모’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부모를 ‘친부모’나 ‘친생 부
모’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생부모만을 부모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친(親)’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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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양 삼자의 관계
모든 입양은 입양 삼자를 포함한다. 입양 삼자는 서로를 알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생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준다(Russell, 2000).
입양은 생부모와 입양 부모의 욕구로부터 시작한다. 생부모는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입양을 고려하고 입양 부모는 자녀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
한다. 입양 아동은 그사이에 위치한다. 과거에 입양은 입양 삼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와 ‘아이를 원하는 부모’,
그리고 ‘가정이 필요한 아동’의 문제 해결 측면에서 본다면, 입양은 입양 삼자 모두에
게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Russell, 2000). 또한, 입양은 같은 부모가 아동에게
장기간 친밀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리 양육 서비스로 여겨지기도
한다(정옥분 외, 2012; 노혜련 외, 2015).
그러나 입양은 아동과 생부모의 결별에 기초하므로 입양 삼자의 상실감이 존재하는
문제다. 따라서 입양 삼자에게 이익이 있더라도 입양으로 초래하는 상실에 관해 특별
한 고려와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원가족 보호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하지 않은 채 입
양이 이루어진다면, 입양은 입양 삼자를 위한 최상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입양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까? 모르겠다. 그 질문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
해보라는 요구이다. 미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대신 상실해버린 내
모국의 언어와 문화의 빈자리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어린아이
로 추방된 인간이, 자신이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지 헤아려볼 수나 있
을까? 내 어머니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교육
의 기회를 누려야만 할까? 한 입양인이 자신이 겪은 엄청난 상실의 무게를 어떻게 새 조
국과 양부모에 대한 고마움의 짐과 저울질할 수 있을까? (Trenka 저, 송재평 역, 2012:
330).”

어떤 면에서 입양은 권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제도로, 입양을 통한 아동의 이
동은 대부분 ‘가난한 집에서 부유한 집으로’ 또는 ‘유색인종 가정에서 백색 인종 가정
으로’ 방향이 일정하다. 이는 가족을 만드는 일에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 간 힘의 불
균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문경희, 2015; Hübinette 저, 뿌리의집 역,
2008; 장윤수, 2008), 입양 절차에서 입양 삼자 간의 권력 관계도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양 아동은 양육자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할 때가 많고 생부모도 양육을
포기할 자유 외에는 입양 삼자 간 관계에서 특별한 권리를 갖기 어렵다.
입양은 입양인과 입양 부모, 생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며, 입양 과
정은 어떠한 주체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을
담당하는 실천가는 입양 삼자 모두 제일 나은 선택을 통해 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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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신중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가장 취약한 아동의 보호를 우선으
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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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사후관리의 이해
1) 입양 사후관리의 개념
입양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입양절차를 마무리한 이후에 제공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박미정・이미선・고혜연, 2011)”로서, 입양을 결정한 이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
다. 입양에서 사후관리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다. 기존 문헌은 입양 사후관리는 “입양전문가가 입양 후 입양 가정
내 입양 아동의 적응 상태를 도와주며 입양 아동의 복지를 확인하는 것(김유경・변미
희・임성은, 2010)”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한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사회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고혜연・임영식, 2008)”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입양 사후
관리의 핵심은 결국 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양 아동, 입양 부모, 생부모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점도・김호현, 1998). 따라서 입양 사후관리는 ‘입양 성립 후 입양으로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입양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입양 가정, 생부모 등에게 제공하는 전문서비
스’로 이해할 수 있다.

2) 입양 사후관리의 필요성
과거 입양 실천에서는 아동과 입양 부모를 연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입양 부모
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이 없었다. 그러나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입
양 아동을 입양 가정에 인도하는 것으로 과업이 종료되지 않는다. 입양 후 입양 아동
과 입양 부모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입양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서 잘 성장하도록 하려면 입양 후 상담서비스와 지원 등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다
(The Swedish Nation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노혜련, 2017: 50 재
인용).
입양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이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평생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입양 아동은 생애주기별로 다
양한 이슈에 직면하는데, 이를 잘 해결해 나가려면 입양 가정에 대한 지지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입양 가정의 입양 전 준비와 교육도 필요하지만, 입양 후에도 전문
적인 사후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노혜련, 2017).
국내 입양의 경우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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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면서 공개 입양이 증가하였고, 공개 입양 가정의 사후 서비스 욕구도 따라서
증가하였다(안재진 외, 2016). 한 연구에서는 공개 입양 부모의 95%가 입양 부모교육
과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백경숙・변미희, 2001), 입양 사후 서비스에 대
한 높은 욕구를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는 포천(2016년 6월)과 대구(2016년 10월)에
서 입양 아동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입양 가정
의 입양 전 준비와 더불어 입양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입양 사후 서비스는 입양 아동의 복지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며, 어려움을 겪
는 입양 부모와 (특히, 개방 입양에서) 생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입양 사후 서비스는 입양 가정의 성
공적인 적응을 도와 파양률 감소에도 이바지한다. 2012년 미국 National Adoptive
Families Study의 자료를 토대로 입양 사후 서비스와 파양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입양 사후 서비스 중 입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적 옹호와 부모지
지집단 서비스 이용이 파양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Hartinger-Saunders, Trouteaud, & Matos Johnson, 2015). 특히, 학대 경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사후 서비스가 입양 가족의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Barth & Berry, 1988; Brooks, Allen, &
Barth, 2002). 국내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양 사후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입양 부모는 부모교육과 자조모임과 같은 사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권지
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16), 이러한 입양 사후 서비스가 자녀 양육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안재진 외, 2016).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입양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3) 우리나라 입양 사후관리
(1) 국내 입양 사후관리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까지 국외 입양 사후관리만 지원하
였다. 법 개정 이후 국내 입양 가족에게도 공식적으로 입양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공개 입양 부모를 중심으로 입양 사후 서비스 필요성을 제기하기
하였기 때문이다(안재진・최운선・김세원, 2013; 안재진 외, 2016), 아울러 개정한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기관이 입양 후 사후관리를 1년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현재, 국내 입양 사후관리는 입양 기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한 「입양특례법」상 사
후관리와 민간 기관이 중앙입양원의 위탁 공모 형태로 시행하는 사후관리가 있다.

- 19 -

①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 입양 사후관리
2012년 전면 개정한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 기관의 장은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관하여 관찰하여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양 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입양특례법」 제25조). 아울러 동법 제3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기
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특히,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 기관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상태,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여 1년 내 4회 이상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사후관리보
고서 작성을 위해 최소 2번 이상 필수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야 하며, 첫 번째 가정방
문은 입양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이러한 사후관리는 입양 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아동이 입양된 후 1년 동안 사
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31조).

② 민간 위탁 국내 입양 사후관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내 입양 사후관리 대부분은 중앙입양원이 위탁 공모
를 통해 선정한 민간 기관과 단체의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한다. 민
간 기관에서는 주로 국내 입양 아동의 입양 후 적응을 돕는 입양 사후 서비스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2017년 현재, 중앙입양원 지원으로 민간이 국내 입양 가족에게 제공
하는 사후 서비스는 입양 가족 정서·심리 지원과 입양 가족 교육, 행사 지원 등이 있
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지원 사업 외에도 입양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일부 있지만, 규모가 작고 소수에 불과하다(안재진 외,
2016).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 입양 사후 서비스는 아직 서비스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
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53개 국내·외 입양인 사
후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국외 입양인 사후 서비스로(110개,
72%), 국내 입양인과 입양 가정을 위한 사후 서비스(43개, 28%)는 비중이 적었다(안
재진 외, 2016). 국내 입양 사후 서비스도 입양 가족 심리정서치료가 33%, 입양 가족
교육이 22%였으며, 전체의 약 45%는 단발성 행사나 모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안재
진 외, 2016). 이런 상황에서 입양 아동 특성이나 입양 가족의 특수 상황에 초점을
둔 서비스보다는 모든 입양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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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고위험 상태에 있거나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입양 가족에 대한 사후 서비
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변미희・안재진・권지성・최운선, 2014). 이는 사후 서
비스를 매년 위탁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므로 사업의 체계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 서비스가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고 서비
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국내 입양 부모의 입양 사후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입양 사후 서비스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입양 기관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고, 대체로 단기간만 제공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후 서비스
가 입양 기관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단기보다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지성 외, 2016). 아울러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 입양 사후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은 입양 부모뿐 아니라 입양 사후 서비스 실무자 자신들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할 정도로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안재진 외, 2016).

(2) 국외 입양 사후관리
우리나라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외 입양인의 모국방문이 증가하
면서 1996년에야 비로소 국외 입양인을 위한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에 국고지원을 하
기 시작하였다(박미정 외, 2011). 국외 입양 사후관리는 국외 입양인의 적응과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입양 기관과 단체, 입양 사후 서비스 전문기관, 중앙입양원이 있다(보건복지
부・중앙입양원, 2017). 국외 입양 사후관리도 크게 「입양특례법」상 입양 기관이 시
행하게 규정한 사후관리와 중앙입양원이 민간 입양 기관과 단체, 입양 사후 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후 서비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외 중앙입양원
에서도 입양인 상담팀을 통해 입양인 상담과 위기 입양인 긴급 지원, 국외 입양인 정
착 지원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외 입양 사후관리
개정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입양 기관의 장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25조 제2항). 또한, 「입양실무매뉴얼」에서는 협약
한 국외 입양 기관이 의무적으로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간 적응상태를 조사·보고하
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 입양 기관은 아동 입국 후 사후관리 보고를 1년
간 4회 이상 보고하되, 최소 2번 필수로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특히 국외 입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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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양 후 입양 가정과 아동의 상호간 적응과 한국입양 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한
국 역사와 문화 등 관련 입양 부모 교육, 한인입양 가정과 네트워킹 또는 멘토링 프
로그램 운영 등)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입양 기관의 장은 필요시 국외
입양 기관에 입양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이나 치료 의뢰 또는 아동의 적응관련 사진,
보고서 등 자료를 요청하게 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또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외 입양도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에는 모국방문사업과 모국어 연수지원, 생부모 찾기,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 지원, 국외 입양인 상담 등이 있다(「입양특례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 특히,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 배경에 관한 정보나 생가족을 찾는
‘뿌리 찾기’는 국외 입양인이 국내 입양 기관 사후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동기
로, 국외 입양인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뿌리 찾기’는 「입양특례법」상
입양 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후 서비스이지만, 입양 기관의 인력과 예산,
제도적 한계로 ‘뿌리 찾기’를 시도하는 많은 국외 입양인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안재진 외, 2016).
한편, ‘뿌리 찾기’과정에서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를 요청한 입양인에게
입양 기관에서 제공해줄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는 입양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주
의 깊게 고려하고 입양인이 생가족 찾기 결과를 수용할 수 있게 돕는 섬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자는 입양인이 ‘뿌리 찾기’ 과정에서나 이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돕고, 입양 삼자 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국내
입양 기관이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에 대한 국외 입양인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
르면, 응답자의 52.4%가 심리상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이미선, 2005). 성인 입양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입양
인과 생부모 간 관계 재형성에 입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다(권지성・최운선・변미희・안재진, 2013).

② 민간 위탁 국외 입양 사후관리
민간 위탁 국외 입양 사후관리 서비스는 주로 국외 입양인의 모국 방문과 정착을 위
한 서비스가 많다. 2017년 현재, 중앙입양원 지원으로 입양 기관과 단체를 통해 국외
입양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모국 방문과 모국어 연수, 모국생활 지원, 행사지원, 방
문 입양인 일시 주거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입양 기관 이외
에 국외 입양인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는 국외 입양인연대(GOA'L), 국제
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뿌리의 집(KoRoot) 등이 있으며, 이들 민간 단체가 제공하
는 사후 서비스의 핵심 내용도 ‘뿌리 찾기’라고 볼 수 있다(고혜연・임영식, 2008).

- 22 -

우리나라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한 국외 입양인 대상 사후 서비스 사업은
110개로, 이중 약 48%가 행사나 모임 지원이며, 모국 방문과 모국어 연수가 각각
16.5%, 12%였다. 민간 위탁 국외 입양 사후관리의 문제점은 국내 입양 사후관리와
마찬가지로 행사 위주의 단발성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것이며, 각 사후 서비스 기관
간 프로그램 중복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안재진 외, 2016).

4) 외국의 입양 사후관리
(1) 영국의 입양 사후관리
영국에서는 입양 사후관리를 ‘입양 지원 서비스(Adoption Support Services)’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며, 입양 사후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지방 정부에서 담당한다. 입양은
일생에 걸쳐 입양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입양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입양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입양 형제, 생부모와 생형제, 친척 등과
같이 입양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 포괄한다. 입양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상담
과 자문, 정보 제공, 치료 서비스, 재정지원, 입양 관련 대화를 하게 돕는 서비스, 입
양 관계의 지속을 돕는 서비스, 생부모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서비스, 파양 관련 상담
등이 있다. 사후 서비스는 먼저 욕구를 사정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가 제공하게
규정한다. 즉, 영국에서는 입양 서비스 대상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지만, 욕구 사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효율성을 고려한다. 지방 정부는 등록한 민간 입
양 기관 등 제삼자에게 위임하거나 계약을 통해, 입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또한,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입양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게
하려고 ‘입양 지원 서비스 자문관(Adoption Support Services Adviser)’을 지정하
게 법으로 규정한다. 입양 지원 서비스 자문관을 통해 입양 삼자가 입양 관련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받을 연락 창구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연
계, 협력할 행정 체계를 갖춘 것이다. 입양 지원 서비스 자문관의 역할은 첫째, 입양
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둘째, 지방 정
부 직원에게 입양 지원 서비스와 사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사정과 서비스 접근, 전달
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 자문, 지원하며,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공동작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필요시 입양의 바람직한 실천 방법을
조언하며, 넷째, 다른 지방 정부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한다. 이를테면, 입
양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서비스도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게 다른 지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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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 내 입양 아동의 교육이나 옹호 활동 등
에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야 할 때,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입양 지원 서비스 전달을 포
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2) 미국의 입양 사후관리
미국의 입양
Preservation

사후관리는 ‘입양

지원과 보존

서비스(Adoption

Support

and

Service)’로 불리며, 입양 가정을 지원하고 보존하는 것을 정책의 중

요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네 가지를 전제한다(National Resource
Center for Adoption, 2012). 첫째, 입양 가족은 생물학적 가족과 달리 입양으로 해
결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있다. 둘째, 입양은 평생의 경험으로, 아동의 과거와 아동과
가족의 발달 단계, 가족이 이용 가능한 지지 네트워크가 있는지에 따라 가족과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입양은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긍정적
인 보상을 제공한다. 넷째, 사회는 입양 부모에게 지원과 가족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미국의 입양 사후관리 서비스는 입양을 단지 법적인 절차나 일정 시간
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평생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
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보존을 위해 개인이 아닌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입양 지원과 보존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가족교육과 정보 제공, 재정적 지원, 가족
지원, 심리·사회적 치료서비스, ‘뿌리 찾기’를 위한 정보 문의와 재결합 서비스, 가족
중재와 문제해결, 지역사회의 지원, 타 서비스 연결, 서비스 조정, 옹호 활동 등이 있
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 중심, 강점 중심, 정상화, 가족 참여, 지역사회 기반, 다분
야 접근, 입양 민감성과 역량, 문화적 민감성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며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Adoption, 2012),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려면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미국에는 입양 지원
과 보존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정부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보장법」이
나 「의료보호(Medicade)」, 「보충적 소득부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에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위해 사용할 자금이 일부 있으며, 어떤 주에서는 입
양 가족을 돕는데 사용할 예산을 마련하기도 한다. 민간 입양 기관은 후원금이나 기
금행사를 통해 입양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입양 가
족과 입양 기관 대표로 구성한 기구(Cross-agency team)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금
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National Resource Center for Adoption,
2012), 서비스 대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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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삼자의 이해2)
입양 삼자는 입양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입양 아동은 입양 가정에서 적응하
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입양됨(being adopted)’과 관련한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입양
부모는 입양 자녀를 양육하면서 ‘입양 부모 됨(being adopted parent)’을 경험한다.
생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입양 보내면서 ‘포기(relinquish)’와 관련한 심리적인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입양 삼자가 평생 겪게 되는 문제이자 해결할 과제이다
(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Rosenberg, 1992).
입양 삼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입양이 상실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다. 상실은 입양인이나 입양 부모, 생부모 모두가 겪는 상황으로 그 결과 입양 삼자
는 모두 상실감을 경험한다. 입양인은 생애 초기에 생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가족에 속하고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갖지 못하고, 생부모는 자신
이 낳은 자녀와 함께 살 기회를 놓친다. 한편 입양 부모는 생물학적 자녀를 출산할
기회를 잃는다. 입양 삼자의 상실로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은 우리가 경험하고 예측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다(Eldridge, 2009; Russell, 2000). 또
한, 상실은 발달 단계에 걸쳐서 변화된 형태로 입양 삼자에게 영향을 주며, 상실로
말미암은 공백은 완벽하게 채워지기 어렵다.
입양은 대다수 입양 삼자에게 최우선의 선택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출산 대신
입양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 또
한,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신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입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이 선택은 상실을 전제로 하지만,
입양 삼자의 욕구도 충족해 준다. ‘잃음과 얻음’이 공존하는 현실이 수반하는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Russell, 2000).
입양 자체가 가지는 이중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며, 입양 삼자는 동시에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Russell, 2000). 먼저 입양인은 거절당하는 동시에 선택된다. 입양 아
동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생부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
련해서 입양인은 종종 생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므로 놔 준 것이라는 설명을 듣곤 한
다. 실제로 생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므로 입양을 선택하기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 입양 보내라고 권유받기도 한다. 그러나 입양인에게 생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야기이다.

2)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인용문은 본 연구의 면담 녹취록과 'Adoption wisdom: A guide to the
issues and feelings of adoption(Russell, 2000)'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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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생부모가 모두 죽는 대신 그들을 대체할 가족을 얻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나의
모든 가족이 죽었음에도 새 가족을 갖게 된 일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이죠. [입양인]. (Russell, 2000: 46).”

한편, 입양 부모는 출산할 기회의 상실을 애도하면서 입양 아동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경험한다. 입양 부모가 불임이나 난임 상실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는 입양 아동에게 이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을 만난 것
을 특별한 일로 여기면서 가족 안에서는 이야기를 허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
을 비밀로 하기도 하고, 입양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공개하더라도 생부모에 관한 언
급은 꺼리기도 한다. 이럴 때 입양인은 생부모를 대신할 대체물을 만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키울 수 있다(Bean, 1984).
입양 삼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통합해 가는 것이다. 상담자는 입양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적
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입양 삼자가 숙지해야 할 입양 삼자의 특성과 어려
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1) 입양인의 이해
입양 연구 대부분은 입양인이 비입양인보다 더 큰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입양인의 어려움은 대체로 입양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는 입양인이 입양 전・후에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 입양 아동은 입
양되지 않은 아동보다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환경에 노출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
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경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다
르다. 그러나 입양인이 겪는 공통된 경험과 정서도 있는데, 그것은 상실과 생부모를
잃은 슬픔,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에 관한 것이다.

(1) 입양인의 특성과 심리적 어려움
① 상실(Loss)
입양인의 특성은 ‘상실’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입양인은 생부모와
헤어지는 경험을 하며, 비입양 아동보다 더 많은 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입양 아동
은 생부모와 헤어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이러한 충격을 ‘원초적 상처’,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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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진 상처’라고 부를 정도로, 이 상처는 입양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진 경험은 인간 발달의 첫 단계인 ‘기본적 신뢰 형성’을 저해
한다. 아동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모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통
해 자발성을 획득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지만, 그러한 믿음이 깨지면 주변 사람
과 환경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된다. 어떤 입양인은 생부모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안 후,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거나 자신을
‘버려질 만한 존재’로 인식하는 등 생부모와 이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한다
(Eldridge, 2009). 입양인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삶의 일부를 ‘잃
어버렸다’고 느끼기도 한다(이미선, 2008). 이러한 경험은 낮은 자존감, 더 나아가 우
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8).

“근데 아무리 양쪽에서 다 ‘너 버린 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럼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국내 입양인 1).”

입양인은 유기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
기도 한다. 입양인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까 봐 먼저 그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혼
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때 입양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나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기 전에 내가 미리 그들을 거절하곤 해요. 지난 몇 해간 나아
지긴 했지만, 그동안 상실과 유기, 이별의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입양인].
(Russell, 2000: 69).”

그러나 입양인의 상실은 생물학적 가족을 잃어버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입양되
면서 입양인은 입양 전 위탁 가족이나 시설의 양육자와도 이별하게 되며, 자라면서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입양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입양인을 사회
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으며, 이때 입양인은 사회적 상실을 경험한다. 국외 입양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문화와 민족, 인종적 유대의 상실이 더 추가된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내가 다르게 보였는지, 아이들은 나를 만져보기도 했어요. 나는 학창 시절 내내 학교에
서 유일한 유색 인종이었거든요.(중략) 또, 내가 어릴 적 거리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
집,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국외 입양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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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무렵, 출생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입양인은 어딘가에 자신
을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부모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현실, 즉 ‘상실’
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다(Brodzinsky, Singer, & Braff, 1984). 상실을 인식한 입
양인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정서적 고통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의 감정에 지나치게 둔감하거나, 자주 멍한 상태로 지내기도 한다(Russell, 2000). 보
통은 혼란과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감을 느끼며, 생부모가 입양 가족에게서 자신
을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거나, 생부모에 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키울 수
도 있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입양인은 장기간 심리적 어려움
을 겪거나 병리적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앓기도 한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
로는 무디게 나를 괴롭히는 그 고통이 항상 거기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죠. [입양인]. (Russell, 2000: 4).”

입양인은 입양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따른 상실감과 고통을 나이에 상관없이 느낀
다. 특히, 입양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충격이 더 크다.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그러는지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근데 그거를, 더 심
해지고 제가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고등학교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 봤
는데. 왜 그런지. 근데 그때 그냥 저는 알았죠. ‘아. 내가 입양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렇게 그냥 덤덤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상처받고 있었구나.’ (국내 입양
인 1).”
“황당했죠. 일단 황당했고, 정말 그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충격 받고 흔들리는 거 있잖아
요, 그걸 정말 경험을 했어요. 이게 흔들리는 구나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걸어가는
그 길이 막 쓰러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가서 앉아 가지고. 정말 청천벽
력 같은, 그런 말이었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럼 나 지금 뭐지?’, ‘그럼 우리 부모는 누
구야?’,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와 있게 된 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됐고.(중략)
충격에서 헤어 나오는 데는... (침묵) 한... 진짜 엄청나게... 두 달 정도? 거의 뭐 집에 와
서도 계속 뭘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막 찾아보고 전화해보고 막 이런 거
를 했던 거 같아요. (국내 입양인 3).”

입양인이 처한 환경이나 경험, 발달 단계에 따라 개인차가 크지만, 입양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극단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상실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생일이나 어버이날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이것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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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입양인이 슬픔과 분노, 들뜸, 초조함 등 평소
와 다른 행동이나 감정을 보인다면, 그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입양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나 감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의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ALP 홈페이지, 2017c 검색).

입양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나 감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
l 상실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l 입양 아동과 생가족, 입양 가족의 생일
l 어버이 날, 명절, 결혼기념일
l 결혼이나 이혼했을 때
l 이사했을 때
l 임신이나 출산했을 때
l 가족이 사망했을 때
l 생부모나 생가족과 연락했을 때
l 책, 영화, 음악, 뉴스 등에서 입양 관련 내용을 접했을 때
l 다른 사람이 입양에 관해 질문하거나 이야기했을 때
l 학교에서 입양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때
l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출처: ALP 홈페이지, 2017c 검색.

상실의 경험이 입양인의 삶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입양 가족과 안정적으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 이러한 문제는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영아기 초기에 입양되
면 입양 부모와 비교적 자연스럽고 쉽게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나이
든 아동을 입양했더라도 애착 형성에는 혈연 여부나 시기보다 양육의 질과 부모의 일
관된 태도가 더 영향을 준다(Bowlby, 1969). 입양인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양 전
양육자와 맺었던 관계보다 입양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입양인의 독특한 경험은 종종 강점으로 발휘된다. 입양인은 생부모와 헤어진 상황에
서도 생존하였고 상실의 고통도 견뎌왔으며,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성장해왔다. ‘살아
남았다’는 인식은 입양인에게 힘의 원천이 되며,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Russell,
2000).

“생활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입양을 통해 얻은 것이죠. 나는 입양
된 것이 행복하지 않지만, 입양이 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입양인].
(Russell, 2000: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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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부모를 잃은 슬픔(Grief for birthparents)

“내 안에는 구멍이 있어요. 오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생모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 [입양인]. (Russell, 2000: 41).”

슬픔은 상실감에 따른 감정으로 입양인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입양인
의 슬픔은 생부모와의 이별로 시작한 것으로, 사건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종료한 일
이더라도 감정은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다. 슬픔은 어떤 사건이 끝이 난 결과 때문
만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나 혼란으로 계속해서 느낄 수 있다(Fiorini & Mullen 저,
하정희 역, 2014). 슬픔은 작아졌다 커졌다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없어진 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입양인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
을 할 때 행복감만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슬픔을 동시에 느
끼기도 한다.
입양인의 슬픔은 ‘모호한 상실(ambiguous loss)’에서 시작한다. ‘모호한 상실’은 상
실의 대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Boss, 2007).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비롯한 상실은 상실한 존재와 상실 시점이 분명하지만, 입양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Russell, 2000). 입양인은 생부모를 잃었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생부모를 기억
하지 못하는 입양인이라면, 자신이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
를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실제로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
데 슬픔을 느끼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Boss, 2010). 생부모는 어딘가
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훗날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입양인은 적극적으로 만남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도 없다. 마치 실종한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결정이나
대처도 하지 못하지만, 잊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기다릴 뿐이다(Boss, 2007).
‘모호한 상실’ 때문에 입양인은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다(Boss, 2010). 누군가가 입양
인에게 생부모에 관해 말하지 않으면, 생부모의 존재는 없는 것이 되고(Boss, 2007),
생부모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입양인은 생부모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언
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를 기억하며 슬퍼해야 할지 혼란스럽다(Gergen, 2006; Jury,
2015).
한편, 입양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어른들은 아이들이 슬픔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
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들의 상실을 과소평가하기도 한다(James & Friedman
저, 홍현숙 역, 2004). 또한, 아동의 복잡한 상실감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교묘하
게 감추고 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른들의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있는데,
사회에서 아이들의 슬픔과 상실에 대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James & Friedm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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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슬픔에 대한 어른의 오해
첫째, 어른들은 ‘아이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동은 실제로 슬픔과 상실을 깊
게 경험한다. 다만 아동의 감정 표현 방식이 어른과 다를 뿐이다. 아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강렬한 정서를 다룰 수 있고 그런 후에는 자신의 슬픔을 외면하곤 한다(Fitzgerald, 1992). 아
동은 아무렇지 않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다시 혼란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아동은 자신과
자기감정에 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친구에게도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곤 한다. 부모
는 이러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아동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다.
둘째, ‘상실의 대상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어른들은 아동의 상실감을 다른 대상
으로 대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Fiorini & Mullen 저, 하정희 역, 2014). 그래서 아동이 상
실의 감정에 압도당할 때, 다른 대체물을 주거나, ‘다른 일을 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흔한 예
로, 부모는 자녀가 아끼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다른 애완동물을 데려오거나, 장난감을 사주기
도 하지만, 이 전략은 아이들이 슬픔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그것은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정을 뒤로 숨기거나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이 상실한 대상을 다른 것
으로 성급히 대체해 버리면, 아이에게 ‘슬픔은 두려운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 된다. 이는
아이가 상실감을 충분히 해소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경험을 축소하게 된다(Fiorini & Mullen
저, 하정희 역, 2014).
셋째, ‘슬픔에 관해 말하지 말라’고 한다. 아동에게 슬픔에 관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른
이 ‘난 그것에 관해 생각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특히,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슬픔을
이야기할 때, 자신도 같이 슬프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아동과 상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때, 아이는 ‘슬플 때는 전적으로 혼자여야 한다.’는 메시지
를 전달받게 되며, 입양 아동이 상실감을 의논하지 못하고 지내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실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
아동의 감정을 복잡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속상해하면 안 된다’는 어른의 메시지이다(James
& Friedman, 2002). 부모나 상담자는 입양 아동이 슬퍼할 때 “걱정하지 마.”, “넌 정말로 운
이 좋구나,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등 의도적으로 안심시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곤 한다. 이 말
은 이들이 겪는 고통을 없애 주려고 어른이 취하는 반응이지만, 그렇게 하면 아동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감정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말
속에 ‘아무것도 느끼지 마!’라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느끼기도 한다(Fiorini & Mullen 저, 하정
희 역, 2014).
넷째, 어른들은 상실감의 회복을 위해 ‘강해지기’, ‘바쁘게 지내기’, ‘상처를 치유할 시간 갖기’
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어려운 상황에 용감하게 맞서서 견디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아동에게 “강해져야 해.”, “울면 안 돼.”라고 말하곤 한다. 부모는 상실을 잊는 것이 곧 상실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동에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라고 이야기해준다.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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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e'에 보면, 부모에게 버려진 채 갖은 고생을 하는 애니는 오직 희망을 노래하며 모든 상황
을 씩씩하게 견뎌낸다. “Just thinking about tomorrow. Clears away the cobwebs. And
the sorrow 'Til there's none! (Tomorrow, 뮤지컬 Annie)" 그러나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
유하진 않으며, 어떤 상처는 매우 길고 깊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넌 이겨낼 거야.”라는 말은
아동의 슬픔과 상실 경험을 과소평가한 말이며, 오히려 매우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하다.
출처: Fiorini & Mullen 저, 하정희 역, 2014; James & Friedman 저, 홍현숙 역, 2004.

애도는 의미 있는 애정의 대상을 상실한 후,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 애도에는 네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상실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입양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애도의 고통을 통
과하는 것이며, 셋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마지막은 잃어버린 대상인 생부모
에게 더는 집착하지 않고 다른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애도에 앞서 입양인은 입양 부모나 상담자와 함께 생부모에게서 분리된 슬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부모와의 삶을 잃어버린 것에 관한 슬픔, 유전
과 혈연에 관한 정보 상실에 관한 슬픔, 입양 부모와 혈연관계가 아닌 것에 관한 슬
픔 등 입양인이 느끼는 상실과 슬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이미선, 2008).

“오랜 세월에 거쳐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었어요. 매우 화가 났고,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화가 나서 그것을 밖으로 쏟아내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
안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국외 입양인 2).”

애도하지 못한 입양 아동은 심리적 고통을 크게 느끼며, 부모나 타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또한, 애도의 기회
를 억압하거나 자연스럽게 제공하지 않으면, 입양인은 상실 사실을 부인하고 상실의
경험을 일깨우는 자극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상실한 대상이 오
히려 더 기억나게 된다(장현아, 2009). 상실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
누르려는 시도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며(Boelen & Van den
Hout, 2008), 분노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분노는 복잡한 감정이다. 그것은 억압할 수도 있고,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으며, 다
른 이에게 투사할 수도 있다. 입양인이 느끼는 분노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생부모를
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부모와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과 자신을 포기한 생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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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모두 있다. 또한, 입양인의 분노는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
도 결과적으로 입양을 통해 생부모와의 분리를 조장하게 된 입양 부모를 향하기도 한
다. 입양인 대부분은 생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으므로, ‘나를 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
를 입양 부모에게 투사하곤 한다. 그러면서 생부모와 입양 부모를 두고 한쪽은 ‘좋은
부모’, 다른 한쪽은 ‘나쁜 부모’의 이미지를 나누어 놓기도 한다. 입양인은 입양 부모
와 거리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입양인이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상실을 겪지 않기 위
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일 수도 있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그러나 실제로
입양인은 생부모와 입양 부모 모두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입양인의 분노는 결
국 이들의 외로움과 공허함, 고립된 감정의 표출이며, 분노 외에 자신의 복잡한 마음
을 표현할 방법을 모를 수 있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③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Experience of a break in genetic continuity)

“당신이 엄마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난 그제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내가 당신의 몸과 당신의 심장을 물려받은 딸이라는 것을
요. 설령 글로 당신을 되살리는 데 실패하더라도, 내 속에 흐르는 ‘피의 언어’로 나는 영
원히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Trenka 저, 송재평 역, 2012: 230).”

입양인 대부분은 자신의 유전적, 역사적 정보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경험을 한다. 자
신의 과거를 아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입양인의
경우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입양인은 ‘유전적
당혹감(genealogical bewilderment)'을 느끼기도 한다. 유전적 당혹감은 생물학적 부
모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자신의 유전적 배경에 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느
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말한다(Sants, 1964).
심리학자들은 유전적 당혹감을 활용해 입양인의 부적응 문제를 설명하곤 했다
(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3; Sants, 1964). 유전적 계보를 모르는 입
양인은 혼란을 느끼며 이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입양인이 자신의
태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거와 단절된 채 성장하는 것은 심각한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입양인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유전적 정보를 모를 때,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결핍을 채우려고 왜곡된 환상을 키우기도 한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전문가는 이러한 이유로 비밀 입양을 비판하고 개방 입양의 필요성을 강
조한다(Lifton, 2009a, 2009b; Melina & Roszia, 1993).

“저는 아직도 거울을 보고 제가 누군지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제가 실제 나이보다

- 33 -

훨씬 어려 보이고 훌륭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면서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죠. 어
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유전자를 누구에게
서 받았는지 몰라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무에게도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네요. [입양인].
(Russell, 2000: 78).”
“나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병력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었
죠.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니 유전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
았어요. 내 생가족의 병력에 대해 전혀 모르니 내 아이가 의학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공평해요. [입양인]. (Russell, 2000: 176).”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배경과 역사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러한 정보에서 단
절된 입양인은 자신의 신체적, 개인적 특징을 알려는 마음이 더 강하다. 입양인은 대
부분 자신의 유전적 연속성이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잇기 위해 노력한다. 입양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부모와 어떤 점이 닮았는가?’, ‘입양 부모와 나는 어떻게
다른가?’등을 질문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한다.
입양인의 이러한 노력은 ‘뿌리 찾기’로 연결된다. 뿌리 찾기는 입양 아동이 출신 배
경에 관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생부모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뿌리 찾기는 1970년대
초, 서구 입양인들이 자신에게 두 쌍의 부모가 있음을 인정해 줄 것과 입양인으로 성
장하는 것의 독특성을 주장하면서 시작하였다(고혜연, 2011; 이미선, 2004). 입양인의
뿌리 찾기는 자신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입양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양인은 생부모를 직접 만나지 못해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
는 과정에서 자신과 입양 가족을 더 이해하게 되며, 뿌리 찾기를 시도하면서 자신을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보는 수동적 의식에서 벗어나, 운명의 주체로 보는 능동적 의
식을 갖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완전한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뿌리 찾기는 입양 삼자의 감정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일이다. 입양인이 뿌
리 찾기를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이든 나이가 들어서이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데, 이
는 어떤 이유에서건 생부모가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뿌리 찾기는 생부모가 자신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생부모에
대한 자신의 상상과 현실 간 차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일이기도 하다. 이때 상담자
는 입양인이 여러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지지해야 한다.

(2) 입양인의 발달 단계별 특성
모든 사람은 일정한 발달 단계에 따라 성장한다. 그러나 입양인은 모든 사람이 수행
하는 발달 과업 외에 ‘입양됨의 이해’라는 독특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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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박인선, 1997; 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3). 입양인의 입양에 대
한 이해와 수용 정도는 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양인은 발달 단계별로 입
양과 관련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Brodzinsky와 동료들은 입양인의 발달 과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Brodzinsky et al. 저, 안재진 역, 2004). 본 고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과 Piaget의 인지 이론을 토대로 입양인의 발달 단계별 특성
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① 영아기(Infancy: 1~2세)

[신뢰 대 불신(Trust vs. Mistrust)]
이 시기 입양인은 생부모로부터 분리된 것에 관한 정신적 외상을 극복해야 하고 입양 가정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입양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는데,
입양인의 입양 부모에 대한 신뢰 정도는 이후 입양됨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발달 단계상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인 영아기 아동은 다양한 감각 자극과 운동 경험을 통해 욕
구를 충족하고 사물과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신뢰감을 형성
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신감을 형성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은 출산을 통해 생부모와 신체적으로는 분리되지만, ‘근본적인
자아(core-being)’는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은 채 심리적으로 어머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아기에게 어머니는 세상 전부이며, 아기는 어머니와의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
낀다. 아기는 이미 출생 순간부터 생모를 알아차린다. 이 시기 생모와 단절된 아기는
‘원초적 상처(primal wound)’를 입게 되며, 이 상처는 입양인의 상실감과 기본적 불
신, 분노, 우울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영아기 아동은 인지적으로 자신을 주변 환경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여(Beck
저, 이종숙・신은수・안선희・이경옥 역, 2015), 생모가 떠나면 생모를 ‘잃었다’고 의
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 이때, 영아는 말을 하지 못하므로,
분리의 충격과 환경의 변화에 몸으로 반응을 보이곤 한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영아
는 보통 수면이나 수유 문제를 나타내는데, 잠을 자지 않거나 악몽을 꾸고, 너무 늘
어져 잠을 자고, 먹지 않거나 토하고, 배탈이나 설사를 하기도 한다. 발달이 더디고
생기가 없는 아이도 있고 자주 아프거나 다치고 체중이 줄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한
다. 또 어떤 아기는 칭얼대거나 이유 없이 계속 울기도 하는데, 놀이와 즐거움을 경
험하는 낮과 달리 밤이 되어 적막해지면 두려움이 커져서 잠을 자지 않고 더 보채기
쉽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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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외롭고 무섭던 아기 시
절을 생각해보며 극도의 상실감이 들었다. [입양인]. (Russell, 2000: 42).”

입양인이 입양 가족과 다시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이러한 문제는 감소한
다. 일반적으로 영아기에 입양되어 주 양육자인 입양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입양 아동은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여 발달상 문제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영아가 특정 인물과 안정적인 애착 관
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과 있을 때 기쁨을 느끼고 낯선 상황에서도 그의 존재로 안심
할 수 있다. 이런 아동은 보챌 때 달래기 쉽고 좀 더 자라서는 부모와 떨어질 때도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는 경우가 적으며, 형제나 자매,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과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Bartels-Rabb & Van Gulden, 2017).
입양 부모와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입양인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이미선, 2008). 아동의 입양
전 경험은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생모
에게 약물이나 음주 문제가 있었거나, 생부모나 위탁가정이 아동을 방임이나 학대했
을 때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또 시설에서 오래 지냈거나, 위탁가정과
시설 등에서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뀐 경우에도 입양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
성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런 아동은 입양 부모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자극에
반응이 없고 관계를 거부하기도 하며, 입양 부모에게 지나치게 달라붙고 매달리거나
의존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Van

den

Dries,

Juffer,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09; Smyke, Zeanah, Fox, Nelson, & Guthrie
2010). 하지만 이런 아동도 입양 부모의 노력과 전문적 도움을 통해 점차 신뢰를 배
우고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누군가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대단한 안도감을 느
꼈어요. [입양인]. (Russell, 2000: 33).”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며(Ainsworth,
1979),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양육의 질과 양육자의 일관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Bowlby, 1969). 아동은 출생 직후의 접촉보다, 보호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를 확신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따라서 영아기 아동을 입양했을 때, 입양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아의 기본적 욕구를 즉각적이고도 일관되게 충족시켜 줌으로써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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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에게 신뢰감
을 느끼며, 이를 세상 전반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장하게 된다(Erikson, 1968).
또한, 애착 관계 형성은 단지 욕구를 충족했는지 뿐 아니라, 욕구 충족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입양 아동에게 수유하거나 밥을 먹일 때, 혹은 기저귀를 갈고 잠을 재울
때, 입양 부모는 아동을 안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눈을 맞추면서 말로 애정을 표
현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를 행복한 감정과 연결
하게 되며, 행복의 원천인 입양 부모와 더 가까이 있으려고 미소를 짓거나 울거나 옹
알이를 하거나 따라가는 등의 ‘애착 행동’을 하게 된다(정옥분, 2014).
한편, 영아는 ‘애착 행동’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분리 불안’이나 ‘낯가림’을 시작하기
도 한다. ‘분리 불안(separation anxiety)’은 애착을 형성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두
려워하는 것이고, ‘낯가림’은 낯선 사람에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둘 다 영아의 인
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박성연, 2013). 영아의 분리 불
안과 낯가림은 12개월 때 정점에 도달하고 두 돌 무렵부터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권중돈, 2014). 특히, 입양 아동은 애착을 느끼던 생부모와 분리를 통해 이미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하였으므로,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후 타인에
대해 더 심한 분리 불안이나 낯가림을 느낄 수도 있다.

② 유아기(Toddlerhood: 2~7세)

[주도성 대 죄책감(Initiative vs. Guilt)]
유아기 아동은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 활동하면서 주도성을 습득한다. 이 시기 입양인은
입양에 관해 많이 질문하며, 이를 부모가 억제하거나 불편해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인지 발달 단
계상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인 이들은 입양 부모와 자신의 외모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실제와 환상을 완전
히 구분할 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egocentric thought)한다. 유아기 입양인은 보통 입
양에 관해 자신이 알거나 들은 정보대로만 해석하기 쉽다.

유아기 아동은 인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또 이 시기는 호기심이 많을 때다. 눈에 띄는 것마다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고 자
기 신체나 성, 출생에 관해 궁금증이 많아진다(정옥분, 2014). 입양 아동은 ‘자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생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등을 질문하기
시작한다. 입양 부모와 인종이 다른 경우에는 외모를 탐색하면서 자신과 입양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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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점을 알아채기 시작하고 ‘엄마나 아빠의 피부색이 자신과 왜 다른지?’를 물을
수 있다(ALP, 2017c 검색).
유아기 아동은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더라도 입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기 아동이 자신의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하
더라도, 대부분 가족을 이루는 방법에는 출산과 입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는 피상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다(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2016). 이 시기
아동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 사물의 두드러진 속성에 압도되어 두 개 이상
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아는 주변 세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대부분 자신과 가족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가 좋
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가 느끼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
험한다고 생각한다. 유아가 ‘자기중심적 사고(egocentric thought)’를 하는 것은 아
직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정옥분, 2014). 이에 따라, 유아
기 입양 아동은 입양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완벽히 아는 것처럼 행동
하기도 한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단적인 예로, 서너 살 아동에게 ‘모든 아기는 입양되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한다(Brodzinsky, Singer, & Braff, 1984; 노혜련, 2000). 아동은 자신이 들은
것을 중심으로만 의미를 해석하므로, 입양 부모가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주
면 ‘입양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생부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부모는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곤 한다. 유아기 입양 아동은 친구에게 입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중
요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입양 아동은 주로 입양 부모
나 주변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입양을 ‘가슴으로 낳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아무렇
지 않게 생각하고 종종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가족인데 언니는 배로 낳았지만, 너는 배로 낳은 건 아니다, 가슴으로 낳았다. 그
치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할 꺼다. 그 얘기를 한 거였고. 근데 엄마가 따로 있고 아빠
가 따로 있다는 개념을 마음으로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본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그냥 막연하게 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느끼는 거는 한 중학교 1학
년 때 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된 건 후고, 그 뒤에는 막연하게 엄마가 낳지 않았다는 그 개념? 그것만 좀 인식
이 있었고. (입양 부모 8).”
“입양, 입양된 거는 말하고 생각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말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어... 입양이 뭔지 제대로 인지한 거는 6학년? 그전에는 그냥 마냥 좋은 걸로
만 알고 있었죠. 마냥 좋은 걸로만 이라고 알려주고 가르쳤으니까. (국내 입양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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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한 5년 되기 전까지는 얘가 되게 활발하고, 되게 자랑을 하고 다
니는 거예요. 나는 입양이고, 나는 특별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주신 선물이다. 너는 특별히 엄마 아빠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반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서 입양
얘기만 나오면 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걸로 받아들이
고. 그렇게 친구만 사귀면 ‘나 사실 입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입양 부모 8).”

아동이 다섯 살쯤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느끼거나 이해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기 시작하
며, 구체적으로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궁
금해 한다. 입양 아동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가족을 관찰하면서 궁
금증을 해결해 나간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검색; 노혜련,
2000).
생부모의 유전적 특질이 자신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던 입양 아동도 일
곱 살 정도가 되면 유전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Giménez & Harris,
2002; Weissman & Kalish, 1999; Beck 저, 이종숙 외 역, 2015: 190 재인용). 이
때부터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의 머리카락 색이나 피부색과 같은 신체적 특성은 생부
모를 닮고, 신념과 성격은 입양 부모를 닮는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다. 입양 아동은
가족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입양과 출산의 차이를 조금씩 구별하면서, 모든 아이가 출
산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출산뿐 아니라 입양을 통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두 쌍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이
해한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면서부터 입양에 관한 아동의 지식과 관심은 빠른 속도
로 증가한다. 그러면서 가족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관해 혼란과 불안을 표현
하기도 한다(권지성 외, 2008; 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우리 아이는 한참을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상심해 하더니만, 일곱 살짜리 아이가 갑
자기 밥 먹다가 뜬금없이. ‘엄마 근데 배로 낳아준 엄마가 우리 집에 오면 나는 그럼 그
엄마랑 살고 여기서 안 사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입양 부모 4).”

“아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에 딱 올라타는데 ‘어? 우리 엄마가 어디 갔지?’ 막이래
요. 자기도 약간 판타지하고 이런 게 막 섞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입양 사실을 인지
하고 제가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어 이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데.’
막이래요. 그러면서 근데 마침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엄마 너무 슬
퍼서 음악을 꺼주세요.’하고. (입양 부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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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기(Childhood: 8~13세)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인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인 아동기 입양인은 정보를
분류, 서열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입양과 출산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입양의 이중적 의
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
는데, 이 과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때 아동은 열등감을 느낀다. 이때, 입양 아동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아동기 입양인은 이전보다 더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만, 추상적인 것에 관
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Beck 저, 이종숙 외 역, 2015). 아울러 아동기에는 자신
의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다른 상황, 입장을 가진 사람
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입양의 의미에 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즉, 입양으
로 가족을 얻었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이 시기 아동은 자신에게 생부모와 입양 부모, 두 쌍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부모 자녀 간 관계에 대해 믿음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아동이 입양 부모와 형성한 애착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생부모가 자
신을 포기한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아동은 영구적인 줄 알았던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입양 가정에서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
움을 느끼게 된다(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Brodzinsky, Singer, &
Braff, 1984).
이때, 입양 아동은 입양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합
리화하기도 하고, 생부모에 관해 강박적으로 호기심을 보이면서 그들을 알려고 노력
하기도 한다. 어떤 아동은 입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울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입양 부모를 자극하고 화나게
하는 반항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양 아동이 반항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생
부모에게 버려진 이유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재연함으로써 입양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변미희 외, 2014; 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반대로 입양 아동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억제한
채 내성적이고 고분고분한 아이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아동은 문제를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이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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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대한 안정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기감정을 감추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
인 외 역, 2013).
한편, 입양이 상실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동은 이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었
는지 판단하길 원한다. 즉, ‘자신이 나쁜 아이여서 생부모가 자신을 떠나보낸 것인
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생부모가 나빠서 자신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입양 부모가 자신을 데려간 나쁜 사람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입양된 상황을
누군가에게 책임 지우려 한다. 이때 주된 결론은 ‘자신이 좋은 아이였다면 생부모가
자신을 계속 키웠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때, 아동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낀다.
또 입양 부모가 자신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생부모가 자신을 키웠을 것으로 생각하면
서 입양 부모를 비난하기도 한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이러한 인식은 아동에게 정서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입양 아동은 두 쌍의 부모
를 놓고 충성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으며, 충성 아니면, 배신이라는 이분법적 사
고를 하기도 한다. 입양 부모와 생부모 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느끼는 아동은 입양
에 관한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게는 자기감정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
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는 언제든지 아동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음을 전달하고 아동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입양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
게 도와야 한다(Brodzinsky & Pinderhughes, 2005).

“가끔은 입양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생부모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엄마는 절대 아무 말도 안 하시겠지만, 조용한 목소리 톤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입양인]. (Russell, 2000: 53).”

아동기 입양인은 학교와 또래 집단 등 사회적 관계가 확장하면서, 입양에 대한 주변
의 부정적 편견을 접할 수 있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입양 아동은 입양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성인이나 또래의 말과 반
응에 상처받을 수 있으며, 수업 중 유전이나 가족에 관한 주제를 배울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시기 아동은 자아 개념을 구성하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
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형성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을 ‘영혼
의 생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정옥분, 2014), 그만큼 자아존중감은 입양 아동의 행복
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긍정적 감정을
가진 아동은 자기를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쉬우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우에는 자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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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열등감이 커지며, 그만큼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삶
에 대한 만족감도 낮을 수밖에 없다.

“잘 지낼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걔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걔 입양이야.’ 이렇
게 되면 걔 엄마가 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 엄마는 뭐 하는 엄마냐.’ 이렇게
나오고 조금 약간 편견이 좀 들어가는.. 그때쯤 되면서 제가 인제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
고, 또 정말 ‘복을 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로 인해서 되게 기쁘고 복을
누렸고 전혀 문제가... (중략) 그래서 되게 그냥 육아하는 어려움 외에는 어려움이 없었는
데 인제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엄마들과
의 사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상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뭐 입양 기관이나, 엠펙이나 또는 뭐 이런데... 주로
엠펙이였죠. 가서 상담도 요청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해보기도 했는데 어... 답을 잘 구할
수 없었던 거죠. (입양 부모 8).”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랑 다니면 엄마랑 다니면 애가 아빠 닮았나 보네요. 아빠랑 다니
면 엄마 닮았나 보네요.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가족이랑 너무 다르게 생기고,
동생한테는 안 그래요. 동생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만 좀.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쌍꺼풀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되게 다르게 생겨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같이 다니면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고 하여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겉으로는 그냥 웃어넘
기는데 속으로는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입양됐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쑥쑥 박히죠. (국
내 입양인 1).”

④ 청소년기(Adolescence: 14~19세)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
이 시기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다. 먼저 자기 가족과 동일시 한
후 자신과 다른 점을 탐구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간다. 입양 청소년이 비입양 청소년과 다
른 점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면 생부모와 입양 부모 양쪽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
양 청소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자신의 혈통과 생부모의 임신 과정에 관해서도 구체
적으로 알기 원한다. 인지 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인 이 시기
입양인은 추상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더라도 입양 과정에서 일
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에릭슨(Erikson, 1968)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를 경
험한다. 다양한 선택의 범위에서 수많은 생활양식을 시도하고 시험해보면서 이 위기
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안정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실패하면 ‘역할 혼미
(role confusion)’를 겪을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정체감 형성에 관한 압력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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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압도되어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이재연, 1994).
특히, 많은 입양 아동은 이 단계에서 계속해서 애도 과정을 겪는데, 이는 정체감 혼
란과 연결되어 강한 분노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들은 부모의 반응을 유발하려고 일
부러 규칙 위반이나 거친 행동, 관습에 어긋난 머리나 옷차림 등 반항적인 행동을 시
도할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지만, 입양 아동의 경
우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그래서 보통 이
시기 입양 아동과 부모의 관계는 평온하지 않다.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에 화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멸시와 증오를 표현하기도 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누가 나를 키우
라고 했나요?”라고 소리칠 수도 있다. 이때 부모는 당황스러움, 분노, 회의감 등 다양
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얘가 깊은 현실 인식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어떤 약간...
이상적인 그런 거였다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깊은, 정말 깊은 현실... ‘엄마가 둘이야?
우리 엄마가 사고를 쳤어?’ 그런...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야?’ 이거에
대한 깊은 정말...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중1이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대인기피증 생기고
애들 앞에서 나서지 않고, 나서는 환경 싫어하고 교회를 갔는데 ‘모든 사람이 날 알아. 싫
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방에만 있고 그리고 애들이랑 잘 사귀려고 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되게 문제가 생겼죠. (입양 부모 8).”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부모와의 대화와 관계를 단절하려 할 때, 어떤 부모는
자녀를 파양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양은 입양
인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녀를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혹은,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자녀
를 위협하려고 “너를 못 키우겠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이의 불안감을 더 높
여서 문제 행동을 더 노골적으로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춘기 아이는
부모가 그런 말을 하도록 밀어붙이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입양 부모
는 자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어떤 식으로든 자녀를 포
기하겠다고 암시해서는 안된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상담자는 자녀 양육
의 어려움으로 파양을 문의하는 입양 부모가 있을 때, 먼저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과 힘든 감정 자체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원하되 영구적인 가정의 성립과 부모,
자녀 관계를 다시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입양 청소년의 분노는 자신의 감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입
양 청소년은 입양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자신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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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 한다. 입양 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자신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을 절
대 원치 않으며, 오히려 부모가 계속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기대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때 부모가 유머 감각
을 유지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담자는 부모가 평정심을 유지하
게 도와야 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도 보여줄 수 없는 인내의 수준을 입양 아동에
게 기대하고 자제하길 바랄 때가 있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상담자는 만
약 부모 자신이 화를 참기 어렵다면, 잠깐 자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알려주어야 한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보통 입양 아동이 청소년 후기로 접어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서 멀어지면서 영향력
을 잃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후기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부모는 더 많은 독
립과 자유를 원하는 자녀를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또 생부모에 관한 정보
를 찾거나, 만나기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섭섭함을 느끼기도 한다. 부모는 궁
극적으로 자녀가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녀와의
분리를 심리적으로 쉽게 수용하지 못한 채, 자녀의 자율성 행사를 연기하고 싶어 하
는 이중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 입양인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하
려는 노력은 불임인 입양 부모에게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입양인이 부모
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과정에서 입양 부모는 불임으로 말미암은 상실감을 떠
올릴 수 있고 자녀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을 다시 느끼기도 한다(배태순, 1998).

“그냥 제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쭉 (생부모)보고 싶다는 얘기했어요.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엄마한테 재촉을 했죠. ‘나 중학생, 나 중학교 가면 보여줄 거야? 고등학교
가면 보여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성인 되면 만나게 해줄게.’ 그랬는데 그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나는 빨리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 그냥. ‘아니, 나
는 평생 보기 싫어.’라는 생각을 했죠. ‘평생 보기 싫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지금은.
지금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중략) 지금은 만나도 별로 상
관없을 거 같고 안 만나도 별로 상관없을 거 같은데,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국내 입양인 1).”

입양 청소년에게도 분리와 독립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입양 청소년이 입양 가정에
서 독립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릴 적 느꼈던 출생 가족에 대한 상실감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들에게 분리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입양 부모와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세상에 다시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
진・권지성 역, 2006).
입양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입양 가정 내 자기 역할에 관해 새로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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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느꼈던 출생 가족에 대한 상실감이나
버려진 느낌을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는 초
기 청소년기보다 두드러지는 반항과 문제 행동은 적을 수 있지만, 우울감을 더 느끼
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심각한 우울증의 징후를 보이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⑤ 성인기(Adulthood: 20세 이상)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s. Isolation), 생산성 대 침체감(Generativity vs.
Stagnation), 자아통합 대 절망감(Integrity vs. Despair)]
성인 초기 입양인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며, 이 과업을 성
취하지 못했을 때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성인기의 친밀감은 주로 이성과의 교제나 결혼을 통
해 확립되는데, 성인 초기 입양인은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입양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성인 중
기의 주된 관심사는 가정과 직업 생활이며, 이때 성공 경험은 생산성을 확립하고 그렇지 않을
때 침체감을 느낀다. 입양 전 삶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입양인은 뒤늦게 뿌리 찾기를 시도할 수
있다. 성인 후기 입양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평가하면서 입양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며, 그동안
의 삶이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느껴질 때, 자아통합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력감과 후
회, 절망감을 경험한다.

성인이 되더라도 입양인은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며,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나 자신이 잘 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서 오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이미선, 2004). 자신이 생부모와 분리되었다는 기억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입양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다시 떠올라 삶을 고달프게 만들기도 한다.
성인기 입양인은 이성 교제와 직업 생활, 사회적 모임 등을 통해 더 넓은 인간관계
를 맺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아상을 구성하며, 아동·청소년기와는 다른 측면에서 입
양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기도 한다(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11). 특
히, 이성 교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성과 데이트하면서 친밀감이
커지면, 입양인은 입양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결혼
을 결정한 후 배우자의 가족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에 관해 갈등하게 된다.
성인기 입양인을 만나는 상담자는 입양인의 갈등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 주어야 한
다. 또한,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고민하는 입양인이 있을 때, 상담자는 입양인의
개별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이때, 입양 공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알리고 신중한 선택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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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를 결정하였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도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 보며,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도 의논해야 한다. 상담자는 입양인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
서 자신이 선택한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성인기 입양인은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생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양
부모와의 관계와 의미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혜연, 2004). 그동안 입양됨을 인정하
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던 입양인도 이때 다시 입양됨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생부모를
찾지 않았던 입양인도 이 시기에 생부모를 찾기 원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독립
하면서 자신의 뿌리와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길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가
정에서 떠나려 시도한다고 입양 가족과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부
모와 상담자는 입양인이 독립과 결혼, 출산을 경험할 때, 새롭고 복잡한 감정이 나타
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먼저 새
삶을 축하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 또한, 입양인이 입양 가족을 떠나서 살게 되더라도
여전히 가족은 ‘돌아올 곳’이 되어주어야 한다.

(3) 국외 입양인의 특성과 심리적 어려움
① 인종 간 입양에 따른 상실
다른 나라로 입양된 입양인이 느끼는 삶의 환경 차이는 매우 크며, 이런 차이는 입
양인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입양인의 심리적 문제를 ‘입양아 증
후군(adopted child syndrome)’이라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Koh,
1981). 국외 입양인에 관한 많은 연구는 국외 입양인은 입양 부모와의 인종과 민족,
언어, 문화의 차이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혜연, 2011; 박인선, 1997; 이미선, 2002b; Grotevant & Von Korff,
2011; McGinnis, Smith, Ryan, & Howard, 2009; Vonk, Lee, & Crolley-Simic,
2010; Yngvesson, Kim, & Johnson, 2005).
국외 입양인과 관련한 정서적 문제 역시 생부모에 대한 상실로 시작된다. 생부모 상
실의 경험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입양인은 입양되지 않은 사람보다 애착이 불
안정할 때가 많으며(Van IJzendoorn & Juffer, 2006), 불안정한 애착은 자존감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외 입양인은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생활이나 적응 면에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입양 여성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Mohanty & Newhill, 2006).
애착은 삶의 초기에 형성되는 것이므로, 어릴 때 입양될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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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Mohanty & Newhill, 2006). 그러나 영아기에 입양되더라
도 양육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입양 전 생부모와의 분리에 따른 슬픔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외 입양인은 입양에 관해 인식하면서 생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생부모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이들의 상실감을 더 크게 만든다. 또한, 생부모의 얼굴을 떠올리고 상상해보고 싶지
만, 주변에 비슷한 외모의 사람조차 찾을 수 없어 그것도 쉽지 않음을 깨닫고 좌절하
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국외 입양인이 성장할수록 외모의 다름으로 또래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으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국외 입양인은 성인
이 된 후에도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다’고 말하거나, ‘바닥에 발을 딛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
다(고혜연, 2013; 유규용, 2001).
상담자는 이러한 국외 입양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심리
적 어려움을 느끼는 입양인은 전문적으로 상담해줘야 한다. 특히, 공격성과 행동문제,
술과 약물 중독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는 전문 치료로 연계하되, 이 문
제를 일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국외 입양인의 경험 차원에서 이해하
고 개입하는 전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②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과 뿌리 찾기
국외 입양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인식하고 타인의 모습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혼란을 느낀다. 동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이 적은 백인 주류 사회에서 자란
입양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때, 입양인은 수치심과 열등
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피부색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양인은 한국에 관해 말
하는 것이나 아시아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도 한다(노혜련, 2000). 서구 사람보다 작
은 체구는 자연스럽게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못 사는 조국’에 대한 주변
사람의 편견과 차별은 입양인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느끼게 해 자존감에 손상을 주
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외모와 발음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거나, 인종
차별로 어려움을 겪은 연구 참여자가 있었다.

“나는 항상 아주 작은 아이였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자란 사람들은 모두 크고 백인
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외 입양인 4).”
“저는 또한 그들이 말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한국적인 악센트
인 거죠. 저는 모든 ‘r’을 ‘l’과 같이 말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
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에 정말로 과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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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저를 내면화하면서 제 안에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죠.(중략) 서양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시아인의 한 사람으로서, 입양인으로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수년이 걸
렸습니다. (국외 입양인 2).”

국외 입양인은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 등 외모 외 모든 것
은 입양된 나라의 것을 체화하며 살아간다. 이에 따라 입양인이 사물의 내·외적 측면
을 고려하는 나이가 되면, 자신의 외모와 내면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혼란은 청소년기가 되어 자아를 찾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 이때,
입양 부모가 입양인과 ‘뿌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이들은 자기 모습을 부
정하고 온전한 백인으로 성장하기 바라면서 왜곡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혜연,
2011).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는 성인이 된 후에도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욕
구이다. 따라서 국외 입양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얼마나 해결
하는지는 이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이미선, 2002b).

“나는 흑인이지만 흑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인종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긴 여정이
었어요. 내 입양 부모는 백인이었고 내 생모는 백인, 생부는 흑인이었죠. 나는 이웃 대부
분이 백인인 동네에서 자라면서 같이 놀 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남들 앞에 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거든요. [입양인]. (Russell, 2000: 163).”

“외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때 입양 부모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외 입양아는 생
부모와 출생국, 문화, 언어, 역사, 그리고 모든 친숙함을 잃는다(Russell, 2000: 160).”

이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도 한
다. 한국에 방문하길 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
외 입양인은 한국을 방문해 자신의 가족을 찾기도 한다. 이때, 생부모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고 만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양인
은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어떤 입양인은 상담자도 알
지 못하는 과거의 상황에 관해 질문하기도 하고 입양 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며, 입양 제도 자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한다. 국외 입양인 중에는 입양
기관에서 생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듣고 상담자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입양인을 만나는 상담자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나는 다른 입양인이
나와 닮은 누군가를 찾지 않는 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입양인]. (Russell, 20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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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양을 보낸 것과 생부모를 찾지 못하는 것이 상담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상담
자는 입양인의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부모와 헤어지고 국외로 입양된 것, 그
리고 생부모와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등 모든 일도 입양인이 선택한 일이 아니지만,
이 일로 입양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양인은 생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지만, 한편으로는 생부모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양가감정을
느낀다. 국외 입양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을 가진 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양 기관에 뿌리 찾기를 요청하곤 한다. 이때 상담자는 입양인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나는 내 생모에 대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나는 언젠가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구
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시간 나는 공허
함을 느꼈고 외로웠어요. 나는 내 가족이 있지만, 내 삶에 매우 큰 빈공간이 있고 이 빈
공간은 나의 생부모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입양인]. (Russell, 2000: 117).”
“나의 뿌리 찾기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생모가 죽었다
면?’ 그러면 난 그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잖아요. ‘생모가 나를 거부하면?’ 나
는 생모에 관해 알고 싶지만, 생모는 나에 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포기한 이후로 살아온 인생이 어땠을까?’, ‘내 존재로 어떤 문제
가 발생했을까?’ 나는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생모를 찾고 싶어요. [입양
인]. (Russell, 2000: 114).”

이런 상황에서는 상담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상담자는 입양인의 삶에서
뿌리 찾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하며, 입양인이 뿌리를 찾기 원할
때 그 욕구와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뿌리 찾기에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입양인은 자신과 관
련한 과거 정보가 소중히 다루어지길 바라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 확인하고 싶
은 욕구가 있다. 입양 결정 단계부터 입양인의 생부모와 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상담자는 입양인과 관련한 작은
정보라도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에도 성과가 없다면, 입
양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크게 실망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입양인은 자신의 생모를 비롯해 뿌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
니다. 입양인은 생부모를 만난 후 실망할 수도 있다. 생부모의 모습과 상황이 입양인
이 상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생부모의 태도나 요구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 또
뿌리를 찾았다고 해서 정체성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뿌리 찾기
를 한 후 모국과 생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상실감이 더 깊어지고, 자신의 정체
성에 관해 더 큰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혜연, 2011). 상담자는 뿌리 찾기 과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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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입양인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국외 입양인의 한국 거주
한국에 입국한 국외 입양인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
른 적응 문제이다. 국외 입양인은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국에 왔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거주하려는
국외 입양인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입양인은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마음 한편에는 배우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국외 입양인에게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는 그립지만,
외면하고 밀어내고 싶은 상처이기도 하며, 한국에서 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데,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하는 현실에 화나기도 한다.

“한국이 궁금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싫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도 하
고. 또 한국에 와서 막상 언어를 배우거나 적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적응하고 싶
지 않은 감정도 있는데, ‘적응해라.’, ‘적응을 빨리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
기도 해요. (국외 입양인 1).”

국외 입양인은 한국 사람의 이중적 태도에 고통받기도 한다. 한국 사람은 입양인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차별할 때가 있는데, 이때 국외 입양인은 출생국과 입양국 어디에
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필요에 따라 국외 입양
인을 한국 사람처럼 여기기도 한다. 한국 출생이므로 입맛이나 생각이 한국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의 문화 차이를 배려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문화가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기대는 입양인에게 심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줄 수
있다. 국외 입양인은 한국인 생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외모는 한국인과 같지만, 평생 외
국에서 자랐으므로 당연히 사고방식과 문화, 언어, 취향, 태도 등은 입양국의 것을 따
른다. 따라서 당사자의 선택과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한국 문화 습득과 한국 사회에
적응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복지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와 문화를 구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살지 않았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
이지만 한국인과는 다른 유형이에요. 저는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요. 그리고 자살 위기의 사람과 노숙인, 실업자에게 김치 만들기를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외 입양인 1).”

다만, 국외 입양인이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원할 때는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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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와야 한다. 이때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사고 은행을 이용하는 것, 살 곳을 마련하고 휴대 전화를
개설하고 공공 기관을 이용하는 것 등 기본 생활이 가능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신
체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나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서비스도 필요하다. 입양인마
다 처한 환경과 자원, 역량이 다르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입양인별로 맞춤형으로 계획
하여 제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 독립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요.
그냥 ‘서류 작성해라.’ 서류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작성할 때 기본 있어
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럼 그걸 알려주면 혼자서 주민센터 혼자 갈 수 있는 건데, 알
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일자리 빨리 잡아라.’ 맞는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어디서 준비해야 되는지 시작도 안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인인데, 그리고 교육도 잘 받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국외 입양인 1).”

“긴급 상황이 여전히 밤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입양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아
웃리치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기 입양인으로부터)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가능하면 가보겠지만, 사실 저는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 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채 개입해서는 안 되지요. 그럴 때는 KAS에서 가야해
요. 하지만 지금은 밤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가던지 다른 사람
이 해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무책임한 일이예요. (국외 입양인 5).”

2) 입양 부모의 이해
입양 부모는 부모 경험이 없는 ‘무자녀 입양 부모’와 출산으로 부모 경험이 있는
‘유자녀 입양 부모’가 있다. ‘무자녀 입양 부모’는 불임이나 난임으로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울 때 입양으로 자녀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히 일부는 출산할 수 있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입양을 선택하는 ‘선택적 불임 입양 부모’이다. 입양 부모는 입양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평생 비입양 가족이 경험하지 않는 다양하고 낯선 경험을 하게 된
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부모가 입양 자녀와 법적, 사회적으로 맺은 부
모-자녀 관계는 비입양 가족과 다르지 않지만, 입양 부모가 추가로 겪는 경험과 정서
가 있다. 그것은 불임에 의한 역할 장애와 불임에 의한 상실,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
에 관한 것이다(노혜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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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부모의 특성과 심리적 어려움
① 불임에 의한 역할 장애(Infertility as role handicap)
입양 부모의 특성을 설명할 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불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자녀 입양 부모보다 무자녀 입양 부모가 월등히 많으며, 무자녀 입양
부모의 대부분은 불임 입양 부모이므로 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는 ‘불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입양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불임과 관련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길 원했고 불임 치료를
해왔어요. 그건 매우 끔찍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입양 부모]. (Russell, 2000:
168)."

거의 모든 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성인, 특히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여기며, 가
정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임이나 난임 판정을 받는 것은 부부
에게 성인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선고로 느껴질 수 있다. 불임 치료를
받는 상황도 매번 자신의 역할 장애를 확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불임 부부는 오랫동안 불임 시술 실패로 기대와 좌절, 희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경험
을 하면서 감정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되어간다. 불임 치료 기간이 길수록 불임
부부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이들은 자신의 몸과 삶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되며, 불임 치료를 얼마나 더 해
야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끝을 예상할 수 없게 되면서 통제력을 잃기도 한다.
또한, 혈연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입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불임 부부가 입양을 원하더라도 가족이 입양을 반대하는 때가 많다. 이에 따라 오랫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도 쉽게 입양을 선택하지 못한 채, 불임 시술을 지속하
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 친밀한
성관계가 아닌 의학적 지시에 따른 인위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면서 부부관계가 악화하
기도 한다(Diamond, Diamond, & Jaffe, 2005).

“결혼 후에 10년은 막연하게 ‘어 그래 안 주시면 입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0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많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는 불임 클리닉이나 난임 클리닉부
터 시작해서 한방, 양방, 민간요법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시어머님께서는 계속 노코멘트 하시고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2005년도에. 그러면서 바로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입양 부모/입양 상담 기관 실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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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년 동안 임신을 기다려왔어요. 임신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으며, 결코 우리에게
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불임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를 감정적으
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과정 끝에 우리는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되
었어요. 우리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고 결국 여전히
아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입양을 알아보기 시작한 때
랍니다. [입양 부모]. (Russell: 35).”

불임 부부가 이러한 불임에 관한 상실감과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입양 아
동을 맞이하게 되면,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 모두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불임
부모는 입양 아동을 볼 때마다 불임 기간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
성으로서 실패했다는 낙인감을 재확인할 수도 있다(노혜련, 2000). 외부에 입양 사실
을 공개하면, 간접적으로 불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되므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며,
입양을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시선에 두려움을 갖기도 한
다(Howard, 1990).
이런 부모는 외부에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자녀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지 않을 때가 많다. 입양 부모는 입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출산 자녀와 입
양 자녀 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입양할 때 갓 낳은 신생아를 원하고
입양 아동을 자신이 낳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며, 입양 아동의 출생 배경과 생부모
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고 비밀로 하기도 한다. 이때는 입양 자녀가 입양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결국 자신의 생부모에 관해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배태순, 2000). 이
렇게 하는 것은 입양 부모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아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Kirk, 1985).
“입양 삼자는 끊임없이 입양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입양인이 처음으로 병원에 가면 가족
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생부모는 출산 횟수를 질문 받는다. 식료품점에서 만난 사람은
양부모에게 “딸의 눈은 누구를 닮았어요?”라고 묻는다. 비공개 입양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악의가 없는 질문이지만, 질문 받을 때마다 입양 삼자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Russell, 2000: 56).”

입양 부모는 출산 부모보다 부모기에 늦게 진입함에 따라 자녀를 얻게 되는 나이가
더 많은 편이다. 이는 입양 부모는 불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불임 부부가 불임을 진단받고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비하므
로(황나미, 2003), 그만큼 자녀를 입양하는 시기가 늦춰진다.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되
는 입양 부모는 생리적, 문화적 부조화를 느낄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도 더 커진다
(김외선, 2016). 실제로 연구 참여자 중에는 나이 많은 입양 부모의 양육 기술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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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족을 걱정하는 입양 기관 실무자도 있었다.

“왜냐면 나이는 많으신데 양육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서 의욕만 높지 사실 이 아이
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분
들도 계시거든요. (입양 기관 실무자 5).”

② 불임에 의한 상실(Infertility as loss)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부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기이며, 고통스러운 상실의 경
험이다. 불임 부부는 유산으로 자녀를 잃는 것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 수유 경험의
상실, 친생자녀 양육 기회의 상실 등을 경험한다. 불임은 희망과 실망이 수없이 반복
되는 일이며, 입양을 선택한 불임 부부는 그동안 심한 고통을 겪어온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불임을 직면하면서 좌절감과 분노, 슬픔, 두려움, 혼란, 무능감, 죄책감을 느끼
기도 한다(Diamond, Diamond, & Jaffe, 2005).
불임은 입양 부모의 일생에 걸쳐 계속해서 얽히는 문제이다. 입양 부모는 시간이 흘
러 자신의 불임 사실을 잊고 살다가도, 불임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마치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을 다시 받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보통 아동을 입양한 후 불임
의 상처가 많이 완화되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다(Diamond,
Diamond, & Jaffe, 2005). 입양 아동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관해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
녀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속상해하며, 특히 아이가 입양 전 학대받
거나 방임되었다면 부모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더 커진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아이에게 입양 말하기를 할 때 ‘너는 입양 되었어.’가 결국은 ‘난 불임이야.’를 동시에 공
표하는 게 되거든요. 아이한테. 그리고 다시 어떤 제 삼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그 사
실을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입양 부모 7).”

불임으로 입양을 선택한 부모는 보통 입양 아동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불임 입양 부모는 친생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실패한 후 입양을 고려하게 되므로, 입
양 아동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꿈꾸어 온 ‘이상적 자녀’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런 경우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에게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대하거나 예절을 강조하는
등 완벽한 자녀가 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입양에서 상실의 문제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실
을 인지해야만, 다음 단계인 입양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 즉, 상실의
감정은 감정 그 자체를 솔직히 드러내고, 충분히 애도할 때 치유될 수 있다(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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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임으로 겪게 되는 상실과 슬픔의 경험이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입양 부모의 상실 경험은 입양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
감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입양 아동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대처하게 만들기도 한다(노
혜련, 2000).

③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Insecurity as parents)
우리 사회에서 입양 가족은 매우 적은 숫자이므로 입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
고,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 대우할 때도 있어서 자신이 입양 부모임을 드러내기가 쉽
지 않다. 입양 부모임을 공개한 경우에는 주변의 지나친 관심이나 기대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모르는 엄마들끼리 만나면 ‘야 우리 애 막 정
말 미워 죽겠어. 뭐 어저께 그냥 내가 갖다 버릴 뻔했어. 뭐 어떻게 했어.’ 그냥 아무런 판
단의 두려움 없이 그냥 이야기하시구요. 그거에 대해서도 모두가 뭐 손가락질하는 거 없
죠. ‘아 애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커.’ 이렇게 하면서 공감해주면서 크는데 왜 유독 입양
엄마들은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은 우리가 다 안고. 사실 그게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
의 문제라고. 그니까 입양의 문제가 아니고 양육의 문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면 좋
은데 ‘그건 다 입양문제야.’, ‘너가 입양해서 그래.’ 애가 뭐 산만하고. ‘입양해서 그래.’ 아
니잖아요. 사실 호기심 많은 아이들 많고 그거는 4살 5살의 특징일 수 있고 어느 연령대
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입양해서 그래.’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건 또 부모님 우리 엄
마들한테 너무 부담스럽죠. (입양 부모 2).”

입양 부모는 사회로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하
고, 스스로 ‘좋은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입양
한 아동에게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고 그 마음이 평생 변치 않으리라는 것을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에 큰 압박을 느낀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이런 이유로
입양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도 하고 자녀를 과보호하기도 한
다. 때로는 사춘기 자녀의 독립에 대한 욕구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고 섭섭
해하기도 하며,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일반
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불평
하기도 하지만, 입양 부모는 자신이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노혜련,
2000). 이런 입양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했거나 실수했을 때, 자
신을 탓하며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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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모성 판타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완벽한 엄마가 돼라.’ 그러고 막 충분히
좋은 엄마 막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돼라.’ 그러고 그니까 심한 죄책감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입양 부모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입양 부모 1).”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아 내가 뭔가 양육을 잘 못 해서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어서 나쁜 엄마여서 내가 이렇게 저 짓까지 저런 내가 못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이나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거든
요. (입양 부모 4).”

입양 가족은 출생 가족보다 겪는 어려움이 많고 극복할 장애물도 더 많다. 그러나
입양 가족은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비입양 가족과 다를 것이 없다. 입양
자녀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듯 입양 부모를 사랑하고, 입양 부모 역
시 그러하다. 입양 부모가 할 일은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녀를 양육
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즉, 입양 부모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다르지 않게 부모라
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Russell, 2000).
(2) 입양 부모의 입양 과정별 어려움
입양 부모는 입양 결정 단계부터 입양 진행 과정, 입양 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다음에는 과정별로 입양 부모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① 입양 전 어려움
입양 부모에게 입양으로 자녀를 맞이하겠다는 결심은 쉽지 않다. 입양 부모는 종종
자신이 ‘입양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아
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입양이 가족과 아동에게 제일 나은 선택인지
를 오랫동안 갈등한다.

“그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흔하게 얘기하시는 그니까 저희가 친생자가 있으니까. ‘친생
자랑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 네.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셋째를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둘도 잘 못
키우는데 셋째를 입양해서 이 아이가 좋은 가정으로 갈 기회를 내가 뺏은 건 아닐까?’,
‘나는 이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입양 부모 5).”
“‘내가 한 아이의 굳이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그 미지의 아이의 엄
마가 되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하
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충분히 좋은. 그니
까 완벽하고 완전한 엄마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참 했
고. (입양 부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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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양 부모의 이러한 고민은 입양 후에 금방 사라지곤 한다. 입양 부모는 입
양 자녀에게 애착을 느끼고 부모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진다.

“나는 내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을 때
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 그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지죠. 만약 아이가 내 안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입양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점차 잊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는 핏줄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내 아이
라는 것이 명백하니까요. [입양 부모]. (Rusell, 2000: 101).”
“입양 부모는 비입양 부모보다 자녀를 결코 덜 사랑하지 않는다. 대부분 입양 부모는 아
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입양 부모는 다른 부모들이 그러하듯
그들의 아이를 사랑한다. [입양 부모]. (Rusell, 2000: 101).”

입양 부모는 사회적 편견에 따라 입양을 주저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혈
연을 중시하고 불임 입양 부모와 주로 혼외 아동인 입양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배태순, 1998). 그런 이유로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부부가
그 사실을 주변에 말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 친지와 이웃에게서 격려나 환영의 말보
다는 걱정하는 말을 듣기 쉽다. 입양 가족은 입양하기 전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심한 경우 가족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

“입양을 실제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반대가 제일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니까 시부모님한테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
리에서는 뭐 ‘너희가 너무 순진하다.’ 뭐 그렇게 뭐 왜 흔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
니다.’(중략) 그렇게 이제 걱정스러운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서류를 진행하고
이거를 구체화 시키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더라구요. ‘니네가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 겁 없이 시작하느냐?’, ‘그럴 돈이 있으면 나를 줘
라.’ 아니면 ‘조카를 좀 더.’ (입양 부모 5).”
“제가 이제 입양을 결심했는데, 남편이 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내가 친자식도 내가 어
떻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힘든데 남의 핏줄을 데리고 와서 어떡할까라고. (입양 부모 4).”

생물학적인 자녀가 있으면서 입양을 선택하는 가정은 보통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
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가족을 확대하기 바라는 동기에서
입양을 선택한다. 이들도 가족의 반대를 겪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입양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선행’을 했다고 칭찬받기도 한다. 보통 주변
에서는 유자녀 입양 가정에 대해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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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입양 후에는 먼저 입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셔 가지고. 아우 얘 입
양했다고. 우리 아들이 입양했다고 그니까 그거는 또 다른 자랑이 되시는 거죠. 우리 아들
이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언제 저렇게 반대하셨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양 부모 5).”

입양하기로 한 예비 입양 부모는 어떤 입양 기관을 선택할지도 고민하게 된다. 그러
나 대부분 여러 기관을 비교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보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관
을 선택하거나, 거리가 가까운 기관을 선택할 때가 많다. 입양 부모는 입양 과정을
생애 한번 경험하는 때가 많으므로 입양 기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없고, 입양 기관에
관한 정보도 잘 모른다. 그래서 입양 진행 과정에서 입양 기관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갈등을 경험하는 때도 많다.
긴 고민 끝에 입양으로 자녀를 맞이하고 가족을 확대하겠다는 기대를 안고 입양 기
관을 찾은 입양 부모는 입양 기관과의 첫 상담에서 당황하기도 한다. 이들은 처음에
따뜻한 환영 분위기를 기대하지만, 사무적인 일 처리를 경험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기
도 한다. 입양 실무자와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 관계이므로, 입양 기관 실무자는 입양에 관한 상담 시 입양 부모의 상황을 이해
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더 공감할 필요가 있다. 입양 과정에서 입양 부모에 대해 좀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 ‘너가 진짜 확실하게 입양에 대해서 결심했어?’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고압적인 느낌도 있었고 약간 비밀스러운 기관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몇 번
전화를 돌리셨어요. 돌리시고 그러면서 ‘뭐지?’ 그러면서 약간 그 문턱이 좀 높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좀. (입양 부모 4).”

입양 기관과 입양 가족 간 입양 전 의사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입양을
성사시키거나 깨지게 할 수 있다. 입양을 의뢰할 때, 입양 부모는 복잡한 마음 상태
일 수 있으며, 입양 기관 실무자의 작은 말에도 입양 부모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다. 한 가정으로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의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옮
겨 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 전 상담에서 정직하게
감정과 욕구를 표현해야 하며, 실무자는 안심하고 대화할 안전한 장소와 분위기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ussell, 2000).
② 입양 과정의 어려움
입양 부모와 비입양 부모가 다른 점은 자녀를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함’과 동
시에 법적인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 ‘부모로 선택받았다’는 점이다(김외선, 2016).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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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한 법원 허가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입양 부모 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입양 부모 조건이 강화되어, 예비 입양 부모는 예비
입양 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과 개인적 역량 등
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양 절차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부모가 될 자질이 없는데도 부모가 된다. 입양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입양 부모는 가정 조사를 통과했고 능력이 있으며,
믿을만한 부모로 기대된다. 누구든지 아이의 양육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미래 자녀
를 돌보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필히 검정 해봐야 한다(Russell, 2000: 159).”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 부모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서류와 검사를
통과하며 자격을 검정 받게 되었다. 입양 부모는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 범죄 이력,
최종 학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리 건강을 입증하는 부부의 종
합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 예비 입양 부모는 가족
의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되고 수치스럽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입양 부모는 입양이 성립되려면 어떻게든
자신이 ‘좋은 부모’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위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입
양 부모는 언제 자격 검정이 완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아동을 만나게 될지 불확
실한 상황에서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입양 진행 과정에서 입양 부모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 입양 절차를 거치면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엄마들의 마음이 이미 위축 내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기관을 선택하고 복지사
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되게 위축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리고 심사를
받잖아요. 어쨌거나.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기관을 바꾸겠다.’거나 뭐 ‘철회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큰소리로 할 수
없는. 서류가 통과돼야 되고 이쪽에 나는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부모 입
장에서는. (입양 부모 5).”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굉장히 심사받는 느낌에 많이 주눅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오려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자꾸 보여야 돼요. 꼭 일부러 막 감추진
않지만 대단히 감추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는 보이잖아요. 근데 딱 ○○랑 와서 적응
을 할 때 이미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와자작 끝이 났고 도움을 막 청해야 되는
데 그걸 차마 입양 기관에 다 까발릴 수 없는 거예요. (입양 부모 7).”

입양 허가제의 목적은 단순히 입양 부모의 자격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삼자
와 함께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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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격을 알아보는 것도 입양 부모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서의 역량을 알아보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입양 허가와 더불
어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다. 입양을 고려하는 부부는 입양으로 발생할 많은 문제
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 입양을 통해 입양 삼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양 부모는 입양 후에 나타날 어려움과 오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을 입양하려고 준비하는 입양 부모는 다른 입양
부모보다 입양 과정에서 관심 두어야 할 일이 더 많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입양할
아동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비 입양 부모는 아동과 친해지기 위해 시설에 방
문하거나 외출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입양 전 ‘체험 위탁’을 통해 입양 아동과 미
리 가정생활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입양 부모가 노력해도 아동과 친밀해 지는 것
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시설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 입양 부모는 하루빨리 시설에서 아이를 구원해
내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아동 입양은 아동과의 첫 만남부터 가정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는 아동과 예비 입양 가정이 적절한 유대를
형성할 때까지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익숙한 자신의 환경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동
하는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입양 부모는 아동은 분명히 입양을 원하고 있을 것이며, 자신을 선택한 입양 부모에
게 고마움을 느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아동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살던
곳을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여길 수 있으며, 아동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또
다른 상실과 충격의 경험일 수 있다. 어느 가족이나 부모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입양 가족의 경우에는 기대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입양인 대부분은 입양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지만, 입양을 입양인이 성장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 할 생각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입양은 한평생 더 나아
가 세대에 걸쳐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뿐 아니라 그 자손이 한 가족이 되어 맺는 깊
은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일이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을 통해 부모가 되고, 입양
아동은 부모가 되기 원하는 입양 부모를 통해 자란다.
“가족이란 모든 조건을 떠나 기꺼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가 예비 입양
방문을 할 때 이런 점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입양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양육을 고려해서는 안 되지요. [입양인]. (Russell, 2000: 159).”

따라서 입양 과정에서 입양 부모가 아동을 위해 할 일은 아이가 집에 오기 전에 아

- 60 -

이에 관해 최대한 많이 배우는 것이다. 아동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입양 부모는 이
전 양육자에게 아동의 성격과 취향, 친구 관계, 수면과 식사 습관, 건강에 관한 사항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입양 부모 스스로 시설 아동 등 자신이 입양할 아이를
편안하게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성찰해보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자원이 있는지
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ALP, 2017a 검색).

③ 입양 후 어려움
입양 부모는 입양 후에도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가 온다는 사실에 행복
감과 황홀감을 느끼던 입양 부모는 동시에 우울해지기도 한다. 입양 후 우울함은 아
이가 온다는 사실에 흥분했던 입양 부모가 막상 부모역할을 해내면서 겪는 고된 일상
을 경험하면서 생긴다. 입양 부모는 자신의 기쁨이 생모의 아픔이 된다는 사실에 슬
픔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해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
다. 또한, 입양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질문과 조언을 듣다보
면,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생활을 지키고 아이를 보호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 지기도 한다. 입양 아동이 기대만큼 이상
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으며, 환상이 충족된 경우라도 생모
가 마음을 바꿔 아이를 데려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금은 문제없지만 훗날 자
녀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내가 아들을 처음 본 순간 너무나 벅차올랐어요. 처음 안았을 때 나는 바로 사랑에 빠졌
고 영원히 아들과 연결될 거라는 걸 알았죠. 그 순간에는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
은 채, 나에게 이런 대단한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그 누군가에게 너무 감사해지고, 모든
것에 너그러워졌어요. [입양 부모]. (Russell, 2000: 104).”

이러한 입양 부모의 복잡한 심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입양 부모는 출산
으로 자녀를 얻으면서 거의 자연적으로 부모로서 확신과 정당성을 느낄 수 있지만,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은 입양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입양 부모의 어려움은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된다. 입양 부모는 입양 가정과 비입양
가정의 차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
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부모가 입양 아동의 감정에도 잘 공감할 수 있고 결국 아이를
잘 도울 수 있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부모는 입양 후 아동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입양
아동은 양육 환경이 바뀐 것에 따른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 입양 아동은
입양 전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찾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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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영아기의 입양 아동은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대거나,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냉담한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유아기 아동은 위축되거나 음식과 놀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양육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전
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겪는 그 어려워하고 부적응하고 막 힘들어하는
시간에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뭐 00이는 13개월이었으
니까 말은 못 하고 우는 거밖에 못 하잖아요. 걔가 정말 밤마다 막 6개월씩 그렇게 새벽에
울 때 전 너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얘를 결국은 이렇게 달래주지 못할까 봐. 얘가 어떻
게 해야 울음을 그치고 내 품에서 편히 자게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게
우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입양 부모 13).”

입양 부모는 입양 전부터 새로운 변화 상황에서 입양 아동의 적응을 돕는 방법을 준
비할 필요가 있다. 입양 아동이 가정에 오면, 아기의 일과를 최대한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수유 방법과 옷을 입히는 방법, 목욕, 기저귀 채우는 방법, 아기를 달랠 때
내는 말소리까지 이전 방법과 똑같이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아기가 익숙해질 때
까지는 이전 보호자의 방법을 따르고 그 후에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3) 생부모의 이해
생부모는 임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출산과 낙태, 입양과 양육을 갈등한다(이성원,
2009). 생부모의 결정은 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혼외 부모에 대한 가족
주의 문화와 사회적 낙인이 큰 우리나라에서 생부모는 자신의 의지대로 출산이나 양
육을 선택하기 어렵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양과 관련해서 생부모에 대한 고정 관념
이 있는데, 그것은 생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입양 아동 역시 생부모를 찾지 않을 것이며, 입양 절차에서 입양 삼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Silber & Speedlin, 1983). 그러나 이것은 분명
히 틀린 말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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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
l 생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아동을 포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하는 생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느끼는 태동과 출산 경
험, 생명의 신비, 자녀의 모습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부모는 본능적인 모성을 억
제할 수 있으며, 아이를 쉽게 포기하고 아이와 절연한 채 새 인생을 살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생부모는 아이를 포기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그 고통은 평생 지속한다. 생
부모에게 입양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그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이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크다.
l 생부모는 자녀를 원하지 않으므로 금방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생부모는 자녀를 평생 잊을 수 없다. 자녀를 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입양을 결정하는 생부모나
입양 부모를 안심하게 하고 입양 실무자의 죄책감을 덜게 해주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생부
모의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양 실무자는 생부모의 슬픔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와야 한다.
l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를 사랑하므로, 생부모를 찾지 않을 것이다.
입양 아동이 생부모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희생으로 아동을 키운 입양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입양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하는 것은 매우 자
연스러운 일이다. 입양 아동이 뿌리 찾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를 닮았고 어떻게 입양되었
는지를 상상 속에서만 인지하게 된다.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 대신 ‘다른 부모’를 찾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부모가
상처받을까 봐 뿌리 찾기를 포기하는 때가 있다. 입양인의 뿌리 찾기는 자신의 근본을 알려는
인간의 마땅한 욕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l 입양 절차에서 입양 삼자를 보호하려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은 입양 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빈곤과 중
독, 성적 문란,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유전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인식했으므로 생부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입양 아동에게 낙인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입양 실무자는 많은 입
양 부모가 자신의 불임을 숨기고 싶어 하고 생부모 역시 자녀를 낳고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싶을 것으로 여겼다. 입양 아동 역시 두 쌍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감당하는 어려움에서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쪽을 택하곤 했다. 그러나 비밀은 더 큰 어
려움을 발생시킨다. 입양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생부모는 평
생에 걸쳐 아동이 잘 자라는지에 대해 끝없는 궁금증에 시달리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 못한다. 입양인도 자기 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뒤늦게 비밀이 밝혀지면, 큰 충격을
받거나 가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출처: Silber & Speedli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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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와 관련해 입양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점은 입양은 평생의 경험이며, 입양 삼자
의 삶은 어떤 한 주체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점이다(Silber & Speedlin,
1983). 입양 부모는 생부모 없이 자녀를 완전하게 양육하기 어렵고, 입양 아동의 삶
도 생부모의 존재 없이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역시 생
부모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양 실무자는 실천과 상
담 과정에서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생부모의 존재는 잊을 때가
많았다. 입양 실무자는 생부모가 입양 아동과 연락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입양 아
동과 입양 부모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입양 삼자가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갈 때
모두가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1) 생부모의 특성과 심리적 어려움
생부모는 입양을 결정하기 전부터 입양 과정과 입양 후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복잡
하고 다양한 심리적 정서를 경험한다. 생부모가 느끼는 공통적인 정서는 자녀를 포기
한 것에 따른 상실과 생모 증후군, 낙인감이다.

① 상실(Loss)
생모는 입양으로 자녀를 잃는다. 또 자녀를 잃음과 동시에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
지기도 한다. 입양 전 이미 생부가 없을 때가 많고 출산이나 입양을 결정하면서 생부
와 결별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원가족과도 멀어지는데, 이때, 자신의 가족이 자
신과 자녀를 외면한 데서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생부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아
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도 많고 친구나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처음엔 낳으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제가 시설로 왔거든요. 그 애기 아빠라는 사람이
랑 연락이 아예 두절이 돼서. 그래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중략) 근데 집에는 모르고,
알릴 상황도 아예 안 되고... (생부모 3).”

입양으로 느끼는 생부모의 상실감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죽음에 따른 상실은 끝이 있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지만, 입양으로 아이를
포기한 생부모는 애도 기회조차 박탈당할 때가 많다. 생부모의 상실은 일반적인 상실
과는 달리 모호한 특징이 있다. 잃은 자녀는 실제로는 생부모 곁에 없지만, 어디에선
가 존재하므로, 생부모는 자녀와 상봉하는 환상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입양으로 상
실한 자녀는 사별한 사람과 달리 애도를 위한 의식도 없고, 애도의 장소가 되는 묘지
도 없으므로 상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혼란감이 있을 수 있다(Boss, 201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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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이러한 상실은 그 자체가 사회적인 낙인이 되므로 상실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
게 만들고 슬픔을 충분히 애도할 수 없게 한다(Millen & Roll, 1985).
사람들은 보통 생부모의 상실감과 슬픔을 수용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생부모의 슬
픔을 위로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생부모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 주지도 않
고, 허락하지도 않는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생부모는 스스
로 자신의 감정이 타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감정을 억압한 채 지낸다.
생부모는 아동을 보낼 때, 충분한 이별과 애도의 시간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생모가 아동에게 자신을 기억할만한 물건이나 편지를 남기려는 마음은 무시되
거나, 하찮게 여겨지기도 한다. 입양과정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아동과
의 관계도 만족스럽게 정리하지 못하면, 생부모는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오랫동
안 아물지 않는다.

“이제 애를 낳고도 이제 입양을 보내겠다고 딱 결정을 짓지는 안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애를 그때 딱 한 번 봤어요.(중략) 맨 처음에
안 보여 주더라구요. 그래서 간호사 있는 거기다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밥도 안 먹고 그
러니까 보여 주시더라구요. 의사 선생님 몰래... (생부모 1).”
“나는 내가 입혔어요. 울면서... 그걸 갈아입히는데 갑자기 이게 속상한 거야. 갈아입히고
빨리 보내야 한다고 빨리, 빨리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물건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빨리. 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막 빨리빨리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되게 속상했어요... 그때. (생부모 3).”
“제가 막 너무 심장이 막 끊어지는 거처럼 울고 있는데. 막 왜 우냐고. 우는 거 이해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중략) 뭔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지금 다급하게 더 다급해
지게 만드는 거 같아요. 안 그래도 다급한데... 빨리빨리 해라 이런 거는 더 다급하게 만
드는 거 같아요. 애기랑 인사할 시간, 그리고 좀 뭐... 뭐라도 하나 더 챙겨줄 시간 이런
걸 좀 줬으면 좋겠어요. (생부모 5).”

생부모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상실을 경험하고, 슬픔을 느낄 때 독특한 특징을 보이
기도 한다. 사람마다 그 순서나 특징은 다르지만, 생부모가 어떤 상실‧슬픔의 단계나
특징을 경험하는지 안다면, 입양 실무자나 상담자가 생부모의 심리적 상황을 예측하
고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Roles(1989)와 Millen &
Roll(1985)가 생모가 주로 경험하는 상실‧슬픔의 단계와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Roles(1989)는 아이를 입양 보낸 생모가 거치는 상실의 심리적 과정을 5개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1단계는 ‘무감각과 부인(numbness and denial)’ 단계로, 생모가
일상생활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며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2단계는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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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eruption of feelings)’ 단계로, 생모는 우울과 슬픔, 공포, 두려움, 분노 절망,
죄의식, 수치심 등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감정은 때
로는 신체화되어 두통과 요통, 알레르기, 혹은 원인 모를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단계는 ‘수용(acceptance)’ 단계로, 입양 결정에 관해 지속해서 자문하면서 결정을
수용하거나 후회하기도 한다. 보통 입양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자
발적으로 결정한 때는 결과를 수용하지만, 입양 결정이 타인의 압력 때문으로 생각하
면 입양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심한 자책과 분노, 후회를 느낀다. 4단계는 ‘적응
(accommodation)’ 단계로, 생모는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추스르며 상황
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5단계는 ‘재평가와 재정립(reevaluation and rebuilding)’ 단
계로, 생모는 입양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재평가하면서 입양의 의미를 재정립해간다.
이 단계에서는 입양 결정이 당시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었으며, 자기 삶의 전부
가 아니라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 이후 삶을 사는 데 주력해 나가는 시기이다.

“입양 결정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빠라는 존재가 그 자라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
껴서... 제 욕심만 생각했으면 제가 키웠을 거예요. 어떻게서든. 근데 임신한 도중에도 계
속 계속 생각해왔고... 그래서 입양을 결정했어요. (생부모 5).”

Millen과 Roll(1985)도 사별 슬픔의 과정을 토대로, 입양으로 아동을 포기한 생모가
경험하는 슬픔의 특징을 6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현실 인지 과
정(process of realization)’이다. 상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부인’이며, 이
는 상실의 충격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생부모는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복잡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특징은 ‘경고 반응
(alarm reaction)’으로 생부모의 안정감이 깨지면서 신체적 증상과 분노를 표출하는
단계이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근육이 긴장되고 식욕이 없어지며, 불면증과 소화 불량,
두통 등 이 나타나기도 한다. 생부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와 같은 부정적 생각과 함께, 입양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제
일 나은 방법이었다.’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아이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상
상을 하기도 한다. 세 번째 특징은 ‘찾기 충동(an urge to search)’으로 상실한 아이
가 자신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아동의 외모나 옷차림, 행동, 느낌 등을
계속해서 찾고 간직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증상은 일생 지속하기도 하는데, 생부모
는 평생 자기 아이와 같은 나이와 성별,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 노력하기
도 한다. 네 번째 특징은 ‘분노와 죄책감(anger and guilt)’으로 생부모는 아동을 출
산한 상황을 만든 것이 자신이고 입양을 결정한 것도 자신이라는 책임감에 직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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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의 개입이나 압
력이 있었다면, 죄책감을 타인을 향한 분노로 표출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특징은 ‘내
적 자아상실(internal loss of self)’ 로 생부모는 신체적으로 공허하고 부서졌다는 느
낌을 받고, 자신이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다시는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 번째 특징은 ‘동일시 현상(identification phenomena)’
으로 생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기억하려고 아이의 외모나 행동, 증상을 비슷하게 따
라 하는 것이다. 동일시는 청소년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때 부모나 중요한 타인과
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한데, 보통 동일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청소년은 자신을 동일시 대상과 분리해 자기만의 정체감을 재구성한다(정옥
분, 2014). 그러나 생부모에게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 입양 보낸 생부모에게 이 과정
은 임신으로 자녀와 한 몸이던 인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냥 조금 제가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다시 생각이 조금 올라오게 되고, 좀 기분이 조
금 다운됐어요. 그래서 또 아이 생각이 날 거 같아요. 지금 일이 바쁘고 피곤한데 인터뷰
를 해야 돼서 지금 바로 퇴근하자마자 올라온 건데, 근데 이런 입양 그런 거 얘기하니까
아이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끓어 올라와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좋아
요. 다시 얘기하고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입양됐으니까... 언제 입양을 보냈더라? 그랬나
하면서 자세히 얘기는 안했는데,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좀 우울해지려고 해요. (생부모 3).”

② 생모 증후군(Birth mother syndrome)
생부모는 친권을 포기한 후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슬픔이 입양 가
족에게 기쁨이 되는 복잡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생부모는 아동을 보낸 후 식욕 상실
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와 포기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생각과 환상, 우
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아이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엄청난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압도될 수 있다. 입양으로 아이를
포기한 경험은 생부모의 일생에 걸쳐 심각한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를 남긴다.
이러한 증상은 생부보다 생모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Wells(1993)는 생모의 심리적
고통을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이하
PTSD)로 보았다. 친권 포기는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며, 생부모는 이 사건으로 우울과
불안, 도피, 정신적 무감각, 공허감, 슬픔, 심인성 기억 상실, 죄의식 등 PTSD의 일
반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Jones(1993)는 입양으로 아이를 포기한 생모가 흔히
호소하는 고통을 ‘생모 증후군(birth mother syndrome)’이라고 정의하였다. 생부모
는 PTSD의 일반적인 증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독특한 감정과 행동을 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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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모 증후군
충격적인 회상(flashbacks), 악몽(nightmares), 불안(anxiety), 기피
PTSD 증세

(avoidance),

공포 반응(phobic reactions)과 같은 일반적인

PTSD 증세가 나타난다.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 고통
자존감 상실과
수동성(passivity)
두 개의 정체감
감정 발달의 정지
자기 학대
설명할 수 없는
이차 불임

지속해서 현실을 부인하고 분노하거나 우울증을 보인다.
이전에 세웠던 목표를 포기하며, 무력감과 가치 상실감을 느끼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다.
겉으로는 완벽함과 정상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비밀스런 수치
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 고립감을 느낀다.
친권 포기 순간에 감정이 멈춰 있다.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주려고 자기 학대를 한다. 약물이나 술을 남용하
고 식이 장애가 있거나 자해 행동을 한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고 의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
애정 관계나 가족 관계, 자녀 양육, 직무 태도, 자아상 등 여러 면에서

극과 극을

극단적 감정과 행동을 나타낸다. 낯선 장소에 대한 공포, 밀폐된 공간

오가는 생활

에 대한 폐쇄 공포를 느낀다. 모든 일을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에 사로잡혀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타인을 과도하게 경계한다.
출처: Jones, 1993.

“그 생각이 내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나의 아이를 지킬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나
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누
군가에게 자신의 아이를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나는 매우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
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어야만 해요. 나는 내
아이는커녕 나 자신도 지탱할 수 없었어요. 나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길 바랐어요. 나는
여전히 그때의 그 어려운 결정의 결과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친생 부모].
(Russell, 2000: 24).”

한편, 생부모는 성(性)적인 문제를 겪기도 한다. 생부모에게 성관계는 입양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하여, 자녀를 입양 보낸 후 지나치게 성관계를 억
제하며 지내기도 한다(Russell, 2000).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여러 상대를 찾아 무절제한 성관계를 맺으며 애정을 갈구하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감정적, 신체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채 임신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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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낙인감(Stigma)
이러한 상황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된
195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은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아동과 생부모 모
두에게 더 나은 해결방법으로 생각하였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이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의 이런 관점
은 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1960년대 미국 미
혼모 시설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 중 대부분은 입양을 선호했으며, 단지 7%만이 생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이는 목사나 의사, 교사, 간호사보다도 높은 비율이었으며, 이 시기 생부
모 대부분이 입양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17살짜리는 아이를 돌보거나 양육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나는 모든 아이가 두 명
의 부모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 종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 딸과 길거리에 나가
살게 될 것이라고 들었어요. 내 부모님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잘 살고 아이를 잊어 버리고 결혼하고 다른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고 들었어요. 내가 아이
와 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
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내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친생 부모].
(Russell, 2000: 79).”
“나는 결코 내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나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나의 딸을 키울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었다. 나는
부모님께서 나를 미혼모의 집으로 보냈을 때, 정신이 멍했었고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미
혼모의 집에서조차, 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었다. 내가 이 서류에 사인
하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조차, 나는 여전히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친생 부모]. (Russell, 2000: 34).”

현재 이러한 경향은 많이 변화하였다. 선진 외국에서는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
인이 적으며, 스웨덴은 미혼 부모 가정을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
는 가족’으로 여겨 임신 수당과 부모 보험, 아동수당, 장애아동 양육 수당, 양육비 지
원, 양육수당 등 아동이 있는 가정이 누리는 모든 혜택뿐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을 한
다(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9). 영국에서도 미혼
모3) 정책을 한부모 정책에 통합하여, 출산 후 의료와 보육, 자녀양육기술 교육, 직업
3) ‘미혼모’라는 말에는 결혼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진 외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려
고 미혼모와 모자가정 모두를 포함해 이들을 일반적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나 ‘한부모
(single parent)’로 부른다(장화숙, 2007: 8).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비혼모’는 기ㆍ미혼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결혼 제도와 무관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때에
따라서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출산을 선택한 여성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최경화,
2006). 본 매뉴얼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혼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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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취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UK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외 임신을 한 경우라도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고, 입양보다 양육을 선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혼모 문제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미혼모를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며,
부도덕한 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모가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비행과 일탈로 규정하고 미혼모의 자녀를 비행의 산물로 치부하기도 하
며, 이러한 편견 속에서 미혼모는 자신을 세상에 노출하기를 꺼리게 된다(김명하・조
주연・정종원, 2013). 생부모는 여전히 자녀 양육보다는 입양에 치우친 정보를 전달·
권유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
른다(서은희・박선일, 2011).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세요. 근데 저희 집에 할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올라와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있었으면 깜짝 놀라셨겠죠. 집에 올라왔을 때 할아
버지가 저 임신한 거 알았으면 저 엄청 때렸을 거예요. (생부모 2).”

이런 상황에서 생부모는 혼외자로 아이를 출산한 것 자체로 낙인감을 느낀다. 덧붙
여 아이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평생 ‘아이를 버린 부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며 비
난에 시달릴 수 있다. 사람들은 입양 보낸 어머니를 ‘아이에 대해 애정이 없는 부모’
로서 입양 보낸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일 자격이 없는 못 미덥고 무가치한 어머
니로 여기곤 한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한 조사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혼외부모가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
로 나타났다(한국미혼모네트워크, 2009). 이는 입양을 보내지 않고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도 심한 편견과 낙인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혼 양육모를 대상
으로 시행한 차별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미혼 양육
모에 대해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미혼모가족협
회・춘천한부모희망센터, 2011).
생부모는 대부분 입양 이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위축된 채 혼란과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들은 모성을 부정당하고 아이의 출산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라는 말을 듣
기도 한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주변 사람은 생부모에게 아
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를 더 사랑하고 잘 양육할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올바
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양민옥, 2012).

“이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창창하잖아요. 나이가. 내가 00에 있을 때 ‘복지하는 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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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거기 약간 미혼모도 받아주는 거 같더라. 거기 한번 갈래?’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데
가기 싫다. ‘나는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싶다.’라고 제 의견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하루 반나절을 타이르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이냐, 십 대다. 학교는, 고등학교는 검정고
시를 치더라도 대학교도 가야 하고, 나중에 시집가면 이 아이는 걸림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부모 1).”

(2) 생부모의 입양 과정별 어려움
① 출산 전 입양 결정단계

“내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마음을 다스린 방법은 바로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기’ 또는 ‘그냥 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곧 그 아이는 그의 부모에
게 갈 것이라고 되뇌었지요. 나는 그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마 입양 부모들도 나처럼 진
실을 가리는 장막을 둘러쓰고 있을 거예요. 그 아기의 진짜 부모는 생부모와 입양 부모
모두라고 생각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생부모]. (Russell, 2000: 99).”

아이를 입양 보내는 생모가 임신한 동기나 임신에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남자 친구를 붙잡기 위해 임신했을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반항의 표현일 수도 있다.
혹은, 데이트 폭력이나 성폭행으로 뜻하지 않게 임신한 경우도 있다. 청소년 중에는
성관계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거나 피임에 대한 인식이 없고, 피임
방법도 잘 몰라 우발적으로 임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임신한 사실을 인지한 후
에는 주로 ‘부인’(Rosenberg, 1992)하면서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데, 이들은 그저 생
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처음 성관계로는 임신할 수 없다거나 자연 유산할
지도 모른다는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어져 낙태할 시점을
놓치곤 한다. 생부모의 임신 동기가 어떠하든 입양 보낸 생부모에게 임신은 그 자체
가 삶의 ‘위기(crisis)’였을 가능성이 크다(Russell, 2000).

“저는 뭐지. 임신을 늦게 알았거든요. 8개월 때. 근데 4월에 임신이고, 6월에 헤어졌고,
12월에 알게 된 거였어요. (생부모 2).”

십 대 미혼모는 임신 사실에 심리적으로 무덤덤함, 두려움, 당황스럽고 놀라움, 우울
함과 피해의식, 신비함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이명순・박주현, 2008), 이들은 종종 성
관계를 가지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만은 예외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또한 '부인'의 한 형태이다. '부인' 후에 시간이 흐르면 임신을 현실로
인지하지만, 가족이나 주위에 알리는 것을 피하곤 한다. 비난과 처벌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고립을 선택하는 것인데, 임신한 태아의 생부가 없거나 임신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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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노충래・김원희, 2004). 많은 미혼모는 가족보다
친구와 상의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 모르게 가출해 시설에 입소한다. 원래 가족과 떨
어져 혼자 생활하던 중 임신하는 생모도 많아 가족이 입소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흔
하다(노충래・김원희, 2004).

“맨 처음에는 진짜 죽고 싶다 정말 얘를 어떻게, 얘만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아
정말 어떻게 하지... (생부모 1).”
“애기 아빠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아예 두절이 돼서. 그래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집에서는 모르고.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빚 때문에, 제가 있는 거를 다 그 빚으
로 했고, 지금은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키울 능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키우고 싶었는
데. 근데 자신이 없더라구요. 혼자는. 근데 집에서는 모르고, 알릴 상황도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입양을 결정했어요. (생부모 3).”

미혼모는 아동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상담을 받는지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접한다. 미
혼모시설에서는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데, 이때 미혼모는 자
신의 결정을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입양 기관에서 상담받는 경우는 보통 생
부모의 권리와 친권 포기 이외 다른 대안에 관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아동을 입양 보
내게 권유받거나 압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Bouchier, Lambert, & Triseliotis,
1991; Jones, 1993). 입양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다. 이때 국가나 지역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 주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음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으므
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지원정보를 찾게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거(중앙입양원, 미혼모시설 등) 하나로도 발생하는 미혼모들을 상담해서 다 커버
해서 상담이 가능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건 인터넷 검색밖에
없어요. 미혼모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세군, 애란원 가장 많이 하거
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받아줄 수도 없고 다 안 되겠죠. 인원이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
냥 제가 만약에 다시 2005년도에 애를 낳았는데, 내가 지금 혼자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하
고, ‘아 나는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곳에 뭔가... 그
냥 동사무소처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건가일 수도 있는 거구요. 왜
그런 기능이 없을까? (미혼모 지원기관 실무자 2).”
“인터넷으로 치면은 우선 우리 미스 맘마미아 홈페이지를 떴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혀 안
떠요. 먼저... 왜 자살 예방이면은 뭐 멘 멘트가,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미혼모. 뭐 미혼모에 관한 그런 거면은... 자살 인터넷으로 치면은 떠요. 번호
가. 그렇게 떴으면은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전화 버튼만 누르면은 되는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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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
“나는 보내기 싫다고 나는 내가 키우고 싶다고... 근데 그 당시 때 내가 갈팡질팡하는 사
이에 누구 한 명이라도 ‘동사무소 가면은 이런 거 있다.’라고 말했으면 나는 그 언니한테
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부모 1).”

입양을 결정한 생부모는 여러 가지 양가감정을 경험한다. 입양이 아동에게 제일 좋
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지만,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또한, 생부모는
잉태한 그 순간부터 태아와 신체적, 감정적으로 유대관계를 맺는데, 아이와 헤어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편, 헤어질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아이가 입양 가정에 적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또 아기와 애착 관계가 생기면, 스스로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결정을 번복하
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Winkler, Brown, Van
Keppel, & Blanchard, 1988).
입양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생부모는 지속해서 갈등을 겪는다. 주변 사람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생부모가 아이를 책임
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생부모는 아이를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에
큰 혼란을 느낀다(Rosenberg, 1992). 또한, 이때 생부나 원가족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입양 결정과 계획 과정이 더 복잡해지기도 한다.

② 출산과 아동 포기단계

“자신의 아기에게 이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몇몇 생부모
는 자신들의 아기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별 인사를 한다. [생
부모]. (Russell, 2000: 92).”

출산 후 친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한 생부모는 운명에 항복하는 느낌을 받거나,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는 해리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때는 멍한 상태로 아직 슬
픔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Jones, 1993). 생부모는 보통 아동을 출산한 지 며칠이 지
나야 슬픔과 외로움, 우울함 등의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한다.

“아이를 보내고 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말 낯설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
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 나도 그렇게 행동했지만, 내 인생은 급격하게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나는 아니었어요. [생부모].
(Russell, 200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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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슬펐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입양이 최선처럼 보였지요. 하
지만 제 딸을 만났을 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내 딸이었던 그 아이를 기
르지 않기로 했던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생부모]. (Russell, 2000: 66).”

과거에는 생부모가 아동을 입양 보내기로 하면, 출산 후 아이를 안아보거나 수유하
는 것을 막고 바로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입양특례법」 상 7일간의 숙려
기간을 규정해두고 있다. 생부모는 이 기간에 가능하면 아이와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 상실에 대한 애도나 이별 의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면, 입양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덜 수 있다(Rosenberg, 1992).

③ 아동 포기 후 단기 적응단계
입양 후 생모는 아기가 없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며, 겉보기에는 잘 적응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감정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다. 입양 직후 생
모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먼저, 생모는 아기를 잃어버리는 꿈을 되풀이해서 꾼다(Rynearson, 1982). 둘째,
‘찾기 충동’이 나타나는데, 입양 보낸 아이와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를 보면 궁금해하
고, 자신의 아이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아이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따라가기도
한다(Bowlby, 1969). 셋째, 많은 생모는 친권 포기의 심리적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한
다. 친권 포기 후 첫 일 년 정도 약물 남용이나 폭음 또는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생모도 있다(Wells, 1993). 넷째, 출산 또는 입양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망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생년월일이나 성별 또는 친권 포기 서류
에 서명한 사건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Wells, 1993). 다섯째, 친권 포기가 자신이 한
결정이 아니라 가족이나 제삼자의 압력 때문에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생모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 인물을 비난하는 데 온 정력을 쏟기도 한다(Roles,
1989; Bouchier, Lambert, & Triseliotis, 1991; Rosenberg, 1992). 여섯째, 친권
포기 후 생모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극도의 고립감 속에서 아
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데도

외출하지

않기도

한다(Bouchier,

Lambert,

&

Triseliotis, 1991). 일곱째, 생모는 친권 포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언젠
가는 합당한 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Bouchier, Lambert, & Triseliotis,
1991), 다시는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무감각
이나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Wells, 1993).

“입양을 보내고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솔직히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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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게 되었으며, 내 딸은 나의 인생에서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음, 난 잊어버리지는 않았었다. 고통은 격렬해졌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진정으로 죽어버리고 싶다고 느끼기도 했다. 나는 내 딸 또래로 보이는 아
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 버렸던 것이 기억난다.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을까?
[생부모]. (Russell, 2000: 85).”
“의사와 상담사는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살이 빠지기 시
작했고 과거를 회상하고 극심한 슬픔을 느꼈고 감정을 잃어갔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리고 하루하루 겨우 버텨냈습니다. [생부모]. (Russell, 2000: 94).”
“(친구가 입양을) 보내고 그 아픔을 못 이겨서... 아픔을 못 이겨서 자살을 했더라구요.
(생부모 1).”

많은 생모에게 친권 포기는 마치 ‘살아 있는 죽음’과도 같다. 이것이 죽음과 다른 것
은 완전한 마침표가 없으므로 생부모의 고통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될 수 있다.
④ 아동 포기 후 장기 적응단계
생부모는 보통 평생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자녀를 입양 보낸 것
을 후회하거나, 입양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느끼면 고통이 더 심하다. 특히, 아동
과 헤어진 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을 때 괴로움은 더 커진다(Jones,
1993). 또한, 자녀의 생일이나, 친권 포기 서류에 사인한 날, 다른 자녀의 출산일, 가
족의 생일, 명절 혹은 TV에서 입양에 관한 것을 보았을 때,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새로운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백연옥, 1993).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한없이 울어요. 입양해서 아동을 입양해 와서
죽이고 와서 죽이고...(중략) 그 입양 보내는 엄마 심정도 똑같은 엄마인데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연구자: 입양된 아이가 어떤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 훨씬 관심이 생기나요?)
되게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운 적, 되게 많아요. 뭐 학대를 당한다거나 학대를 당해
서 또 아동복지 가잖아요. 또 한 말이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애기한테는... 그런데 어
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부모 1).”

아동 포기 후 시간이 흐를수록 생부모는 아동과의 상봉을 생각한다. 찾기를 결심하
는 것은 입양인과 생부모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Russell, 2000). 아동을 찾는 과정
은 생부모가 입양에 관한 감정과 문제에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생부모는
아동과의 재회를 아직 끝맺음하지 못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동과 만
남으로 아동 포기 후 찾았던 평화로운 생활이 깨질 것을 불안해하기도 한다. 생부모
는 자녀와 원하던 만남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무척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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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한다(Rosenberg, 1992).
아동을 찾으면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고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아동과 재회할 때 생부모가 아동 양육 포기 당시 상황으로 퇴행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생부모는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자신이 미성숙하게 느껴지
기도 하며, 불안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Russell, 2000).

“이 관계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 같네요. [생부모]. (Russell, 2000: 137).”

생부모의 상실감은 입양 아동을 찾으려 결심했을 때 더 강렬해질 수 있다. 생부모가
자녀를 찾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이다.
생부모는 수많은 고민 끝에 아동을 찾지만, 이때 입양 부모나 주변 사람은 아동의 안
정적인 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아동이 정서적인 혼란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입양 부모는 생부모가 아동을 다시 데려갈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생부
모는 대부분 재회 후 아동을 다시 양육하거나, 아동의 삶을 방해하려는 마음이 없다
(오혜인 외 역, 2013). 생부모는 단지 아동이 건강한지, 행복하게 사는지를 궁금해하
는 것이며,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나는 실제로 내 아들을 찾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에 대해 매우 많이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내 모
습을 발견한다. 내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아 아이들을 보면 그에 대해 궁금해한다. [생
부모]. (Russell, 2000: 116).”

재회로 입양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재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거가
현재로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입양인은 여전히 생부모와 함께 살
기회를 잃었고 생부모는 자기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기회를 잃은 것이다. 재회
는 기대한 것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늘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로를 찾는 과정에서 입양 삼자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다(Russell,
2000).

“내 생부모와 재회한 지 4년 반 되었어요. 양쪽에서 노력했지만, 관계가 만들어지지는 않
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난 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해요. [입양인]. (Russell,
200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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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 사후상담의 실제
1) 입양 사후상담의 기본 원리4)
(1)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의 적용
입양 삼자5)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합적이다. 따라서 입양 삼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해결방법이 하나일 수 없으며, 질문에 대한 고정불변의 답도 있을
수 없다. 입양 삼자의 상황과 경험, 역량에 따라 문제에 대처해온 방식이 다르고 앞
으로의 해결 방법도 다양할 것이므로, 상담자의 주된 역할은 ‘답을 해주는 것’보다
‘당사자가 자신이 가장 원하는 변화를 알아내고 이루어가게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때,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껏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지내왔고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노혜련・김윤주, 2014). 입양 삼자가 상담
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바꾸게 돕는 것이 아니
라, 그동안 자신이 애써온 것을 지지하고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일 수 있다. ‘힘들었지만, 그동안 잘 해왔고 혼란 속에서도 잘
견뎌왔음’을 확인해 주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응원해 주는 것이 입양 삼
자에게는 더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
상담자는 자신의 삶과 어려움에 관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도, 앞
으로 당면할 어려움을 해결해가며 살아갈 사람도 바로 입양 삼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입양 삼자가 원하는 변화를 함께 찾아가고 당사자가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맞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입양 삼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갖게 하고, 그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데 활용할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확장하
게 하는 것이 상담자의 주요 역할이다.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기존 상담과 다른 면이 있다. 기존 ‘문제중심 상담’에서는 당
사자의 문제의 특성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는 데 집중하며, 상담
자는 당사자에게 전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점검하므로, 상담의 전 과정을 상담자
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입양 상담에서는 입양 삼자가 주체
가 되게 상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여야 한다.
4) 입양 상담의 기본 원리는 De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의 「해결을 위한 면접」과 노혜
련·김윤주 (2014)의 「강점관점 해결중심 사례관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5) 입양 상담에 관한 설명에서는 피상담자를 ‘입양 삼자’로 표현하고, 일반적인 상담 원리를 설명할 때는
‘당사자’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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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삼자가 원하는 구체적 변화를 상담 목표로 삼고 당사자가 원하고 가능한 방법으
로 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돕고, 상담 이후에도 지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상담은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원리를 적용할 때 가능해진다.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은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와 ‘변화가 이루어
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
해 이미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초점을 둔다. 문제와
실패 경험보다 해결이 되었을 때의 모습에 집중할 때, 당사자는 문제의 원인을 몰라
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상담자는 당사자를 자기 삶의 전문가로 보게
된다(Cade, 2007). 이런 면에서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은 “상담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변화의 시작인 당사자에게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가짐
(Berg & Wheeler, 2006: 6)”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점관점 해결중심’을 적용한 입양 상담에서 상담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먼저, 상담자의 관점에서는 입양 삼자에게 아직 해결할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당사자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당사자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면 그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를 알아
보는 데 집중한다(Berg & Dolan, 2001). 둘째,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이미 시도한
방법 중 효과가 있는 것을 더 많이 하게 격려하되, 이 과정에서 이들의 방법이 옳은
지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심을 둔다(De Shazer, Dolan, Korman,
Trepper, McCollum, & Berg, 2007). 이것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자
신이 이미 했던 일을 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Berg, 1994). 셋째, 아무리 좋은 해결
방법도 효과가 없다면 반복할 이유가 없다. 입양 삼자가 지금까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해보게
도와야 한다. 이것은 이들의 과거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변화
를 이루는 데 진정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입양 상담 과정
‘강점관점 해결중심’을 적용한 입양 상담은 그 과정도 다르다. ‘강점관점 해결중심’
상담은 크게 두 가지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축으로 진행한다. 첫째는 ‘질적 연구의 준
거 틀 안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 즉 목표를 잘 구체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외
를 중심으로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다(De Shazer, 1985). 이에 따라 입양 삼자와 상
담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점
6) 노혜련·김윤주, 2014: 41-43의 문구를 본 매뉴얼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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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변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저와 만난 후 무엇
이 조금 달라지면 저를 만나기를 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하여 입양
삼자가 자신이 상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생각해보게 한다.
상담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라고 질문하면서, 당사자 스스
로 자신이 원하는 변화의 모습 즉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한다. 당사자가 목표
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으로, 작고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현실에서 당
사자가 할 수 있고, 어떤 것의 끝이기보다는 시작에 가까운 것이고, 다른 사람과 상
호작용하는 모습으로 구체화할 수 있게 도와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De 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
입양 삼자가 원하는 변화가 구체화되면 그 변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때 즉 예외
를 알아본다. 또한,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와 예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당사자
의 강점을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
지는 데 도움이 된다. 상담자는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
게’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De 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 강점도 특히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
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내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성공 경험을 알
아내고 확대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이룬 성공이 아주
작더라도 그것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이는 칭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담
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변화의 주체가 바로 당사자
자신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도울 수 있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원하는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가 있다. 상담자는 “그동안 지내면서 나아진 게 무엇이고 나아지는 데 어떤 것이 도
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변화에 도움이 된 것을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자
신이 원하는 변화가 달라졌는지도 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또한, “상
담을 종결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서 상담 종결을 준비하고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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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상담의 기본 과정7)
시작 합의
초점을 문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변화로 전환
“저와 만난 후 무엇이 조금 달라지면 저를 만나기를 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하는 변화의 모습을 구체화하기
입양 삼자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즉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기적질문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등

강점과 예외 탐색, 활용
입양 삼자가 이미 잘 하는 것과
원하는 변화 중 조금이라도 일어날 것을 탐색하고 활용하기
예외질문, 칭찬 등

성공의 확대와 강화
입양 삼자의 성공 경험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그동안 나아진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등

점검과 종결
입양 삼자가 지금까지 해 온 성공 경험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또는 다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당사자가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면 종결하기
“그동안 지내면서 나아진 게 무엇인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나요?”

7) 노혜련·김윤주, 2014: 70-76의 내용을 본 매뉴얼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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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상담에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
상담은 보통 상담자가 질문하고 당사자의 대답을 경청하며,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하
는 대화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는 ‘알고 싶
어 하는 자세(not knowing posture)’로 ‘당사자의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준거 틀에 따라 의미
를 이해하여 반응하곤 한다. 상담자라 해도 자기 준거 틀을 내려놓고 당사자 관점에
서 듣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상담자가 당사자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
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상담자는 자기 생각과 기대를 당사자에게 전달하
기보다 당사자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다(Anderson &
Goolishian, 1992). ‘알고 싶어 하는 자세’로 대화하면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며, 상담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잘 따라가기 위해 질문한다. 상담자의 역량은 당사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구
체화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 되는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데 유
용한 질문을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음에 입양 삼자와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담자가 입양
삼자와 일할 때 이러한 방법을 잘 사용하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 예외 질문
예외를 알아보려면 먼저 입양 삼자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변
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 때가 있었는지를 질문한다. 입양 삼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예외이며, 상담자는 예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때, 예외 상황과 문
제 상황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본다. 입양 삼자는 자신이 원하는 변화와 관련
한 예외 상황이 있을 때, 자신에게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감과
변화 동기가 향상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예외 질문의 예]
l 살아오면서 ‘이래서 그래도 잘 살았구나.’라는 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l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l 최근에 좀 괜찮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무엇이 달랐나요?
출처: 노혜련·김윤주, 201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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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질문
대처 질문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압도된 입양 삼자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
디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Berg, 1994). 이 질문에 답하면서 입양 삼자는 자신이 이
미 오랫동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많은 어려움에 대처해왔음을 깨닫고,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도 잘 대처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입양 삼자는 고통
스러운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과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신을 분리해
자신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집중할 수 있다. 대처 질문은
예외를 탐색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De 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

[대처 질문의 예]
l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l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l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해 올 수 있었나요?
출처: 노혜련·김윤주, 2014: 54; De 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 289.

○ 기적 질문
기적 질문은 발상을 전환해, 문제가 해결되면 당사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
상해보게 하는 것이다. 기적에 관한 질문은 입양 삼자가 미래에 초점을 두고 변화 가
능성을 마음껏 생각하게 하며,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입양 삼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
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입양 삼자는 기적 질문에 대한 답을 부
담스러워 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
는다.”고 말한다면, 상담자는 “그래도 아주 작은 거라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 덜
심해진다면 지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까요?”라고 다시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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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질문의 예]
l 자~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신 후 밤이 되면 주무시겠죠. 그
런데 주무시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힘들고 걱정하던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주무시고 계셔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시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보면 ‘와~! 밤새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l 다른 가족은 밤새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l 기적과 같은 일이 가장 최근에는 언제 있었나요?
출처: 노혜련·김윤주, 2014: 55.

○ 척도 질문
척도 질문은 숫자를 사용해서 입양 삼자의 변화 의지와 자신감 정도, 변화의 동기와
의지 정도, 해결할 문제의 우선순위, 현재 상태, 나아진 정도 등 추상적인 개념을 구
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질문이다(Berg, 1994). 척도 질문을 통해 입양 삼자는 자신
이 과거에 한 경험을 어떻게 보고 있고 미래에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척도 질문은 주제별로 입
양 삼자 자신이 한 관찰과 예측을 0에서 10까지 숫자로 평가하게 묻는 것이다.

[척도 질문의 예]
l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다 되었을 때가 10,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1이에요. 현재 어디쯤인
가요?
l 5라는 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l 지금보다 올라가서 6이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지내고 있을까요?
출처: 노혜련·김윤주, 2014: 60-61.

○ 관계성 질문
관계성 질문은 입양 삼자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상호작용
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한다. 사람은 자기 삶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자기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언급한다. 누구나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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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대인 관계를 알면, 그 사람의 생활 모
습을 이해하기 쉽다.
관계성 질문을 할 때는 입양 삼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사람이나 동물, 물건과의 관계
를 활용한다. 입양 삼자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사자의 상황과 변화
의지, 나아진 모습 등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지 질문함으로써 당사자가 아직 고려
해 보지 못했던 변화 가능성을 알아내게 도울 수 있다. 입양 삼자는 이를 통해 해결
구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을 폭
넓게 보면서 목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관계성 질문의 예]
l 다른 사람(입양 삼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자를 구체적으로 지칭)이 당신을 보면 무엇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l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l 다른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까요?
출처: 노혜련·김윤주, 2014: 62; De 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 62.

○ 칭찬
입양 삼자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강점과 능력, 성공 경험을 칭찬
하는 것은 이들이 더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칭찬은 입양 삼자
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삼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인정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강점과 능력을 강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칭찬은 입양 삼자가 실제로 한
말과 표현한 감정 등을 토대로 해야 한다.
칭찬에는 입양 삼자에게 직접 긍정적 평가와 반응을 전하는 ‘직접 칭찬’과 질문을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게 하는 ‘간접 칭찬’이 있다. 간접 칭찬은 이미 일어
난 성공 경험에 관해 더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직접 자기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해서 대답하는 자기 칭찬(self-compliment)을 할 수 있게 해서 더욱 효과적이다.
입양 삼자는 자기 칭찬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그것
을 다시 직접 칭찬이나 간접 칭찬으로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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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의 예]
l 와~! 대단하시네요! (직접 칭찬)
l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지요? (간접 칭찬)
l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터득한 건데요. 아이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기 칭찬)
l 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요? (간접칭
찬)
출처: 노혜련·김윤주, 2014: 64-65; De Jong & Berg 저, 노혜련·허남순 역, 2015: 47.

○ 당사자가 쓰는 말을 존중하기
상담자가 입양 삼자가 자주 쓰는 말을 사용하거나, 단정적이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
하면, 입양 삼자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입양 삼자가 자주 쓰는 표
현은 입양 삼자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 때가 많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대화 중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말을 전문 용어로 변경하
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은데, 대화 중에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들리는
데…….’, ‘~가 궁금한데…….’와 같이 이야기하면, 당사자는 상담자가 자기를 평가하
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왜~’ 대신에 ‘어떻게~’
상담자가 입양 삼자와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려면, ‘왜’ 대신에 ‘어떻게’라고 묻는 것
이 도움이 된다. 상담자가 ‘왜’라고 물으면, 입양 삼자는 잘못을 추궁하는 것으로 여
길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불안과 죄책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입양
삼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했을지라도, ‘어떻게’라는 질문을 사용해 입양 삼자 스
스로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게 한다. ‘어떻게’로 질문하면,
‘왜’로 질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 ‘예~ 그런데~ (yes~ but~)’ 대신에 ‘예~ 그리고~ (yes~ and~)’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예~ 그런데~’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면, 상담자가 입양
삼자의 준거 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를 때, ‘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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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신에 ‘예~ 그리고 또는, 그러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를 직접 이끄는 것보다 ‘한 발짝 뒤에서 인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Cantwell & Holmes, 1994).

○ ‘그럴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
입양 삼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좋
은 이유’나 ‘그래야만 하는 좋은 이유’를 묻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입양 부모가 “우
리 아이는 무조건 때려야 말을 들어요.”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틀렸다고 교육하는 대
신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야
기해 주시겠어요?”라고 정중하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면 당사자의 말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유와 맥락에 관해 더 들을 수 있다. 또한, 이
런 표현을 사용하면 상담자는 입양 삼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책임지
게 할 수 있다(Berg & Wheeler, 2006).

2) 입양 사후상담의 실제
입양 상담은 주로 입양 삼자에 대한 상담을 말한다. 입양 삼자는 입양이라는 사건을
통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받는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의 고유한 특성은 물론 입양인
의 발단 단계와 입양 전후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문헌 조사 외에도 입
양 삼자와 실무자에 대한 면접을 토대로 입양 삼자가 주로 요청하는 상담 내용을 정
리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입양인8)은 보통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거나, 그것과 관련해
느끼는 감정 등을 다루는 데 도움 될 방법을 찾으려고 상담을 요청한다(Eldridge,
2009). 입양인은 자신의 출생과 생부모에 관해 가장 많이 질문한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와 닮았는지?’, ‘내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나에게 형제가 있는지?’ 등 사실에
관한 것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나를 보낼 때, 생부모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
지?’, ‘생부모는 서로 사랑했는지?’, ‘생부모는 나를 원했는지?’, ‘생부모는 왜 나를 포
기했는지?’, ‘(생부모가 헤어졌다면 다른 한쪽) 생부모는 나에 관해 알고 있는지?’ 등
출생 당시 생부모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또한, ‘생부모는 나를 생각할
지?’, ‘생부모는 나의 생일을 기억할지?’, ‘생부모는 나를 찾을지?’, ‘생부모와 다시 만
8) ‘입양인’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되, 글의 맥락에 따라 ‘입양 아동’, ‘입양 청소년’, ‘성인 입양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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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을지?’ 등과 같이 현재 생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도 궁금해 한다
(ALP 홈페이지, 2017c 검색).
입양인은 지금 함께 사는 입양 가족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 그것은 ‘왜 부모
에게 입양에 관해 물어볼 수 없는지? 그럴 때 왜 부모는 화를 내는지?’, ‘부모는 자기
가 나은 자녀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관
해 질문하기도 하는데, ‘왜 내가 생부모를 생각하는지?’, ‘나는 왜 입양 가족을 좋아
하게 되지 않는지?’, ‘왜 나는 입양 부모에게 생부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지?’, ‘왜 나는 늘 공허함을 느끼는지?’, ‘왜 다른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건
지?’, ‘거부당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왜 부모에게 분노를 느끼는 건지?’, ‘왜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왜 치료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입양 부모는 주로 아동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상담하기 원한다. 그리고 양육 상담
의 구체적 주제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기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는 주로 입양 초기 적응과 애착 문제, 아동의 낯가림 문제 등을 질문하며,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 해결에 관해 도움받기 원한다. 입양
아동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과의 관계,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춘기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일으키
는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정체성의 문
제를 고민하는 시기로, 입양 청소년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마음이 커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입양 부모 역시 입양 가족으로서의 정체
성과 아동의 뿌리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보통 ‘뿌리 찾기를 하려는 자녀에
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관해 고민이 많다. 이는 주로 ‘입양 말하기’에 관
한 질문인데, 입양 부모는 ‘자녀에게 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야 할지?’, ‘주변에 입양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 ‘(비밀 입양의 경우) 아이에
게 입양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입양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자녀와 어떻
게 대화해야 할지?’ 등을 문의하곤 한다.
한편, 생부모의 상담 주제는 대부분 입양 아동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삶을 사는
지에 대한 궁금함과 자녀와의 만남과 관련한 것이다. 생부모는 아동을 입양 보낸 뒤,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끼는데, 이때 이러한 감정을 토로할 수 있다. 또한, 입
양 보낸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며, 만남을 원하기도 한다. 반대로 자녀가 연
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것에 관해 부담과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입양 삼자에 대한 상담 시 상담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입양 삼자의 질문 뒤에
있는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면서 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처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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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질문한 것에 관한 답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질문한 사람의 발달 단계
와 이해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되,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비심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부모에 관해 궁금해 하는 입양인이 있을 때, 상담자는 먼저 입양인의
그런 마음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고 공감해줘야 한다. 그러
면서 이 시점에 생부모에 관해 궁금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 기대하고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입양인이 ‘생부모와 자신
의 관계, 입양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 관계는 어떠한
지?’, ‘입양 부모는 이런 입양인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물음으로써, 지금까지 입양인과 입양 가족이 문제에 대처해온 방
법을 알아보고 입양인이 원하는 변화를 자신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게
돕는다.

입양 삼자 상담에서 고려할 점
l 질문에 숨겨진 바람을 읽어주기
l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기
l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해주기
l 발달 단계에 맞춰 설명해주기
l 비심판적인 방법으로 대답하기
l 이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출처: 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입양 삼자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공통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다. 그것은 ‘현
재 입양 가족의 관계는 어떠한지?’와 ‘그동안 입양 가족과 입양에 관해 어떻게 대화
해 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입양인과 입양 가족 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입양인이
현재 당면한 어려움에 더 깊이 공감하고, 입양인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도
움 되는 자원을 알아내고 활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생부모의 상담
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족 관계와 가족이 입양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알
아보는 것이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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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사후상담 사례
본 장에서는 입양 관련 문헌 조사 및 입양 삼자와 실무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추출
한 입양 삼자의 상담 욕구를 토대로 입양 실무자가 활용할 상담 사례를 제시하였다.
상담 사례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입양인과
입양 부모, 생부모로 나누거나, 입양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상담주제와 내용을 기술하
였다.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정체성 문제와 뿌리 찾기 상담
 입양 가정 적응과 양육 상담
 입양 말하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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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입양인의 정서적 어려움과 해결
생부모와 헤어진 입양인이 겪는 슬픔은 분노와 저항, 체념, 냉담의 단계를 거쳐 새
로운 애착으로 이어진다(Hübinette, 2003 저, 뿌리의집 역, 2008). 첫 반응은 ‘저항
(protesting)’으로,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상태이다. 입양 아동
은 없어진 엄마 때문에 울부짖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 단계는 '체념
(despair)'이다. 입양 아동은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지만, 다시 만나리
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며, 아동은 울음을 멈추고 대신 내성적이고 우울해지고
냉담해질 수 있다. 이때, 입양 부모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돌봐 준다면, 아이는
결국 입양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렇게 되는 데는 많은 시
간이 필요하다. 아이는 분노와 저항, 체념, 냉담의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애착 형
성’이라는 안정적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상실을 다루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슬픔의 감정을 충분히 애
도하는 것이다. ‘애도’는 슬픔의 감정을 조절하고 분리해가는 작업이다. 상담자는 아
동이 슬픔과 상실감을 잊거나 뒤로 숨겨두는 대신, 자기감정과 관계의 의미를 재정립
하고 더는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억을 계속 유지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샌드라 폭스(Fox, 1985)9)는 아동이 상실을 애도에 필요한 네 가지 과업을 제시하였
는데, 그것은 ‘이해하기, 슬퍼하기, 기념하기, 넘어가기’이다.

입양 아동이 상실을 애도할 때 해야 할 네 가지 과업
☼ 이해하기
☼ 슬퍼하기
☼ 기념하기
☼ 넘어가기

9) 상실감의 네 가지 단계에 관한 내용은 ‘슬픔과 상실을 겪은 아동, 청소년 상담 및 사례(Jody 저, 하정
희 역, 2014)’와 친구의 죽음에 대한 상실을 다룬 책인 ‘Good grief: Helping groups of children
when a friend dies(Fox, 1985)’를 참고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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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에 필요한 첫 번째 과업은 ‘이해하기’이다. 입양 아동이 상실을 경험할 때 보통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한다. 입양 아동은 ‘왜 생부모가 나를 키우지 않았는지?’, ‘왜
내가 입양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때 부모와 상담자는 아동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확하게 대답해주어야 한다. 생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안 돼서 입양을 결정한 것이지, 입양 아동이 나빠서 양
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입양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
다.
그러면서 ‘입양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입양인은 생부모와 이별한 경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이별
한 경험을 통해 다시 이별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한편, 생부모가
자신을 다시 데려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입양 부모와 이별할 것을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입양인이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때 입양의 법
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입양인
과 입양 말하기’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두 번째 과업은 ‘슬퍼하기’이다. 이는 입양 아동이 상실과 관련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과정이다(Trozzi & Massimini, 1999). 이때 부모
와 상담자는 입양 아동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아동이 느끼는 슬픔을
모두 드러내도 좋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동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
아도 되며, 속상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입양 아동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며, 그 기간도 차이가 있다. 오
랫동안 크게 우는 아이가 있고 조용히 흐느끼는 아이도 있으며, 전혀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이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 ‘기대’하는 것보다 슬픔을 덜 느끼는 아
동도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생부모와 헤어진 경험으로 큰 슬픔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
이가 슬퍼하지 않는데도 먼저 “속상해 하지마.”라고 이야기하거나 울고 싶어 하지 않
는 아이에게 “울어도 돼.”라고 먼저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아동이 ‘분명히 슬플 것
이다.’라는 생각을 전제한다. 어떤 아동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따라 ‘슬픈 척’ 연기할 책임을 느끼기도 한다.
아동이 입양 사실을 접하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아동은 없다. 부모와 상담자는 입양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입양 가정 분위기에 따라, 아동이 입양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따라 아동의 표현방식과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아동이 자기 방식대로 충분
히 슬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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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과업은 ‘기념하기’이다. 부모와 상담자는 입양 아동이 상실과 관련된 일과
물건, 사람, 장소 등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
때 ‘라이프 북’을 만들거나 상실의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애도에 필요한 마지막 과업은 ‘넘어가기’이다. 입양 아동이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을
적절히 해 나가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쉬어진다. 이때 입양 아동은 친구와 관계
를 맺고 학교에 다니고, 노는 등 일상의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상실의 경험과 거리를
유지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Trozzi & Massimini, 1999). 다음으로 넘
어가는 작업은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사람과 물건, 경험과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라이프 북(life book) 만들기
라이프 북은 출생에서 시작해 아이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만든다. 아이가 주로
만들지만, 어른이 도와줘야 한다. 사진이 있으면 좋고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도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라이프 북에는 아이가 언제 처음 걸었는지, 처음 한 말은 뭐였는지 등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포함한다. 병원의 출생 팔찌나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아이를 데려올 때 사용한 항공
권 등의 기념물을 붙여두어도 좋다.
라이프 북 작업을 하면서 입양된 이유와 상황에 관해 아이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아
이가 왜곡된 생각이나 환상을 지니고 있다면, 현실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아이의 과
거에 관해 부모가 잘 모른다면, “네 엄마가 너를 왜 못 키웠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입
양 보내는 엄마는 어리고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잘 모른단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
다.
라이프 북은 아이의 인생을 다시 엮어 나가는 과정이므로, 하루에 다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
다. 하루에 이야기 하나로 진행하고 아이의 이야기이므로, 아이가 직접 말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라이프 북을 만들면서 아이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괴로운 기억을 떠
올리면서 퇴행하기도 하다. 하지만, 라이프 북이 아이를 슬프고 화나게 한다고 그만둬서는 안
된다. 괴롭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출처: 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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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과 해결

입양 결정 단계에서 입양 부모와의 상담

입양으로 자녀를 맞이하는 것은 입양 부모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입양 기
관의 실천가와 상담자는 입양 결정 단계에서 예비 부모가 자신의 입양 동기와 상황을
점검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먼저 입양 실천가와 상담자는 예비 부모의 입양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부모의
입양 동기는 자신이 아동을 입양하는 데 얼마큼 준비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기
준이 될 수 있다. 입양이 아동과 부모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되려면 입양 부모는 오
로지 아이를 좋아해서 부모가 되고 싶고, 가족을 확대하고 싶어서 입양해야 한다. 입
양 부모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나, 종교적 신념, 자선의 이유로 입양을 고려하
는 것은 종국에는 입양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입양 전문가인
Holtan(2017 검색)은 수년간 다양한 동기로 입양과정을 시작하는 부모를 만난 경험을
토대로 각 입양 동기에 따른 구체적 답변과 조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모의 입양 동기에 대한 입양 전문가의 조언
입양 동기

상담자의 조언

제가 낳은 아이와 놀아줄 친구가 필요해요.

☞ 이웃 아이들과 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믿는 종교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가

☞ 그렇다면, 입양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르치네요.

다른 일을 찾아보십시오.

불임이란 사실이 절 늘 슬프게 해요. 마음이 아주
아파요.

☞ 불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입양으로 치료
할 수는 없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아이에게 많은 것
을 베풀 수 있어요.

☞ 그렇다면,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
십시오.

요즘 우리 결혼 생활이 좀 불안정한데 아이가 오
면 안정될 것 같아요.

☞ 아이가 와도 결혼 생활이 안정되거나 부부관
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입양하는 것도 나
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 그런 이유로 입양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
를 낳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양하려고 한
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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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입양한 아이를 키
우는 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전 진심으로 입양하길 원하지만, 남편은 아직 왔다
갔다 해요. 막상 아이를 데려오면 달라질 거예요.
요즘 마음이 매우 공허한 데 아이가 오면 채워질
것 같아요.

☞ 아니랍니다. 분명히 다르답니다.

☞ 만약,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 공허함을 채워줄 친구나 재미있는 일을 찾아
보십시오.

집도 없이 불쌍한 그 많은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
이 날 것 같아요.

☞ 그렇다면 그런 아이를 위해 일하는 복지기관
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십시오.

저는 교사(정신건강 상담사, 사회복지사, 의사)이
므로 자녀 양육에는 전문가예요.

☞ 아동 관련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과 매우 다르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식구를 늘리고 싶어요.
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입양 절차를 시작하

☞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한 번 시작해보십
시오.

고 싶어요.

출처: Holtan, 2017 검색.

아울러, 입양 실천가와 상담자는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으로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
할지를 예상하고 검토하게 해야 한다. 부모가 입양 전-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Friedberg, 2017 검색).
첫째,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총 입양 절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소요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데, 이를 자신과 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나이 더 나아가
입양할 아이가 가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참작해서 과연 입양 시점이 적절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입양할 아동의 적응 기간은 입양 아동과 이미 있는 자녀의 나이
나 특성은 물론 입양 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행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재정’을 검토해야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절차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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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뿐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려면 음식과 의복,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뿐 아
니라 여가와 취미 생활을 할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한다면,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 등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장기간 받을 비용도 필요하다.
셋째, ‘지원 체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을 입양한 후 가족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에게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나 장소 등 아동 양육에 실질적으
로 도움을 줄 자원과 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정
서적으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줄 친구와 가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은 입양 자녀
에게도 중요하다.
넷째,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입양하려는 아동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입양 아동을 위해 이용할 의료 서비스와 정신 건
강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유용하다.
다섯째, ‘가정의 물리적 공간’을 검토해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입양 자녀가 생활
할 공간이 충분한지, 기존 가족과 어떻게 공간을 나누어 쓸지를 미리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이 위치한 곳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교육과 문화 환경이 어떠한지
등도 입양 아동이 적응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여섯째, 가족이나 직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맡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검토해
야 한다. 특히 많은 책임과 의무를 맡은 입양 부모는 새로운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
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조정해야 하므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미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성찰해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입양절차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 철학이나 방법, 종교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것
이 입양 결정이나 자신이 원하는 입양 아동의 특성에 미친 영향은 물론 앞으로 입양
아동의 양육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여덟째,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향후 수십 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해 보면서 입양 아동의 양육이 자
신이 그리는 미래와 들어맞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기쁨과 행복이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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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입양 부모와의 상담

불임과 관련해 상실감을 느끼는 입양 부모를 상담하는 첫 단계는 불임에 따른 상실
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돕는 것이다. 불임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
해야만, 그것을 애도할 수 있다(Diamond, Diamond, & Jaffe, 2005). 많은 사람은
불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비슷한 슬픔을 유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불임의 슬픔은 애도할 실제 대상이 없으므로 해결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
다. 불임 부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희망을 상실하였고, 이를 애도해
야 한다. 상담자는 불임에 따른 상실을 애도하는 것은 무형의 상실을 다루는 문제라
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충분히 슬퍼하게 돕고 위
로해 주어야 한다. 이때, 상담자는 불임과 불임 외 다른 삶의 영역을 분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불임은 입양 부모가 지닌 수많은 속성 중 일부이며,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해준다(Diamond, Diamond, & Jaffe, 2005).
애도는 슬픔과 분노, 자기 비난, 기적에 대한 희망, 그리고 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을 거치지만, 이것이 꼭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임 입양 부모는 이러
한 감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상담자는 입양 부모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입양 부모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불임에 대한 상실감을 애도하는 데는 일기와 같은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
임에 관해 글을 쓰면서 입양 부모는 다양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감정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Diamond, Diamond, & Jaffe, 2005).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전 불임 부부는 먼저 생물학적 자녀를 얻기 위한 시술을 중단
하고 부부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입양 전
겪었던 긴 불임시술 과정과 그것으로 겪게 된 심리적 문제가 부부의 정체성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Caughman & Motley, 2017년 검색).
또한, 입양과 출산은 매우 다른 과정이자 경험이며, 입양으로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불임으로 겪었던 모든 심리적 상처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
야 한다. 아울러 입양 아동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대, 즉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려고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입양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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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입양 부모와의 상담

입양 전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입양 부모는 출산한 자녀를 키운 데로 입양 자녀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입양을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입양 아동은 생부모와
분리한 경험으로 특수한 욕구와 발달 과제가 있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이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일이며, 입양 부모는 이러한 아동의 욕구 충족과 발달 과
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따라서 유자녀 입양 부모는 입양 아
동이 타고난 성격과 특성뿐 아니라 입양 전 아동이 경험한 삶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특성과 발달 과제를 이해해야 한다. 상담자는 먼저 이것을 입양 부모에게 교육·상담하
고 참고할 책과 영화 등을 추천해주는 것이 좋다.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 결정을 내릴 때 부부뿐 아니라, 새 형제를 맞이할 기존 자녀
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거쳐 자녀도 입
양에 동의하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되,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을 맞이할 준비뿐 아니
라 기존 자녀의 적응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입양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입양 아동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
므로, 형제, 자매도 입양 전부터 입양 아동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입양 부모는 친
생자녀에게 입양 아동을 만나는 시기와 절차를 미리 알리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
다. 입양 아동을 위해 환영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함께 준비하면서 입양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입양 부모는 친
생자녀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수시로 입양 자녀가 생겨도 친생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며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Melina 저, 이
수연 역, 2009).
입양으로 형제가 생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갑자기 나타난 아이와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입양 아동이 오면, 부모는 입양 아
동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기존 자녀의 행동을 더 통제하고 야단치기도 한다.
기존 자녀는 부모가 새 형제에게만 너그럽다고 여기고 속상할 일이 생길 때마다 입양
한 동생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지 생각할 수도 있다. 입양 아동이 온 후로는 가족
의 많은 일정이 입양한 아동에게 맞춰지곤 하며, 입양 이후 참여하는 입양 가족 모임
이나 입양 관련 기관의 캠프, 활동 등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는 반갑고 즐거운 모임이
아닐 수 있다.
자녀 중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입양 아동 등장으로 가족 내 위치가 바뀐 형
제, 자매이다. 예를 들어 막내였다가 형이 되는 경우, 외동딸이었다가 자매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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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인데, 이런 아동은 일시적으로 퇴행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아동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탐색하고 입양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를 대하는 모습과 비교하곤 한다. 입양 아동은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과 관심의 양이 다른 형제와 다르다고 느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입양 아동은 다른 자녀가 부모에게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지면, 그 이
유가 출산과 입양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부모는 입양한 자녀와 개별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동이 형제에 대
해 느끼는 미움과 불편한 감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해주면서 부모가 여전히 아동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입양 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 입양 가족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제, 자매를 준
비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면 도움이 된다.

생부모의 정서적 어려움과 해결

입양 결정 단계에서 생부모와의 상담

입양 삼자 모두가 그렇지만, 생부모에 대한 상담은 입양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실제로 생부모 자신과 태어날 아이에게 입양과 양육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일지 깊이 숙고할 시간을 가지려면 아동을 출산하기 전부터 상담을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임신 중인 생부모와 상담할 때는 ‘아동의 임신 사실을 가족 혹은 중
요한 관계자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임신 중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심화
한 내용의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상담은 생모가 임신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
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아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모가 출산 후
아동 양육과 입양 중에서 아동과 자신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자는 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해 상담을 요청했을지라도 먼저, ‘아동을 직접
키울 방법은 없는지’, ‘입양이 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를 다양한 차원에
서 함께 이야기해 봐야 한다. 생부모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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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때가 많으므로, 생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양육 지
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가족이나 친척 중 아동 양육을 도와줄 사람
은 없는지를 알아보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아동 양육 방안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 나
누어야 한다.
생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모색하고 노력했음에도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담자는 생부모에게 아동을 입양 보낸 후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입양 숙려 기간 등 생부
모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설명해 주고 구체적인 입양절차를 안내해 준다. 이때, 미혼
모 당사자 모임 등 지지 집단을 연결하여 그들의 양육 경험이나 입양 보낸 경험을 직
접 듣게 하는 것도 좋다. 미국에서는 생부모와 입양 부모와 가족이 관계를 유지하면
서 진행하는 개방 입양이 많으므로, 입양 워크숍에 참여하게 하여 입양 부모와 이야
기 나눌 기회를 얻기도 한다(Silber & Speedlin, 1983).
출산 전 생모가 입양을 결정했더라도, 출산은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생모가 입
양 결정을 다시 생각하기도 한다. 상담자는 출산 단계에서 아이에게 신경을 쓰다보면
생모의 감정을 간과하기도 하는데, 출산은 생모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태어난 아
기를 보면서 생모는 입양 결정을 번복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족이나 친지의 압력으로
양육하려던 계획을 입양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상담자는 생모가 주위 압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입양을 미리 결정했더라도, 출산 후 생
모에게 아이와 눈 맞추고 안아주고 젖을 먹일 기회를 주고, 아이와 헤어지기 전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한, 준비와 승인 절차를 마친 입양 부모
에게 입양보내기로 결정된 아동은, 양육자와 분리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
하면 위탁가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양 가정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ilber &
Speedlin, 1983).
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할 때, 상담자는 첫째, 생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
어야 한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결정에는 저마다 다양한 이유와 사연이 있고 아동 양
육을 포기한 생모의 트라우마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동안 생부
모가 말하기를 피해 온 충격적 기억과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잘 대처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Millen & Roll, 1985). 둘째, 애착과 상실의 문제에 관해 더 깊이 있
게 이야기 나누고 생부모가 공식적으로 말이나 편지로 아이와 작별 인사할 시간을 준
다. 이는 생부모가 친권 포기 사실을 실제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상담자
는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상담자는 그들의 결
정이 다른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임을 지지해 준다(Millen
& Rol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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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후 생부모와의 상담

생부모의 정서적 고통은 입양 후에 급격히 커진다. 생부모는 슬픔 속에서 자신의 결
정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시작한다. 매일 밤낮으로 슬픔의 고통이 몰려오지만 가족이
나 친지조차도 생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담자는 이 시점에 꼭 개입할
필요가 있다. 생모가 떠나보낸 아이에게 편지를 쓰도록 권하거나, 아이를 위해 소중한
물건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상실과 슬픔을 적절하게 애도할 수 있게 돕는
다. 물론, 외국에서는 개방 입양을 통해 입양 부모와 생부모, 입양 아동이 입양 후에
도 지속해서 만나고 소통하므로 이렇게 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입양을 보낸 생부모가 자신의
슬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도움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부모는 보통 아이를 입양
보낸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아동이 잘 사는지 궁금하거나, 만나고 싶을 때 연락
한다. 그런 경우에도 상담자는 입양 배치 후 생부모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입양 삼자가 원한다면, 입양 삼자 간 관계를 최대한 지속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이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Silber & Speedlin,
1983).
입양 보낸 직후에는 생모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상담해야 한다. 이 시기
생부모는 수치심과 절망감 때문에 입양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괴로워
할 수 있다. 혹은, 아이를 키우려고 자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아
픔이 있을 수 있고 이 일로 부모와 관계를 단절했을 수도 있다. 상담자는 친권 포기
이전과 이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현실을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백연옥, 1993).
상담자는 생부모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애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많은 생부모
에게는 일정 기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입양 보낸 아이를
생각하거나, 입양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를 상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애도방
법이었다. 어떤 생부모는 매년 아이의 생일 때마다 촛불을 켜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
기도 하고, 아이 생일이나 입양 간 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거나, 출산과
입양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전문가나 기관 직원, 자조 집단 사람과 연락해 감정을 나
누기도 한다(Rosenberg, 1992). 특히, 자조 집단을 통해 다른 생부모와 교류하고 경
험을 공유하면 외로움과 고립감,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깨닫는다(Roles, 1989). 또 아이의 배냇저고리, 출산 때 씌웠던 모자, 사진, 머리카락,
손도장, 발도장과 같은 것을 보관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슬픔을 덜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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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애도 방식과 효과는 저마다 다르므로, 상담자는 대화를 통해 생부모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한편, 아동 입양 후 장기적응 단계에서도 특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때는 생부모가
아동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자는 생부모가 아이를 찾기 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욕구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생부모는 죄의식에서 벗어나 입양
아동과 자유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그러나 재회를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입양 삼자 간에 생모가 아
이를 찾으려는 이유와 재회를 통해 무엇을 얻기 바라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
다. 생부모는 입양인에게도 치유해야 할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음을 이해해야 하
고 입양인이 생부모와 만날 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상담자
는 상담을 통해 입양 삼자가 각자 어느 선까지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사전
에 합의하게 해야 한다. 생부모와 입양 아동에게 재회는 누군가를 찾는 것뿐만 아니
라,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입양 삼자는 만남을 통해 그동안 서로에 대
해 품고 있던 환상이 깨지고 부정적인 모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생부모가 이러
한 가능성에 대한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거나, 아동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너무 서둘러 아동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인 외 역,
2013).

생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Q.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A. 입양 전 생모와 상담할 때 상담자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생모의 자기결정
권입니다. 생모가 친권을 포기하기 전 상담자가 생모와 함께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
하고 이야기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주위의 압력이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의사에 따른 결정이 되도록 생모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상담자는 생모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어 자신과 아동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고, 그 결정을 수용하게 돕습니다. 이 과정이 신중하게 이루어
질수록 생부모는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더 나은 부모가 존재한
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Russell, 2000).
입양을 고민하는 생부모는 대부분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상담자는 생모에게 이러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애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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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각,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아기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과 포기
하고 싶은 마음, 원망스러운 기분과 미안한 기분 등 양가감정이 있음을 표현하고 인정
하게 돕습니다. 상담자는 주변의 낙태 압력이나 심리적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뱃속 생
명을 지켜낸 모성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면서 자녀와 긍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돕습
니다(임해영·이혁구, 2013).
생부모 중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기관 입양을 꺼
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친자 관계는 생모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으
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입양인이 생모를 찾을 경우 생모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생모가 원하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부모에게
비밀보장 권리를 알리는 것은 생부모가 입양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하여 아
동이 최대한 보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생부모와 상담자)

생부모: 저...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상담자: 네. 이렇게 전화주시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아기를 입양 보내실 생각을 하고 계시
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생부모: 이 생각, 저 생각 해봤는데 아무래도 입양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앞날도 있
고 저도 아이와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구요.
상담자: 그래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서 아기와 만났네요. 아기 아
빠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출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대단하세요. 얼
마나 막막하셨을까요. 혼자 많이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생부모: 네. 저도 아기를 보내기 싫지만, 제가 도움 받을 곳도 없구요. 저 같은 엄마한테 아
빠도 없이 크는 것보다는 입양 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담자: 생각을 많이 해보셨군요. 입양을 보내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생부모: 저도 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 본인 삶으로 돌아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생부모: 다시 학교도 다니고 예전에 하고 싶던 일들도 다시 준비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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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혹시 입양을 보내면 그 절차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생부모: 모르구요. 그냥 좋은 부모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 아이가 잘 크길 바라시는군요. 지금 아이와는 지낸지 얼마 되셨나요?
생부모: 3일요.
상담자: 아이는 어때요?
생부모: 예쁘죠. 사랑스럽죠.
상담자: 지금 3일 되셨다고 했는데, 아이를 만약 보내면 어떨 것 같나요?
생부모: 너무 아프겠죠. 그래도 살아지겠지요.
상담자: 그럼 아이를 보내면 어떤 게 달라질 것 같은가요?
생부모: 아이가 없으면 친구네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상담자: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를 보낸 다음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나요?
생부모: 생각이 많이 나겠죠.
상담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부모: 그게 솔직히 걱정이 돼요.
상담자: 그러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꼭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일이
아니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거, 아이를 위해 어
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건 어떤가요?
생부모: 이거 바로 정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상담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고 엄마와 아이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하는 게 아니
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천천히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지요. 입양
을 결정하는 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생부모: 아. 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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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혹시 지금 계신 친구분 댁에서 좀 더 아기와 지내실 수 있나요? 아니면 한동안 지
내면서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시설을 안내해드릴 수도 있는데...
생부모: 일단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상담자: 예 그럼 그러는 게 좋겠네요. 혹시 대화나 조언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분과 어떤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생부모: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알고 싶구요. 입양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둘 다.
상담자: 그러시군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기관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걸 도와주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 기관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관을 연결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생부모: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랑 먼저 얘기해보고 싶어요.
상담자: 혹시 정보를 드리면 직접 연락을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연락을 드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생부모: 그쪽에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제게 연락처를 주시면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드리라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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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성 문제와 뿌리 찾기 상담

입양인의 뿌리 찾기

입양 아동이 사춘기가 되면, 생부모의 과거 모습뿐 아니라 현재 모습도 궁금해 한
다. 상담자는 이때 ‘생부모의 현재 사정을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질문하고
(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입양인이 하는 질문에 솔직
하게 대답해 준다.
입양 부모와 상담자는 입양인이 뿌리 찾기를 할 때, 그들이 겪는 정서적 혼란과 갈
등을 공감해 주고, 뿌리 찾기 과정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입양인이 생부모,
혹은 자신의 출생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돕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들의 과거와 관련해
어떤 정보이든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입양인에게는 아주 작은 정보도 소중하며, 이
는 자신을 과거와 연결해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어떤 입양인은 생부모와
직접 연결할만한 정보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생부모가 자신을 포기할 때 눈물을 흘렸
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입양인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 있는 중요한 장소를 방문해보는 것도
입양인에게 뿌리와 연결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입양 기관이나 자신이
태어난 병원, 자녀가 다른 나라 출신인 경우 공항을 방문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출
생 가족의 일원과 만나거나 입양 전에 아동이 생활했던 곳(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담
당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를 만나면 더 도움이 된다. 만남을 통해 입양 전 생활을 들
어보고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 있는 자신과 관련한 기록을 보는 것도 좋다.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양 전 상담 경과 기록지와 위탁가정 보고서를 열람할 수도 있다.
국제 입양 가정이라면, 자녀의 출생 국가를 함께 방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문을 통
해 입양인은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돌봐 주었다는 것을 느낀다.

입양인이 자주하는 질문

Q. 생부모를 찾는 것이 입양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요.

A.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후 생부모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입양
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입양인이 자신을 낳아준 생부모를 만나 자신의 출생과
입양 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그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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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입양 부모가 이런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입양인은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
다. 그래서 많은 입양인이 입양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생부모 찾는 일을 보류하기도 하
고, 생부모를 찾더라도 입양 부모에게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뿌리 찾기 하는 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입양인이 있다면 상담자는 그가 입양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볼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입양인이 어떤 마음으로 생부모를 찾기 원
하고 이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을 나눠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
니다.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입양인과 상담자)

입양인: 제 생부모를 좀 찾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상담자: 안녕하세요? 전화주시기까지 쉽지 않으셨겠네요. 혹시 어떤 마음에서 지금 생부모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드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입양인: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생부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담자: 그렇죠. 궁금하시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
신 적이 있었나요?
입양인: 저는 중학생 때까지 입양사실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사
촌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입양
한 거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얘기하셔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너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해서 엄청 방황하며 부모님께 말썽도 많이 부렸지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제게 뭐라고 안하시고 이전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입양에 관
해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께 입양에 관한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상담자: 뒤늦게 입양사실을 알았다니 너무 힘들었겠네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잘 견뎌오셨네요.
입양인: 그런데 생부모님 찾는 것을 부모님께는 얘기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부모님은 모르시구요.
상담자: 입양 이야기를 꺼리는 부모님께 당연히 말씀드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화
할 수 있었던 건 생부모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일 수 있을텐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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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입양인: 네... 사실 전화를 하면서도 내가 이래도 되나?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열심히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제 와서 생부모를 찾아본다는 건 너무 배은망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롭더라구요.
상담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참 잘 자랐다는게 느껴지네요. 자신의 역사를 알고 싶은 마
음과 지금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기 싫은 마음이 모두 느껴져요.
입양인: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고민이에요. 찾아서 만나보고 싶기는 한데, 만난다는 게 두렵기
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실까봐 걱정도 되구요.
상담자: 맞아요. 입양인이 생부모를 만나고 싶어 할 때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많아요. 충분히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지요. 입양인이 생부모에 관해 궁금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랍니다. 그럴 때, 입양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아주 자
연스러운 일이구요. 입양 부모님이 자녀가 생부모를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모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요. 이런 혼란가운데서 뿌리 찾기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혹시 뭐가 조금 달라지면 오늘 제게 전화하길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으세
요?
입양인: 음... 생부모를 찾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마음이 가벼워지면 좋겠어요.
상담자: 그렇군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입양인: 우리 부모님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상담자: 생부모를 찾는 일이 지금의 부모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가요?
입양인: 둘 다요.
상담자: 그럼 (선생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지금과 무엇이 조금 달라지면 ‘아~ 내가 생부
모를 찾기로 한 결정에 마음이 가벼워졌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입양인: 음... 제가 찾기 전에 미리 대화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싫어서 생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겠지요.
상담자: 아 그렇군요. 부모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부모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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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지금의 마음이랑, 생부모를 만나게 된 후 모든 이야
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벌어
진 이야기를 부모님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 정말 그렇겠네요. 부모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시는
군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을 하면 도
움이 될까요?
입양인: 지금껏 부모님과 입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다보니 다른 대화도 길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제 마음을 한번쯤은 표현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
아요.
상담자: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가요?
입양인: 그동안 말썽도 많이 피우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제겐 지
금의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담자: 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시군요! 부모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네
요.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격려한다. 부모님의 반응을 예
상해보고 대처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눈다.)

입양 부모는 자녀의 뿌리 찾기를 매우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이 생부모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입양 가족
에서 분리하려 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아동이 생부모를 찾은 후 가족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낀다. 그래서 입양 부모는 뿌리 찾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할 때도 있다. 입양인이 생부모를 찾는 것은 부모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입양 전
삶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일 수 있으며,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부모를 만
나는 것이므로 생부모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부모
는 뿌리 찾기가 입양 아동이 입양 가족을 거부하는 표현이 아니며, 단지 자신의 잃어
버린 조각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시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입양 가족 간 입양 말하기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과정도 자연스럽
게 진행되고, 정보를 찾는 일에도 입양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입
양 말하기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뿌리 찾기를 완수했을 때 입양인과 생부모, 입양 부모는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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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결과는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쩌면 생부모가 상봉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고,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다(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자녀가 생부모와 연락이 되면 기뻐하는 입양 부모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아
이의 생부모 찾기 활동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입양 아동과 생부모의 만
남을 찬성하지만 자신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도 있고, 만남에 함께 참여하
려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Russell, 2000). 이렇듯 입양 삼자 간에는 언제나 역동적이
고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가 발생한다. 상담자는 입양 삼자가 뿌리 찾기 과정에서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입양인
의 뿌리 찾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함께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도 준비하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Q. 아이가 생부모를 찾으면, 생부모에게 간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A. 입양 아동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생부모의 존재에 많은 관심이
생깁니다. 부모에게서 전해 들은 정보에 자신의 상상을 보태 머릿속에 구체적인 대상
을 그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생부모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이 커졌을 때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입
양 부모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담자는 입양 부모의 당황스럽고 서운한 마음에 공감해 줍니다. 그러나 입양 부모
에게 아동이 자신을 낳아준 생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알기 원
하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임을 상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 부모가 생부모를 만나
고 싶어 하는 자녀의 마음을 판단 없이 그대로 공감해줄 때, 입양인은 입양 부모에
대한 죄책감 없이 입양 부모와 함께 뿌리 찾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
다. 상담자가 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이가 뿌리 찾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결과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입양 부
모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등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인이 바라는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부모 찾기에 앞서, 상담자는 입양 가족과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입양 자녀와 입양 부모 간 애착 관계
는 어떠한가? 둘째, 입양 말하기는 어떻게 진행했는가? 셋째, 아동은 자신과 생부모,
자신과 입양 부모 간 관계를 각각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넷째, 입양 아동이 바로
이 시점에 생부모와 만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생부모와의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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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아동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입양 부모는 자녀의 뿌리 찾기와 관련해
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입양 부모와 상담자)

부

모: 아이가 요즘 부쩍 자기 생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저한테 생부모에 관한 얘
기를 물어봐요. 자기 나중에 생부모 만날 수 있냐고요.

상담자: 아이가 몇 살이지요?
부

모: 4학년이요.

상담자: 4학년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이죠. 아이가 언제 처음 그런 질문을 하던가
요?
부

모: 입양 가족 모임에 갔다 와서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없더니, 얼마 전에 낳아준
엄마에 관해 묻더라구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무슨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구요.

상담자: 입양 가족 모임에 자주 가시나 봐요.
부

모: 네. 그 모임은 입양했을 때부터 죽 나가고 있어요.

상담자: 아이가 다른 입양 가족들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네요.
부

모: 네 그거는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좋다고도 하구.

상담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도움이 되나요?
부

모: 네. 저는 입양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렇더라구요.

상담자: 어떤 면에서 든든하세요?
부 모: 음...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니까. 저처럼 또 똑같이 고민하는 엄마들 만나고 선배들 얘
기 듣고 하면 ‘저렇게 하는 구나.’ 알게 되구요.
상담자: 그렇군요. 다른 선배들은 혹시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시나요?
부 모: 그게 어떤 선배는 그런 걸 너무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게 또 안돼요. 선배는 ‘애
가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잘 들어주라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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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너무 싫어요.
상담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많이 고민되시는 거고요.
부 모: 네. 그런 얘길 계속하는 게 좋은 건지. 애가 정말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만나게
해줘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상담자: 아, 그렇군요. 여기에 전화하실 때 많이 고민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하고 얘
기하고 뭐가 좀 달라지면 ‘전화하길 잘했다.’ 알 수 있을까요?
부 모: 제가 두려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두렵거든요. 애가 얘기
를 꺼낼 때 제가 두려움 없이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상담자: 두려움이 없으면 지금과는 뭘 좀 다르게 할까요?
부 모: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마치 아이를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 없이
아이랑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 애를 누구한테 뺏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부

모: 결국 자기 엄마한테 간다고 하면 어떡하죠?

상담자: 아. 그게 걱정이시구나.
부

모: 핏줄은 당긴다는 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상담자: 아이가 혹시 엄마 찾아갈까 봐, 그런 얘기 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구나. 애를 빼앗
길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과 뭘 좀 다르게 할까
요? 아이하고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이 아이는 내 아이지. 절대로 생부모에
게 돌아가지는 않아.’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

모: 그러면 아이가 물어올 때 진지하게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상담자: 진지하게 대답해 준다는 건 어떤 거죠?
부 모: 지금은 좀 자꾸 회피하고 못 들은 척하거든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
로만 얘기하지.
상담자: 아~~ 그럼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111 -

부 모: 아이가 물어올 때 그 말을 제가 진심으로 듣고 ‘아...얘가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자: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부 모: 음... 아이는... 그러면 더 신나서 자기 부모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하겠죠?
상담자: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 같으세요?
부

모: 그러면 내 딸이 원하는 거니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상담자: 그렇군요. 진짜 아이를 많이 사랑하시네요.
부

모: 그렇죠. 애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죠.

상담자: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입양 부모님 중에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얘기해본 적이 있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부 모: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있어서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얘 하나
밖에 없잖아요. 얘가 저 말고 다른 엄마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싫고 힘들고.
상담자: 당연하죠. 왠지 아이를 누구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시죠. 혹
시 그러면 입양 아이 하나만 키우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

모: 있었던 거 같아요.

상담자: 그 분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 모: 그분은 좀. 자신감이 있더라구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꼭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그분은 아이들이 궁금한 건 당연하다. 그게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상담자: 그걸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부

모: 잘 모르겠더라구요. 과연 그럴까?

상담자: 진짜 그럴까? 그냥 그렇게 귀담아듣진 않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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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근데 막상 아이가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나?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상담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입양 아이들이 겪는 경험들은 조금 다른 거 같죠?
부

모: 근데 저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상담자: 물론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입양하기 전에 교육하고 좀 많이 나눴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두 쌍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궁금해지지요. 자
기 정체성과 관련된 거니까요. ‘내가 왜 입양 보내졌을까?’에 관한 궁금증? 자기 생부
모를 알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욕구지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살지 못하게 됐고 입양되었는지 이런 다양한 것을 당연히 궁금
해하면서 슬픈 마음도 있는 거죠. 그걸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어머니와 관계가 좋다는 의미죠.
부

모: 그런 거예요?

상담자: 입양 가족 모임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나가시고, 아이가 그런 데서 다른 아이
들이나 가족과 어울릴 수 있게 하니까 이런 생각도 자유롭게 하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
를 한 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두려움이 컸다면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소리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

모: 그럼 아이들이 생부모에 관해 더 알게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담자: 그럼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알 때 더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궁
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궁금해
할때 나이에 맞는 정도의 정보를 주면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부

모: 아. 그렇군요.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상담자: 아이의 생부모에 관해 어머니는 많이 알고 계세요?
부 모: 아니 저도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상담자: 그런데 그건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는 건가요?
부

모: 다른 가정들 보니까 기관에 얘기하면 정보는 알 수 있는 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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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혹시 애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걸 좀 더 알아볼 마음은 있으신가요?
부

모: 도움이 된다면 알아봐야겠지요. 저는 그동안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상담자: 참 그게 쉽지 않은데.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네요. 알아보시는 데 무슨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정보에 따라서 때로는 아이의 지금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을 잘 조율해서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

모: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이 우리 애 생부모 정보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상담자: 궁금하신가요? 그럼 아이에 관해 정보를 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부

모: 그렇구나.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애 아빠하고도 상의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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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가정 적응과 양육 상담

발달 단계별 입양 아동 양육 상담

입양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점에서 생부모와 다르지 않지만, 입양 아동을
키우다 보면, 입양 자체에서 비롯된 다양한 양육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입양
가족은 다른 일반 가족과는 달리 아동이 생부모와 분리해서 새 가족의 일원이 되는
독특한 경험을 겪기 때문이다. 또한, 신생아가 아닌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전
후의 생활양식과 양육 방식이 달라서 입양 아동과 부모 모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게다가 입양 부모는 아동의 특수한 욕구를 알고 대응할 신체적·심리적·감
정적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겪는 입양인은 발달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입양 부모도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다음은 입양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입양 아동 적
응과 양육에 관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영아기(1~2세) 양육 상담

영아기 아동은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아기는 생부모의 얼굴과 냄
새, 감촉을 인식하며,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오감을 사용한다.
이 시기 입양 아동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법은 아기를 입양 가정으로 데려
오기 전부터 입양 부모가 아이가 있는 곳을 방문해 아기와 낯을 익히는 것이다. 함께
일과를 보내고 수유를 하고 목욕을 시키면서 아기와 조금씩 친숙해질 수 있다. 그것
이 어렵다면, 아기의 일과와 이전 양육자의 양육 방법을 배우고 가정에 와서 그대로
해보도록 한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이러한 일을 하려면 생부모나 위탁 부모
또는 시설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입양 부모가 이들과 사전에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상담자도 이를 도와야 한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려면 출산 직후의 접촉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지속
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애착 관계는 생부모뿐 아니라 어떤 보호자와도 형
성할 수 있으며, 입양 아동이 느끼는 애착이 친생 가족과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inger, Brodzinsky, Ramsay, Steir, & Waters, 1985).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도 정성을 기울이면 신뢰를 배울 수 있으며, 생부모나 위탁 부모에게 의지
했듯이 곧 입양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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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입양 아동의 입양 전 양육 환경 알아보기

☼ 어떤 자세로 아기를 안아주었는가?
☼ 목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 목욕 후에는 어떤 로션을 발라주며 어떻게 마사지 해주었는가?
☼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주었는가?
☼ 아기와 어떻게 놀아주고 상호작용했는가?
☼ 아기가 잠들지 못하고 칭얼댈 때는 어떻게 달랬는가？
☼ 우유를 먹고 잠이 들었는가? 잠들 때까지 노래를 불러주었는가? 업어 주었는가?
출처: 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유아기(3~7세) 양육 상담

입양 후 아이와 빠른 시간에 친밀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애정을 느끼
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가정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리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민한 입양 아동의 경우에
는 적응이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입양 아동과 부모 모두 서로에게 익숙해
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입양으로 가족을 만난 아이들은 양육자가 여러 번 바뀌
면서 깊은 애착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유아기 아동이 자기주도성을 드러내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를 자기 존재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고 아동의 애정을
의심하기도 한다. 어린아이가 “싫어!” 혹은 “내가 혼자서 할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입양 부모는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
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독립을 향한 노력이 입양
부모에게는 자신이 부모로서 부적절하다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아
동은 입양 아동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입양 부모 자녀 관계가 영구적으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부모와 아이의 근심이 서로 연결
되어 신뢰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 116 -

역, 2007).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입양 자녀에게 애정을 덜 느끼는 부모가 자신은 부모로서 부
족한 면이 많다고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게 돕는 것이다. 입양 부모에게 입양
아동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양육자와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아이의 욕구를 충족해 주
고 신뢰를 쌓아가면 애착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임을 이야기해준다. 아이와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아이가 어떨 때 엄마에게 기쁨을
표현하는지?’, ‘아이와 함께 하는 순간 중 나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한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지?’, ‘우리 아이는 어떤 면이 사랑스러운지?’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다. 또 육아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유아기에 새로운 가정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아동은 여러 면에서 혼란과 두
려움을 느낄 수 있고 식사와 잠자리, 배변 등 혼자서 신변 처리가 가능했던 아동도
퇴행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양 아동이 생부모와 헤어진 슬픔에 관해서는
생각하지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던 아이의 상실감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입양 부모와 상담자는 아이들이 입양된다는 것은 입양 가정이 새로 생기는 것뿐
만이 아니라, 이전 주거지와 양육자를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입양 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Q. 아이가 식탐이 많아요.

A.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먹을 것을 자기만의 공간에 숨겨두는 아이도 있는
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낯선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
니다. 또 이전 환경과 친밀한 사람을 모두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온 아이가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워 넣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입양 부모는 종
종 음식을 통제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이의 건강 면에서도 좋지 않으
며, 아이의 식습관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는 식탁 위에 항상 음식을 놓아두고 언제라도 아이에게 먹을거리가 충분하
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 혼자 먹게 하기보다는 부모가 직접
음식을 주며 어느 정도 양을 먹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에게 손으로
음식을 먹이거나, 즐겁게 식사를 하며 함께 요리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님을 위로와 안
정감과 연결해서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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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보세요

☼ 손으로 아이에게 먹여주기
☼ 손으로 집어먹을 음식으로만 상차리기
☼ 멋진 접시에 음식을 차려주기
☼ 함께 쉬운 요리해보기
☼ 초콜릿이나 간식을 색상별로 분류하는 게임을 하며 먹기
☼ 거실에서 소풍 놀이하기
☼ 물이나 주스를 젖병으로 마시게 하기
☼ 서로 번갈아가며 먹여주기
☼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
출처: 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아동기(8~13세) 양육 상담

아이는 대부분 유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아동기에 들어서 여러 영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자아존중감이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곤 한다(이재연,
1994). 이때 입양 아동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가정의 아동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
끼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입양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려
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작은 성공 경험과 칭찬을 통해 강화된다. 또래나 가족, 교사로부터 지지받는다고 지각
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
양육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강화된다. 입양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
은 아동기에 입양 아동이 느끼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집중하지 말고,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아동의 행동 속에서 강점과 예외 상황을 찾아 칭찬하
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또래 집단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자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함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학습할 때, 아동
에게 도전이 되지만, 달성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 과제를 제시하고 아동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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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면,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아동기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관련이 높으므로,
부모가 상황에 맞게 아동을 지지해주게 도와야 한다.
친생자녀가 있는 입양 가정이나, 자녀를 여러 명 입양한 가정이라면, 이 시기에 형
제자매 간 다툼이 잦아지기도 한다. 아동기는 인정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인데, 인정
욕구란 타인에게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아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그중에
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와 또래 집단의 인정이다. 인정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며 아동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일이다(Rudolph, Caldwell, &
Conley, 2005).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형제자매 간에는 부
모의 애정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며,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느낄 때 강한 질투심을 느끼고,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입양 아동
은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더 사랑받거나, 반대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생각은 친생자녀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이때 입양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
대로 인정하면서, 자녀에게 애정과 신뢰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14~19세) 양육 상담

십 대 청소년은 삶에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부모는 대부분 자녀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세상이란 복잡하고 믿을 수 없으며 냉혹한
장소이고, 자녀는 나약하고 미숙한 존재라 아직 세상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
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독립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나 평생에 걸쳐 준비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
소년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모험을 할 때, 주변 사람은 이들이 더 나빠지지 않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실제로 자신이 선택한 일
에 실패하고 피해를 보더라도, 주변 사람은 “네가 그럴 줄 알았다.”든지, “그러지 말
라고 했지.”와 같은 비난을 하기보다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함께 찾고 앞으
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입양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해심을 갖되 자녀에게
어느 정도 행동까지 허용할지를 알려주는 선을 분명히 그어 줘야 한다. 이때는 예전
보다 규칙의 수를 줄이지만, 중요한 규칙은 꼭 지키도록 ‘폭넓은 한계선’을 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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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행동의 한계선을 정할 때, 부모는 공정해야 하고 다른 또래 십 대 청소년
에게도 적합한 규칙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이를
통해 십 대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한편, 청소년은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고 싶지만, 막상 그렇게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시점에 가정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입
양인에게는 이러한 일상적인 분리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부모의 사랑에 불안을 느
끼는 성년 입양인은 집에서 떠나는 것이 무서울 수 있다. 이때 부모와 상담자는 입양
청소년이 자기 삶에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입양 부모는 이
들의 미래에 관한 고민과 갈등을 공감해주고, 제일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독립해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해 대화하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
지 않아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리적으로 떨어져도 부모 자녀 관계에는 변함이 없
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거나 독립
을 준비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지하되,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정이 항상 그 자
리에 있으며 자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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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말하기 상담

입양인과 입양 말하기

입양 말하기의 필요성

모든 입양 부모와 상담자는 입양에 관해 자녀와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인
이 늘 입양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 입양에 관한 문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입양인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과거에는 입양 사실을 당사자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일부러
입양 사실을 말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며, 알았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좋은 양육은 아이들이 입양에 관해 궁금해 하지 않게 하
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많은 아동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알
지 못했으며, 남몰래 자신에 관해 더 알고자 하는 욕구를 누른 채 분노와 불만을 품
고 자라기도 했다.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공개
되었을 때, 입양인은 심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자존감에 손상을 입으며, 다른 사
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입양 부모와 전문
가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입양에 관한 정보를 자녀와 공유하는 것이 입양인의 안녕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입양 말하기의 장점

입양인과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첫째, 입양을 이해할 때, 자존감이 향상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성장한다. 연구에 따
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친구들과 좀 더 쉽게 사귀며 공부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입양 역사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아이는 미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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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불안감이 큰 아동은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렵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둘째, 가족과 입양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가 더 강화하기도 한다. 많
은 부모가 입양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자녀관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지만, 입양
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욱 친밀하고 단단한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다. 가족 모두는 입양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실을 가족 모두가 수용할 때 자
녀는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입양 말하기를 통해 입양인이 세상을 이해하게 도울 수 있다. 아동은 부모와
성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성장한다. 입양에 관한 문제와 어려움
과 관련해서도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배우고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갈 수 있다. 입양에 관해 말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한다고 생각
하면, 아이는 다시는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된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특
히,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입양에 관한 메시지는 부모가
전달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입양 말하기는 아동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입양인은 입양 사실을 알 권리
가 있다. 바로 자기 일이기 때문이다. 조금 아픈 역사라 할지라도 아동은 그 역사를
이해하면서 자신을 알아간다. 입양 아동이 입양 사실을 안 후 대부분 큰 변화를 보이
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배윤진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입양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며 평소에 부모자녀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아동은 처음에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입양’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깨달으며 자신
과 지금의 가족, 그리고 출생 가족 사이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특히, 입양 부모
는 자녀의 입양 이야기에 대한 ‘청지기’로서 직분을 다해야 한다. 청지기의 직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청지기에게는 주인 허락 없이 주
인의 것을 소유하거나 없앨 권리가 없다.

입양 말하기의 장애물

상담자와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과 입양 말하기를 통해 입양이 이들의 삶에서 어떻
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게 해야 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입양을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러나 입양 말하기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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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입양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
르거나, 입양인 배경 정보가 부족해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모를 수도 있다. 또 틀린
말을 해서 입양인에게 상처 줄까 봐 두려울 수도 있다.
특히, 입양 부모는 생부모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의 불임에서 비롯한 상실감을 해결
하지 못해서 입양 말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위협받는 일처럼 두렵게 느껴져서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부모는
아동이 자신보다 생부모를 더 사랑할 것 같이 느끼거나, 생부모의 존재를 알게 되면
생부모에게로 가버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 입양 아동도 입양 부모와 마찬가지로 입양 부모
와 헤어지는 것에 관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생부모가 나타나서 자신을
데려갈까 봐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자녀가 어른이 되어 감당할 수 있을 때 입양에 관해 말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체성은 전 생애에 걸쳐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므로, 성인이 된 후 그 모든 것을 뒤집고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더 큰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양인이 어린 시절부터 입양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며 그것과 관련된 정
서적, 관계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
동은 입양으로 가족이 된 것을 때로는 슬프고 힘들게 느끼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지
지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며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자신이 입양에 관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알
아야 한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그리고 입양 말하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
엇인지 알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입양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더 좋다.

입양 말하기의 기본 원칙

입양 말하기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와 ‘이해하는 것’ 모두가 목표이다.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더
쉽게 대화할 수 있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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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찍 시작하고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입양에 관한 대화는 최대한 일찍 시작할
수록 좋다. 이는 아동이 어릴수록 자연스럽게 입양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부모와 대화
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모든 아이에게 힘든 시기이며, 이때 입양과 관련한
주제를 고민하게 되면, 그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입양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입양에 관한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일
상으로 해야 한다. 입양은 복잡한 개념이지만, 조기에 소개하면 아이에게 익숙한 개념
이 되고, 대화를 지속해가면서 나이가 들면 더 완전하게 이해하게 된다.
둘째,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입양인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입양에 관해 알고 싶
은 것과 그것에 관해 이해가 다르다.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을 적
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입양인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서적 나이’이다.
특히, 힘든 과거를 겪은 아동이라면 실제 나이보다 정서적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고
더 성숙할 수도 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용을 정하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며, 아이가 커갈수록 정보의 양과 깊이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다. 어린 입양 아동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입양 이야기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이야기에서 복잡한 이
야기로 전개해야 한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셋째,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되, 발달
단계상 아동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
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입양인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준비
되기 전에 입양에 관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입양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먼저, 상담자와 부모는 입양인이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상황이 생
긴다면, 수정하지 말고 간단히 말한 후 이야기를 마치는 편이 좋다. 나중에 이야기를
번복하게 되면 자녀는 상담자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입양인의 질문 중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넷째,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입양인이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양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입양 부모나 상담자가 입
양에 관해 이야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입양인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양 부모나 상담자는 입
양인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건 누구를 닮은 건지 궁금하네.”라고 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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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질문에 숨겨진 입양인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입양인이 입양에 관해 질문하
는 것은 꼭 궁금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
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감정은 숨긴 채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의 질문에 숨겨
진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의 표면적 의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질문
을 하는 아이의 마음이 어떠할지 헤아리며 공감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 생모는 왜 나를 입양 보냈나요?”와 같은 질문은 “왜 내 생모는 나를 원하지 않았
죠?” 또는 “내 생모에 관해 말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아이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다는 위안을 받고 싶을 수도 있
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숨겨진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입양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판단하지 말고 해결해 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입양인이 과거에 아무리
힘든 경험을 했더라도 상담자가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
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말하면, 입양인은 자기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상담자
가 생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입양인은 말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감정을 느
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나쁘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입양 아동이 겪는 문
제를 다른 사람이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으며, 특히 출생 가족과 관련해 느끼는 심리
적 어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입양인은 상담자나 부모로부터 “네 마음이 아프
다는 걸 알겠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일곱째,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아무도 매번 옳은 것을 말할 수는 없다. 어떨 때는
상담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입양인이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답변을 제
대로 못 했을 수도 있다. 한번 말을 잘못 했다고 입양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
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양 말하기를 가족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에 있다. 가족의 일상에서 입양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서 할 때는 말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수정할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의 입양 말하기 돕기

입양 말하기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부모가 많다. 부모가 자
녀와 처음 입양 말하기를 할 때 정해진 이야깃거리가 따로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
화를 열 소재가 많을수록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쉬워진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부모가 자녀와 입양에 관해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는 주제와 준비해두면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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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상담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부모가 입양 말하기를
잘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집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를 이야기
하면서, 자녀를 얼마나 원하고 기다렸는지, 그리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자녀의 ‘특별함’을 강조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
는 자신의 ‘특별함’ 때문에 부모가 ‘선택’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고, 자신이 특별하지
않게 되면 되돌려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입양과 관련한 책을 활용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라
면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설이나 잡지, 신문 등을 함
께 읽고 대화할 수 있다. 아이가 직접 동화책을 책꽂이에서 선택하게 하면, 자연스럽
게 입양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입양 아동이 입양의 의미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입양 아동은 입양의 이미지를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느꼈던 편안함, 따뜻함, 사랑받고 있다는 충족감 등과 연결해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입양에 관해 말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부모가 있다면, 책을 읽으
면서 부모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아이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발달 단계에 맞는 입양 동화 선택하기
3~5살의 어린 자녀는 ‘입양’이라는 어려운 단어보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화가 적절하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아도, 핏줄로 연결되지 않아도 모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책을 읽어주며 사랑하며 함께 사는 이들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초
코엄마 좀 찾아주세요>,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진짜 동생>, <가족은 꼬옥 안아주는 거
야> 등의 책이 있다.
6~8세 정도의 아이는 유치원에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배우게 되면서 부모에게 자신
의 출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부모는 임신과 출산, 생모의 양육 포기, 입양 결정 등
에 관한 개념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만, 모두 낳은 사
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동이 입양이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고 자
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입양 삼자 모두가 이야기에 등장하거나, 언급되어 입양의
큰 구조를 아이가 이해하게 돕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에 적절한 책은 <왜 나는 엄마가 낳지 않았어요?>, <그렇게 네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단
다>, <엄마 아빠가 생긴 날>, <너의 생일이면 언제나>, <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입양아 야콥>등이 있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친구와 출생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때는 입양 아동 자신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책
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게 돕는 것이 좋다. 부모는 함께 책을 읽
으면서 책 속의 주인공이 느끼는 생각과 질문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하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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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 도움이 된다. <나의 베트남 일기장>, <열 살 미루의 입양마주이야기>, <내 가슴에 해마
가 산다> 등의 책이 입양 아동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야기이다.
이 외에도 이 책의 ‘5. 관련 정보’ 부분에 입양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과 영화를 소
개하였다.

셋째, 미디어 역시 입양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기회를 준다. 가족은 영화나 드라마
에서 입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입양 말하기에 관심이 없는 자녀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자신에 관한 입양 말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다른 입양 가족의 이야기에 관한 토론에는 잘 참여하기도
한다.
넷째, 자녀를 위한 ‘라이프 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된다. 라이프 북
은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둔 책이다. 라이프 북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입원 기록, 생부모를 포함해 출생 시 함께한 가족의 사진이나
편지, 출생한 곳의 기념물 등 입양 전후 아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다. 자녀가 성장
하면, 자신의 책에 자료를 더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관리하게 해도 좋다. 라이
프 북은 특히, 신생아 이후에 입양한 아동이나 국외 입양 아동,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서 생활했던 아동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곤 한다. 입양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상황과
입양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하며, 라이프 북을 통해 궁금증
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자신에 대한 기록이 소중하게 정리된 것을 보면서 입양 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다루어져 왔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섯째, 입양 말하기를 할 때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입양
아동은 입양 가족 모임에서 다른 입양 아동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얻을 기회를 얻는다. 입양 가족도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지받을 수 있으며, 먼저 경험
한 입양 부모나 입양 아동에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입양 가족과의 만남은 여
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동에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입양 아동은 다른 입양 가족과 자기 가족을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입양 아동에게 묘
한 경쟁심을 느끼기도 한다. 아동의 성격에 따라 다른 입양 가족과 만나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다. 입양과 관련해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동은 모임에 참여하게 하
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아동은 떠들썩한 행사에 참여하기보다
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어떤 일이든 가정에서 먼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특별한 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명절이나 가족의 특별한 의식이 있는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 자녀의 생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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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는 파티를 하면서 자녀와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한 이야기
를 할 수 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가정에 온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직접 이야
기하거나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자녀의 학교 과제를 통해서도 입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자녀가 유치원
이나 학교에서 출산이나 가족에 관한 주제를 배울 때, 가정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 조사해오게 하는 학교 과제가 주
어질 때도 있다. 입양은 부모-자녀가 되고 가족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임을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과제에
어디까지를 공개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아이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결정한다.

입양 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Q. 아이에게 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A.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전달하려 할 때 아마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생부모에 관
해 얼마나 솔직하게 전해야 하는가?’ ‘정보를 어디까지 전달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
일 것입니다. 입양을 보낸 생부모의 이야기는 아름답거나 훈훈한 이야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기에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 것이겠지
요. 그래서 입양 부모는 아이가 알면 상처가 될 것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부모로
서 과연 옳은 일인지를 고민합니다.
아이가 생부모에 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껏 부모를 통해 들은 입양에 관한 이야
기를 현실적으로 이해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아동의 사고가 확장하면서,
자신을 낳아준 존재를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구체적인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동은 커갈수록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고, 이
해할 수 있게 됩니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입양 아동은 자신이 입양된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생부모에게
서 분리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양 아동은 생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자
세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일어난 이 일을 이해하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작 입양 아동은 어디에서도 속 시원히 그 이야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많
은 입양인은 자신의 인생 초기에 벌어진 여러 사건(임신과 출생, 생부모의 상황, 입양
결정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는 어른이든 아동이든 상관없이 무척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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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서 비롯한 복잡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부모에 관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입양 아동은 생부모에 관해 더 부정적인 이미
지를 상상하게 되며, 입양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현실을 왜곡하거나 생부모에 대
한 환상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입양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라는 사실
과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결되어, 입양 아동은 생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에도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며, 이는 결국 입양 아동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권지성, 2005).
입양 아동이 어른이 되면, 입양 기관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에게 들은 정보가 미화되거나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자녀에게는 더 큰 실망과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를 불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
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거나, 자기 존재에 관한 내용이 거짓이었음
을 뒤늦게 알게 되면 자녀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가 그
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는지 의심하거나 혼란을 느끼며(Eldridge 저, 라떼 역,
2016), 가장 믿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숨기며 명확하게 전해주
지 않았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입양 말하기를 할 때는 모든 정보를 사실에 기초해서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
다. 입양 당시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보고 받은 기록이 없다면 다시
요청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부모의 상황을 아이가 아는 것은 ‘입양’의 큰 그
림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연령에 맞춰
입양 부모의 가치판단을 제외한 채 솔직하게 정보를 전해야 하며, 그 정보를 받아들이
는 자녀의 감정을 같이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발달 단계별 입양 말하기

영아기(1~2세)의 입양 말하기

영아기 아동은 아직 언어로 상호작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때 입양 말하기는 주로 부
모가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는 아동에게 들려줄 이
야기를 준비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영아기 아동과 입양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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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먼저, 아동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 이야기
를 듣는 것을 좋아하다. 부모가 매일 밤 취침 전에 입양 이야기를 들려주면 도움이
된다. 추상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린 아동도 그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것
임은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시기라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입양 이야기를 할 때는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아동이 단어를 완전히 이해하
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며, 입양에 관해 긍정적 의미가 느껴지도록 용
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진짜 부모’보다는 ‘생부모’나 ‘낳아주신
부모’라는 표현이 좋다. 그리고 영아기 입양 아동과 대화할 때는 간단하고 짧은 말을
고음으로 천천히 하고, 핵심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다. 영아
는 성인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조로운 말투보다 높은 소리와 억양이 다양하게 변하
는 말투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Fernald & Morikawa, 1993). 이런 말투를 사용해 이
야기하되, 아동이 틀린 표현을 쓰면 그것을 문법에 맞게 수정하거나 확장해서 바꾸어
말해주면 아동의 언어 능력이 더 발달할 수 있다(Bohannon, Padgett, Nelson, &
Mark, 1996).
입양 말하기를 할 때는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누구나 처음부터 입양에 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동이 어릴 때는 부모와 주변 사람이 입
양 아동에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입양 이야기를 준비하고 연습해볼 수 있는 좋
은 시기이다. 당장 대화가 잘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경험을 쌓아 가면, 자녀
와 이야기 나누기에 ‘딱 맞는’ 이야기와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때 부모는
생부모에 관한 정보나, 자녀의 출생 관련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구하거나 듣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동을 입양한지 얼마 안 되
었을 때 조금씩 정보를 찾아 정리해 두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하게 될 질
문에 대비할 수 있다.

유아기(3~7세)의 입양 말하기

유아기 아동이 입양에 관해 질문하면, 부모나 주변 사람은 아이가 묻는 말에 정확하
게 답변해 주어야 한다. 입양에 관한 이야기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에 근거한 것이 가
장 좋다. 특히 입양 아동의 출생 배경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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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현실을 왜곡해서 표현하면, 일단 곧바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거나 탓하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이 시기 아동이 발달 단계
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그런
말을 하게 된 속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되돌려 입양 아동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이렇게 하면, 질문받은 사람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되고 아동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해준 후에는 아이가 궁금해 하는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주고, 아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설명해주는 것이 좋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이
커가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로 심화해가면 된다.
TV나 영화, 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모는 입양과 관련된 영화를 함께
보거나 책을 읽어주면서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유아기는 ‘상징적 사고
(symbolic thought)’가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입양 아동은 다른 사물이나 동물
에 빗대어 표현한 이야기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화나, 입양 이야기가 나오는 만화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입양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가상 놀이(pretend play)’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상 놀이란 가상의 사물이
나 상황을 상징화하는 놀이이다(박성연, 2013). 자녀가 소꿉놀이나 병원놀이, 학교놀
이를 하기 시작한다면, 부모가 함께 놀면서 입양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아이가 생부모나 입양 부모역할을 해볼 수도 있고, 형제자매나 친구, 선생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인형을 가지고 함께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배운다. 부모는 아동이 놀이에서 현실을 배우고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도 놀이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행동과 생각을 관찰하고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동기(8~13세)의 입양 말하기

아동기는 입양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기는 유아기보다 인지 능력이
크게 발달하여 좀 더 세련되게 상징을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사
물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정옥분, 2014).
입양 이야기를 할 때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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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입양 아동은 입양을 통해 가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을 잃었
다는 점을 알게 되며, 기쁨과 행복에 내재한 슬픔과 상처를 생각하게 된다.
이 나이 아동은 자기에서 타인으로, 가족에서 학교로 관심이 확장한다. 그러면서 입
양인과 비입양인의 차이, 입양 가족과 비입양 가족의 차이에 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능력이 생기면서 입양 가족에 대한 타인
의 생각과 시선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 입양 가족에 대한 타인의 태도가 부정적일 때
는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이게 되며, 긍정적일 때는 적극적으
로 입양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입양 부모의 태도에 따라 입양에 관해 이
야기하는 수준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입양 아동은 출생 가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과 입양에 관
해 어떠한 언급이나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동시에 경험하다. 어떤 입양 아동
은 자기는 입양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관심도 없다고 말하면서 입양에 관해 이
야기 나누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반대로, 생부모에 관해 큰 호기심을 보이면서, 최대
한 많이 알고 싶어 하기도 한다.
입양 부모와 상담자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아동에게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임
을 이해하고, 아동이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하게 해줘야 한다. 입양 아
동이 입양에 관해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양
부모와 생부모 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느끼는 아동은 이 단계에서 입양에 관한 이야
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런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와
상담자는 아동이 입양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출생 가족을 잊는 것이 아니며, 출생 가
족을 궁금해 하는 것이 입양 가족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하
고 입양 아동이 생부모에 관해 알고 싶어 하더라도, 입양 부모가 상처받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Q. 아이가 입양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A. 부모는 아동이 입양에 관해 궁금해 하는 것뿐 아니라, 입양에 관해 궁금해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침묵의 시간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
니다. 다만, 입양 아동에게 침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입양에 관한 대화를 금기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 아동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용하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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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입양 부모가 평소에 자녀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입
양에 관해 이야기하여, 가정에서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족 모두가 매우 자
연스럽고 익숙한 일로 여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입양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싫어한다면, 자녀
마음에 입양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 혹은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 있지는 않은지 살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동안 자녀와 입양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 나눠왔는
지,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아이의 궁금증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주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입양으로 생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부모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생일이나, 출생과 관련된 학교 과제가 있
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입양 이야기가 나올 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먼
저 입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어 보도록 합니다. 쉽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
는다면, ‘언제라도 입양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전달
하고 기다려줍니다.
간혹 입양 부모 중에는 자녀가 입양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걱정되어 자녀
와 입양에 관해 대화할 때 긍정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러나, 그러다 보면 입양 아동이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전혀 공감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험하고 느끼는 입양과 입양 아동이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궁금해 하면서 물을 때,
아동은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ALP 홈페이지, 2017e 검색.

청소년기(14~19세)의 입양 말하기

청소년기는 모든 아동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지만, 입양 아동에게는 특히 더
힘든 시기일 수 있다. 청소년기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정체성 형성’과 ‘독립성의 주
장’이다. 물론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정체감을 형성하며, 환경에서 독립된 존재로 자
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는 영아기이다. 아동이 영아기부터 탐색하는 정
체성에 관한 주제는 점차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청소년기에는 성인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과업에 직면한다. 이 시기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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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까?”, “내가 믿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며, 특
히, 입양 아동은 생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놓인 자가 존재의 의미를 더 집중해서 생각
하게 된다.
상담자나 입양 부모가 이때까지 입양 아동의 배경에 관해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
다면, 이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 주제는 이 나이 청소년이 가장 궁금해 하
는 것이며, 이 시기 아이들은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자기 삶에서 있었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사춘기 아이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성과 남녀 관계를 이
해할 수 있으며, 생부모가 왜 자신을 포기했고 입양 부모가 왜 입양을 선택했는지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양 청소년이 궁금해 한다면, 불임에 관한 이야기도 숨김없
이 하는 것이 좋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또 입양 청소년이 자신의 과거를
탐색하며 뿌리 찾기를 하려 한다면, 부모와 상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
게 공유해야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 청소년과 언제나 얘기할 상대가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인
은 자신의 정체감 문제와 그의 고통을 부모와 함께 나누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양 부모와 자녀가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입양인은 자신이 지각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논리적 원리에 따른 추상적 사고
가 가능하므로, 입양 부모와 경험은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을 겪는 것에 관해 이해하
고 대화할 수 있다. 입양인은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와 관계의 상실을, 입양 부모는
그들이 임신하여 출산할 수 없었던 상상 속 자녀의 상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서로의 상실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부모 자녀
간에 더 단단한 신뢰감과 결속을 느낄 수 있다(배태순, 1998).
그러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입양 부모와 상담자는 지속해서 입양에 대한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입
양 부모에게 자녀의 뿌리 찾기가 생부모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청소년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되고 생부모와 실제 만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녀가 생부모와 만나게 된다면,
부모는 자녀가 두 가족과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두 관
계 모두를 존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입양 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 134 -

Q. 입양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중학생 자녀가 입양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A.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자녀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 모두가 큰 충격과 두
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창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나이에 우연히 입양 사
실을 들은 입양 청소년은 충격이 더 클 것입니다. 자녀는 지금껏 자신이 믿었던 가족
관계가 모두 무너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느낄 수 있
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고민할 수 있고 앞으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이
어가고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에 관해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입양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가짜 부모’라고 생
각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입양 사실을
비밀로 지키고 싶어 하는 가족 중에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깨질 것 같
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안 것이 충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족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를 위협하는 것은 ‘입양 사실’보다 ‘입양
사실을 알고 난 후의 혼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충격과 두려움도 크겠지만, 부모는 중학생 자녀가 느낄 정체성의 혼란과
자신을 속인 가족에 대한 분노, 앞으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등 자
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차분히 대화 시간을 갖고 ‘입양으로 가족
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지금의 가족관계는 영원하
고 자녀가 느끼는 혼란과 슬픔에 공감한다.’는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자녀라면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와 부모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입니다. 자녀에게 처음부터 입양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던 부모의 상황을 차분히 설
명하고, 자녀가 알기 원하는 자신의 역사에 과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
니다. 물론 처음 하는 대화가 어렵겠지만, 자녀는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이
며, 지금의 관계는 변함없을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더불어 자녀가 자신에 관해 더
알기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같이 해갈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주십시오.
자녀는 지금은 혼란스러움과 분노로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만, 과열
된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현재 가족이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왔는지를 생각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입양 아동이 자신의 속마음을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 나
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자녀는 더 빨리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양 사실을 알고 난 후 겪는 대화의 과정은 오히려 가족 간 친밀함과 유대를 확인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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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화해 보세요(입양 부모와 상담자)

부 모: 저희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키웠는데 아이가 얼마 전에 사촌을 통해 입양 사실
을 알아 버렸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머님과 자녀 모두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럼 지금은 어
떤 상황인가요?
부 모: 그 사실을 들은 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고, 따지고 통곡하더니 이틀간 친구네에
서 잔다고 안 들어왔어요. 친구네 엄마랑 통화해서 그냥 거기서 자게 했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이가 이전처럼 말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
오질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잃을까 봐 가슴이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상담자: 어머님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뭐가 달라지면 지내기가 전보
다 조금 나아지실까요?
부

모: 음... 지금은 애랑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싸우더라도. 애가 저한테 와서
뭐라도 얘기하고 하면 저도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를 안볼
것 같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상담자: 아 그렇군요. 아이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부

모: 제가 왜 입양을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지 저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
다 보면 자기도 뭐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암튼 얘기를 해야
마음이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자: 지금 아이에게 입양을 왜 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부

모: 사실 그 얘기는 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한 건데 아이는 너무 화가 났고 자기
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뭐라도 얘기해야 하잖아요.

상담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입양을 왜 했는지는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부

모: 제가 아기가 안 생기고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상담자: 그렇죠. 그러실 수 있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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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근데 그런 걸 다 얘기해야겠죠?

상담자: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뭘 좀 다르게 할까요?
부

모: 왜 엄마가 그동안 얘기 안 했었는지를 알지 않을까요?

상담자: 그걸 알면 아이는 뭘 좀 다르게 할까요?
부

모: 조금은, 조금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상담자: 그렇군요. 혹시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면, 뭐가 조금 달라지면 조금 더 지내기가 괜찮
아졌다고 이야기할까요?
부

모: 변한 게 없다는 거?

상담자: 변한 게 없다는 건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부

모: 걔가 지금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우리는 똑같잖아요.

상담자: 여전히 부모고?
부

모: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담자: 아이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라고 얘기할까요?
부

모: 완전 내 편 들어주는 엄마? 저희가 아주 끔찍이 했죠.

상담자: 끔찍이 사랑하시는 딸이었구나.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어
떤 부모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가 생각하는 어머니에 관해서 더 질문함)
상담자: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진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엄마는 여전
히 끔찍하게 널 사랑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준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달라
질까요?
부

모: 그러면 아이의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상담자: 네, 그렇죠. 아이의 충격이 좀 덜해졌어요. 그럼 뭘 좀 다르게 할까요? 아이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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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덜 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

모: 저한테 퉁퉁거리더라도 말은 하겠죠.

상담자: 아이하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

모: 네.

상담자: 예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아이하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

모: 하루 이틀은 지나야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좀 마음이 열리면.

상담자: 보통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부

모: 저는 아이가 말을 한번 던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담자: 아...
부

모: 네 그래야 저도 ‘쟤가 좀 풀렸구나.’ 싶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상담자: 이번에도 그렇게 기다리면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번엔 다른 것 같나요?
부

모: 아닐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일이니까 저도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지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자: 그동안 자녀랑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가 먼저 다가갔던 때도 있었나요?
부

모: 음. 아주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때 친구관계에서 너무 힘들어했
을 때 그때도 며칠은 방에서 울고 안 나왔는데, 제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가서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하더라구요.

상담자: 아 그랬군요. 그럼 혹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아이에 관
해서는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니까...
부

모: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상담자: 그러면 며칠이나 기다리고 얘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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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이미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근데 뭐라고 시작해야할지 모
르겠어요. ‘우리가 왜 입양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 아이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존재인지’ 그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요?

상담자: 아이가 그걸 아는 건 중요하겠죠? 딸아이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
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부

모: 지금 상황에서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상담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조금 더 확신을 하고 ‘아...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나
를 사랑하고 진짜 변한 게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부

모: ‘미리 얘기 못 한 건 미안하고 네가 혼란스러울 것도 엄마가 알지만 너무 많이 방황
하지 않으면 좋겠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죠.

상담자: 아~~ 그렇군요. 어머니가 아이를 참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어떤 상황
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아이가 제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부

모: 아이 방에 가서...

상담자: 하루 중 어떤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제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부

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저녁때가 낫겠죠? 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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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입양 말하기

타인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려는 입양인이 있을 때, 상담자는 입양인의 자기 결정
권을 존중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도와야 한다. 입양인은 자신이 입양인이
라고 밝히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출생을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의 선택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입양인임을 드러내면, 지나친
관심을 받거나 차별받을 수 있고 소외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편해지지만, 언제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입양인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입양인은 자
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관해 갈등과 고민이 크다.

확대 가족에게 입양 말하기

입양인은 가족과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확대 가족과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입양의 결정과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그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다. 입양인의 조부모와 이모, 삼촌 등은 입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
는데, 그런 가족의 경우 입양 부모는 입양 사실을 숨기고 출산한 자녀처럼 키우고 싶
어 하고, 실제로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한 채 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의 권유나 허락이 아니라 부부의 확고한 결
심에서 비롯된다. 부부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합의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다른 가족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가족 모두에게 지지받으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 가족의 상황
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는 아이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부모
는 아동의 입양을 비밀로 하기보다 확대 가족에게 공개하고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확대 가족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려면, 보통 입양 아동에게도 입
양 사실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입양 아동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받
을 수 있고 자신감을 느끼기 어렵다. 또 확대 가족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뒤늦게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입양 가족은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권지성, 2005). 입양을 비밀로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양 사실을 말할
경우 양쪽 모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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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면 가족 구성원은 매우 당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입양 아동은 더 큰 상처를 받
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확대 가족이 입양 사실을 알지만, 입양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때도 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 자녀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입양 부모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확대 가족이 입양 아동을 외면하
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입양 부모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왕래하지 않은
채 지내기도 한다. 이는 입양 아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동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입양 부모가 입양을 결심하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보를 얻고, 대화를 나누었듯
이, 확대 가족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도 입양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을 없애고 아이를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데, 입양을 고민해 본 적도 없
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입양 부모는 확대
가족이 입양 아동과 서로를 알아 갈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
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확대 가족이 입양 아동과 친해질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 아동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핏줄로 연결되지 않은 아이에 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다. 보통 입양 이전에는 입양
을 반대했더라도 가족이 된 이후에는 지지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확대 가족과 입
양 아동 사이에서 입양 부모가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낯선 공간에서 아이가 불
편함을 느끼지 않게 엄마 곁에서 작은 일을 돕게 하거나,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쉬운
심부름을 하게 한 후 칭찬을 해주어도 좋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언니, 오빠들에게 미리 귀띔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기보다 소규모의 인원
을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에게 입양 아동을 처음 선보이듯이 소개
하면, 입양 아동은 이들이 자신을 ‘구경’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권지성, 2005)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 어린 아동이라면, 낯선 상황에 매우 놀라 울음을 터트
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입양 부모는 확대 가족과 만남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만
남의 시기와 장소, 인원, 분위기 등을 고려해 아동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
게 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친척을 만나러 가기 전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과
많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 나누면서, 어른들에
게 어떻게 인사하고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만남 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잘한 점을 칭찬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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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법10)
☼ 정보를 제공하자. 대부분 무례하고 상처를 주는 말은 사람들이 입양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

☼ 나부터 먼저 알자. 입양의 의미를 먼저 이해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면,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준비하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표준 답변을 미리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 대화 중단 신호를 정해두자. 유난히 민감하고 불편한 입장에 처했을 때는 대화를 중단하고 빠
져나갈 수 있게 함께 있는 입양 가족이나 친구들과 신호(특정 단어나 암호, 몸짓, 표정)를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 좋다.

☼ 그냥 무시하자. 고의적으로 상처 주려는 말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럴 때는 주제를 바꾸어
상대방에게 그런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 웃어넘기자. 유머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웃음을 통해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 무신경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거칠고 무신경한 반응에 충격을 받고 상처 입고, 심
지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려니 하는 것도 방법이다.

☼ 인내심을 갖자. 자신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본다. 느
긋하게 생각하고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
형화된 이미지만 강화할 뿐이다.

☼ 솔직해지자.

어떤 경우에는 왜 상처 받았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심정을 털어놓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특히 아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다. 아이들이 순진하고 거리낌 없이
물었을 때가 주변 사람에게 입양을 이해하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지원군을 만들자.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을 입양 가족의 지원군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떨 때 이들은 입양 실무자나 가족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
출처: Gallagher & Konjoian 저, 전미영 역, 2012.

10) 이 자료는 장애 아동에 관한 책 ‘조금 달라도 괜찮아(Gallagher & Konjoian 저, 전미영 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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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입양 말하기

입양인을 처음 만난 사람들을 진지한 표정을 짓거나, 애처로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때가 많다. 이들은 입양인이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도 하고 입양 부모가 이들을 잘 대해주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등을 궁금해 한다. 실
제로 입양인이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다 하더라도, 자신을 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다(안재진 외, 2011).
특히, 우리나라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입양인이 입양 사
실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 비밀 입양이 많은 현실에서 입양인을 만나본 경험이
드물다 보니, 입양인을 만났을 때 낯설고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공개 입양 가족도 모든 사람에게 매번 입양에 관해 말하기가 쉽지 않으며, 입양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럴 필요도 없다. 공개 입양의 목적과 본질은 입양
사실을 주변에 널리 알리며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됨을 알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입양 말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관심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입양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리
고 ‘입양인이 원하는 일인지?’이다.
보통, 입양 아동이 어릴 때는 입양 부모가 자신의 이웃과 친구 등에게 입양 가족임
을 공개하는 일이 많지만, 입양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 빈도나 범위는 달라진다.
가족과 이웃, 친구에서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으로 입양 아동의 사회 활동 반경과
관계가 확장하면서 잠재적 공개 대상은 더 많아지지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입양인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입양인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의 사회적 관
계와 입양인의 사회적 관계가 독립적으로 구축·유지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리된다.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사실을 인지했다면, 입양 사실 공개는 당사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입양인이 입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입양된 자신을 어
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공개 여부, 또는 공개 범위에 차이가 생긴다. 건강한 입양
공개 범위는 입양 가족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정도이
며, 그러한 경계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어릴 때는 입양 사실을 잘 공개하던 아이들도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입양 사실
을 밝히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또 지속해서 만날 사람에게는 입양을 공개하지만, 일
회성으로 만날 사람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까지 공개하지는 않기도 한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입양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입양인의 공통된 고백이다. 입양인이

의 내용을 입양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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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입양 공개를 원할 때까지, 가정에서 대화는 이어가되 외부에 알리기 싫어하는
입양인의 마음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때, 상담자와 부모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입양 공개 여부가 아니라, 입양인이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이다. 입양 공개를 꺼리는 사람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 사실
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며, 늘 긴장한 채 지낼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나 상
담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부모와 상담자는 입양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입양인의 선택 자체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입양인이 앞으로도 계속 입양 사실
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때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보게 하
고 불가피하게 공개될 상황에 대처할 방안도 이야기해 봐야 한다.
어떤 입양인은 주변 사람과 입양에 관해 이야기하기 원할 수 있다. 입양인은 다른
사람이 입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과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확인하려고 교사나
친구, 이웃에게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입양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
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입양 말하기의 긍
정적 경험이든 부정적 경험이든 이것은 입양인에게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양
에 관해 타인과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통해, 입양 아동은 입양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
할 수 있고 앞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알아가게 된
다.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나 입양 가족이 공개하는 것을 보며 배우기도 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방식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평소에 입양 말하기에 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
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과 양육 포기 상황을 포함해, 입양인의 인생과 생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당사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이 좋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내용을 묻는다면, 답해
줄 수 있는 내용만 가볍게 답하고 넘어가고, 자녀의 사생활이 함부로 타인에게 노출
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입양인은 직접 입양 공개를 할 때에도 자기
를 보호하면서 그 범위와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입양인이 타인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한 후 부정적 반응을 접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털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부
모나 상담자는 입양 아동과 대화하면서 입양 아동이 이후 입양 말하기 계획을 구체화
하게 돕는다. 결국, 상담자가 할 일은 아동이 입양 말하기를 선택하든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게 돕고, 그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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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가 자주하는 질문

Q. 아이가 학교에서 입양 사실을 말한 후 놀림을 당했습니다.

A.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입양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부모와 입
양에 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놀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면,
아동의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대
처해야 할지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입양 아동(입양인)과 입양
가족을 바라보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입양 아동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입양의 긍정적
인 의미가 전부인 줄 알다가 유치원과 학교 등 더 넓은 세상을 접하면서 입양에 대
한 비 입양 가족들의 생각을 알고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학령기 전후 아이들은 친
구를 통해 ‘가짜 엄마’, ‘불쌍한 아이’ 등의 표현을 들으면 몹시 슬퍼하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이자 선물이고, 완전한 가족이 됨을 의미할 수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은 입양에 관해 깊은 이해가 없기에 주변이나 뉴스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입양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는 친구들과 달리 자신만 경험하는 입양이 더욱 싫게 느껴지고, 자신이
불쌍한 아이로 보이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동이 가족 안에서 접하는 입양
의 의미와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접하는 입양의 의미에 차이가 클수록 더욱 혼란스럽
고 슬프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자신의 입양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주 가정에
서 입양에 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입양
을 설명할 때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녀를 배로 낳
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많이 사랑한다는 부모의 마
음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안타깝게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표현입니다. 아이에게는 사실에 근거해서 입양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
요합니다. 또한, 입양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입양을 다르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미 놀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면, 아동의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좋습
니다. 그때 아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지?’ 등에 관해 이야
기를 나누면서 대응방법을 같이 준비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진짜 엄마와 가
짜 엄마, 버려진 아이, 주워온 아이, 불쌍한 아이’ 등 부적절한 표현은 부모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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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정리해 줘야 합니다.
편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려면 가족 안에서 먼저 아이의 존재가치를 늘
확인해 주고, 입양은 영원히 함께 하는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임을 반복하여 주지할 필
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입양과 관련된 상실감을 잘 헤쳐 나가
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위축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입양 말하기’에 관해 도움 줄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입양 아동과 부모)

자녀: 엄마, 친구들이 나를 주워온 아이라고 놀렸어요.
엄마: 어머나,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딸이 너무 놀라고 속상했겠구나. (등을 두드리거나 안아
줌) 엄마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 친구들이 어쩌다 그런 말을 했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엄마: 친구들이 입양에 관해 잘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잘못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네. 입양은
버려진 아이를 막 주워다가 키우는 게 아닌데. 입양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정성이 필요
한데. 낳아준 엄마도 너를 건강히 잘 키워줄 가정을 찾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으며 준비해야 했
고 우리도 예쁜 딸을 얻기 위해 아주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다 너를 만났잖아. 우리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얼마나 행복했다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이
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 그런 잘못된 말을 함부로 했구나. 우
리 딸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자녀: 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래, 엄마라도 그랬을 거야. (꼭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을 것 같은
데 어떻게 했어?
자녀: 그래도 속으로 꾹 참았어요.
엄마: 정말? 참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을 수 있었지? 와~ 우리 딸 대단하구나. 정
말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놀랍다.
자녀: 화내봤자 소용도 없을 거 같아서...
엄마: 그랬구나. 화가 나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그냥 화내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소용이 없
을 걸 알고 참았구나. 우리 딸이지만 정말 현명한데! (대견스러워 하며 바라봄)
엄마: 그런데 혹시 친구 중에 입양사실을 아는 아이가 있니? 그중에 놀리지 않고 너와 잘 지내는 아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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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음... 대여섯 명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에게 이야기한 걸 △△이가 전해 듣고서 몇
몇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걸 들은 남자애 둘이 저를 놀린 거예요.
엄마: 그랬구나. 남자애 둘이 오늘 그랬구나. 그럼 다른 친구들은 너를 놀리지 않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구나?
자녀: 네.
엄마: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 남자아이들하고 뭐가 다르기에 네 입양 사실을 알고도
너를 놀리지도 않고 계속 잘 지낼 수 있는 걸까?
자녀: ○○이나 저랑 친한 친구들은 입양 얘기 듣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 그렇구나. 친구들이 너를 참 좋아하는구나. 좋은 친구들이네. 그럼 다른 아이들도 그 친구들
처럼 너를 놀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으려면 무엇을 좀 하면(어떤 일이 좀 있으면) 좋을까? 혹
시 좋은 생각이 있니?
자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입양되었다고 하면 불쌍하게 보는 거 같아요.
엄마: 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자녀: 저를 불쌍한 애로 보는 게 싫어요. 입양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엄마: 당연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불쌍한 아이라니! (충
분히 위로해 줌)
엄마: 친구들이 입양을 제대로 알면 너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
이 입양에 관해 잘 알 수 있게 될까?
자녀: 음... 입양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저는 잘 못 하겠어요.
엄마: 그렇구나. 우리 딸이 입양에 관해서 잘 얘기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좀 어렵구나.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다. 어려운 게 당연해. 그럼 누가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자녀: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래. 엄마 생각에도 입양에 관해 잘 설명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떤 사람
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엄마: 엄마가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이야기해줄까? 아니면 학교에
직접 와서 반 친구들 전체에게 입양에 관해 교육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니 그분을 초대하게 해
줄까? 어떤 게 좋겠니?
자녀: 음... 입양 선생님이요.
엄마: 그럴까? 너희 학교에 오셔서 친구들에게 입양에 관해 잘 설명해달라고 할까?
자녀: 네.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하실 때 제가 입양아라고 아는 척은 안 해 주셨으
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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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그럼, 그건 당연하지. 너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입양을 설명
해주시는 거니까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자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엄마한테 오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많이 속상했을 텐데 우리 딸이 참 잘
참아냈다는 생각이 드네. 앞으로도 친구들과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줘. 엄마랑
같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자녀: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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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양 상담에 도움이 되는 정보11)
1) 입양 관련 도서12)
(1) 입양인 자전적 이야기
뿌르꾸아 빠 무아! (2017.03)
저자

장-뱅상 플라세, 로돌프 게슬레르

역자 김용채

출판

리에종

한국인 입양아 출신으로 2017년 현재 프랑스 국가개혁 장관에 재임 중인 장-뱅상 플라세의 자
서전이다.
스티브 잡스 (2015.10)
저자

월터 아이작슨

역자 안진환

출판

민음사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가난한 집에 입양되어 대학도 그만두어야 했던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 기
업 애플을 성장시킨 내용이다.
겉은 노란 (2014.07)
저자

파트릭 종대 룬드베리

역자 이하영

출판

솔빛길

스웨덴에서 성장한 입양인 파트릭 룬드베리가 한국을 방문해 부모와 친척을 만나는 이야기이며,
국외 입양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드러나 있다.
피부색깔 = 꿀색 (2013.11)
저자

전정식

역자 박정연

출판

이미지프레임

5살인 1970년 벨기에로 입양 간 만화가 전정식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카툰 에세이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 (2013.05)
저자

김하은

출판

규장

입양인으로 살아가는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제삼 세계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살
아가는 김하은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피의 언어 (2012.05)
저자

제인 정 트렌카

역자 송재평

출판

도마뱀출판사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제인 정 트렌카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혼란스럽고 고통
스러운 성장기를 거친 뒤 20대 중반에 한국 어머니와 가족을 만나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
서 삶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엄마에게 가는 길 (2009.02)
저자

아샤 미로

역자 손미나

출판

웅진지식하우스

일곱 살에 스페인에 입양된 인도 소녀가 20년이 지난 후 엄마의 땅으로 돌아가 존재의 근원인
엄마를 찾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국외 입양아로 성장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찾아가기까지의
고민과 갈등, 일생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의문과 번민에 대한 답, 뿌리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에
서 벌어진 수많은 일과 만남,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었던 입양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11) 책 정보는 ‘알라딘 홈페이지’와 ‘교보문고 홈페이지’, 영화 정보는 ‘네이버 영화 홈페이지’를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12) 입양 관련 도서와 영화는 최근 출판 순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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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는 환영들 (2013.01)
저자

제인 정 트렌카

역자 이일수

출판

창비

입양이 가져온 근원적 상처, 아시아계 여성으로 사는 삶,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
를 혼란스럽게 오가며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로봇다리 세진이 (2009.05)
저자

고혜림

출판

조선북스

세 손가락과 두 다리가 없는 장애 입양인 세진이가 입양 부모의 헌신적 노력으로 수영 선수로
성장한 이야기이다.
다녀왔습니다 (2007.07)
저자

윤주희

역자 박상희

출판

북하우스

네덜란드 입양인 윤주희가 폭식과 절망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다.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 (2006.05)
저자

강민숙

출판

진선출판사

부모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스티브 모리슨이 입양된 후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책이다.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 (2005.11)
저자

신호범

출판

웅진출판

부모 없이 거리에서 떠돌다 18살에 입양된 후 미국 상원의원이 된 신호범의 자전적 에세이다.
집으로 가는 길 (2004.05)
저자

띠너꺼 헨드릭스

역자 이옥용

출판

사계절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네덜란드 입양인 인따의 이야기를 입양 기관 실무자인 띠너꺼 헨드릭
스가 서술한 책이다.
커밍 홈 (2002.11)
저자

케이티 로빈슨

역자 최세희

출판

중심

미국으로 입양된 케이티 로빈슨이 성년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자서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2001.11)
저자

아스트리드 트롯찌

역자 최선경

출판

프리치(북공간)

입양인 아스트리드 트롯찌가 자신을 버린 생부모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출생과 외모에 얽힌 온
갖 의문들,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모국 방문 등을 진솔하게 그린 자서전이다.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2001.08)
저자

김흥덕

출판

북하우스

장애 입양인 부모 김흥덕 목사가 중증 장애를 가진 채 국외 입양된 애덤 킹과 그

가족에 관해

쓴 이야기이다.
잊혀지지 않은 전쟁 (1999.06)
저자

토머스 박 클레멘트

역자 현준만

출판

디자인하우스

입양인에 대한 자원 상담가로 활동하는 국외 입양인 토머스 클레멘트의 자전적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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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입니다 (1997.05)
저자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

출판

제삼기획

미국 입양아로 미국 공군사관학교 생인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의 성장 과정과 가족, 백혈병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에게 보내진 한국인의 사랑에 관해 쓴 에세이이다.
어머니 나라에서 만난 시간들 (1993.07)
저자

로버트 오그번

역자 김성옥

출판

미래투자연구소

생후 10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우창제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2) 입양 가족 이야기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2016.05)
저자 김지영

출판 오마이북

딸 소린이를 입양한 입양 부모 김지영이 입양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
기를 듣고, 궁금한 것을 묻고, 사진을 찍고, 글로 정리하였다.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 (2015.05)
저자

입양 가족

출판

홍성사

쉰여섯 입양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듯, 입양
가족도 각 가정의 스타일대로 입양 스토리를 펼쳐 보인다.
가족의 탄생 (2013.02)
저자

이설아

출판

북하우스

생후 한 달이 된 아들 주하와 다섯 살 딸아이 미루를 차례로 입양하고 키우면서, 낯선 사랑을
시작한 엄마와 아이가 완전한 가족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오늘부터 엄마 (2012.11)
저자

이창미

출판

샘터

전신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이겨 내고, 결혼해서 쌍둥이 딸을 입양한 후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다.
내 딸의 엄마에게 (2011.06)
저자

이정애

출판

동녘라이프

입양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커 가는 모습, 소소한 일상을 담아 생부모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다.
엄마가 사랑해 (2009.09)
저자

도리스 클링엔베르그

역자 유혜자

출판

숲속여우비

스위스 입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한 후 첫 2년간 겪은 일을 적은 일기이다.
아름다운 인연 (2009.04)
저자

현덕 김 스코글룬드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해

역자 허서윤
성년으로

출판

키워낸

사람과책
스웨덴

입양

부모가

살아온

이야기

열여덟

편과 역자가 스웨덴으로 이민 간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를 30여 년간 상담하며 느낀 점
을 기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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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너를 선택한 이유 (2007.02)
저자

그레고리 E. 랭

역자 이혜경

출판

나무생각

입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게 된 사연 100가지를 모아 각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
한 사진을 함께 담은 책이다.
가야곡 꾸러기 오형제의 행복일기 (2005.06)
저자

김미현

출판

글로세움

논산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아들 다섯을 입양하여 행복한 가
정을 꾸려가는 시골 목사 아내의 일기이다.
작은 평화 (2004.11)
저자

윤석화

출판

랜덤하우스코리아

연극배우로 화려하게 살아가던 윤석화가 아이를 입양하며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하나네 집에 놀러오세요 (2003.07)
저자

한연희

출판

행복한책읽기

입양 부모 한연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2년 동안 써온 일상을 정리한 책으로, 여섯 아이와 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이다.
화성아이, 지구 입양기 (2008.09)
저자

데이비드 제롤드

역자 정소연

출판

황금가지

「스타 트렉」의 작가 데이비드 제롤드가 ADHD를 앓고 있는 아들 션을 입양했던 실제 경험에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다.
선물 (2002.04)
저자 신주련

출판

행복한책읽기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입양 부모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3) 입양 전문서적
부모가 알아야 할 입양인의 속마음 20가지 (2016.11)
저자

섀리 엘드리지

역자 라떼

출판

가족나무

입양인이자 입양 전문가인 저자가 입양인이 경험한 숨겨진 상실을 드러내면서 입양인의 고백이
담긴 20가지의 속마음을 설명한 책이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2015.12)
저자

찰린 C. 지아네티

역자 이혜원

출판

반디출판사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품는 의문을 알기 쉽게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한 책이다.
구원과 밀매 (2014.06)
저자

캐서린 조이스

역자 박준영

출판

뿌리의 집

전문 탐사 보도 저널리스트인 저자 캐서린 조이스가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는 국제간 아동 입양
의 현실과 그 배후 동인에 관해 쓴 글이다.
입양성공의 요건 (2013.09)
저자

배태순

출판

경남대학교출판부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해결, 입양 성공의 요건을 살펴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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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치유 (2013.05)
저자

조 솔, 캐런 윌슨 부터보

번역 및 출판

뿌리의 집

입양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위한 마음 치유 방법을 담은 책이다.
원초적 상처 (2013.02)
저자

낸시 뉴턴 베리어

번역 및 출판

뿌리의 집

태아 심리학과 신생아 심리학, 애착과 유대감 그리고 상실에 관한 심리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생
부모와 아기의 분리가 일으키는 영향과 결과를 규명해낸 책이다.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2012.05)
저자

제인 정 트렌카, 줄리아 치니에르 오패러

역자 선영 신

출판

뿌리의 집

인종 간 입양에 관해 입양인 당사자가 자신들의 경험과 사회적인 분석에 관한 글을 엮은 책이
다.
입양아 부모 되기 (2009.06)
저자

로이스 R. 멜리나

역자 이수연

출판

궁리

입양 부모이자 입양 전문가로 경함한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2008.08)
저자

토비아스 휘비네트

번역 뿌리의집

출판

소나무

스웨덴 국외 입양인 토비아스 휘비네트가 한국 입양 문제와 미디어, 대중문화에 나타난 입양 한
국인의 모습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이다.
입양의 생애주기 (2007.05)
저자

엘리노 B. 로젠버그

역자 이윤로, 이미선

출판

신정

입양 아동과 입양 가족, 생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을 기술한 책이다.
누가 진짜 부모인가 (2006.01)
저자

H. Van Gulden, L. M. Bartels-Rabb

역자

안재진, 권지성

출판

학지사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관해 입양 아동의 발달과
정에 따라 대처 방안을 기술한 책이다.
공개입양 가족의 적응 (2005.12)
저자

권지성

출판

나눔의 집

공개 입양 가족의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관찰하면서 공개 입양 가족에 관해 이해한 내용
을 기술한 책이다.
입양 아동의 적응 (2004.05)
저자

데이빗 M.브로진스키

역자 안재진

출판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이 입양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입양인과 입양 부모, 생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실
천한 결과를 담은 책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1998.02)
저자

배태순

출판

경남대학교출판부

현대 사회에서의 입양과 입양의 본질, 성공적인 입양 조건, 국내입양 파양 사례, 국내외 입양 실
무와 미국의 입양 실무 등을 이론과 실제로 설명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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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 동화
① 유아용
[가족의 의미, 다양한 가족 이야기]
제목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펭귄엄마 드래곤

2015.09

데비 글리오리

박현정

샘물지기

유아4~7세

우리는 한가족

2015.05

토드 파

김지현

엔이키즈

유아4~7세

왜 나는 엄마가 낳지
않았어요?

2014.12

아말테아

김현주

아름다운사람들

초등1~2학년

빨간실

2014.06

그레이스 린

박현정

샘물지기

유아4~7세

마당을 나온 암탉

2011.06

황선미

-

사계절

유아4~7세

가족은 꼬옥 안아주는
거야

2011.05

박윤경

-

웅진주니어

유아4~7세

배고픈 여우 콘라트

2009.12

크리스티안
두다

지영은

하늘파란상상

우리 가족이야

2009.11

윤여림

-

토토북

문이

2009.11

라스칼

홍성혜

마루벌

유아4~7세

엄마가 되어 줄게

2009.05

마거릿 와일드

김현좌

해솔

유아4~7세,
초등1~2학년

2008.07

야코프 마르틴
스트리드

김수희

어린이작가정신

유아4~7세

2006.05

게이코 가스자

신형건

보물창고

유아4~7세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2005.05

토드 파

원선화

문학동네

유아4~7세

진짜 동생

2004.09

제랄드 스테르

최윤정

바람의 아이들

유아4~7세

우리 모두 다함께

2000.06

아나타 제람

김서정

베틀북

유아4~7세

제목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입양아 올리비아 공주

2012.05

린다 그리바

김현주

아름다운
사람들

유아4~7세

우리는 한가족이야

2011.09

핌 판 헤스트

정낙선

고인돌

유아4~7세

사고뭉치 꼬마 개구리
플록
초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유아4~7세,
초등1~2학년
유아4~7세,
초등1~2학년

[입양의 기쁨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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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네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단다

2008.05

안네테
힐데브란트

유혜자

뜨인돌 어린이

유아4~7세,
초등1~2학년

내가 입양되던 날

2008.04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김경연

주니어김영사

초등1~2학년

엄마 아빠가 생긴 날

2005.09

제이미 리
커티스

조세현

비룡소

유아4~7세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2004.01

로렝스 아파노

이혜선

크레용하우스

유아4~7세

제목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너의 생일이면 언제나

2009.04

로즈 루이스

노경실

고래이야기

요엘은 엄마 아빠가 둘

2006.03

엠마 아드보게

김순천

아이세움

제목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고슴도치 아이

2005.12

카타지나
코토프스카

최성은

보림

초등1~2학년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2016.08

김미루

-

가족나무

초등
전 학년

2015.03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엄기명

창조아이

초등3~4학년

나의 베트남 일기장

2009.01

마리 셀리에

전연자

맑은가람

초등3~4학년

꽃바람

2007.05

이금이

-

푸른책들

초등5~6학년

겨울 해바라기

2005.08

유영소

-

문학과지성사

초등5~6학년

열세 살에 만난 엄마

2004.11

이규희

-

대교출판

초등5~6학년

까망머리 주디

2004.04

손연자

-

푸른책들

초등5~6학년

너는 특별해

2001.09

조운 링가드

서수연

베틀북

초등1~2학년

[입양 아동 정체성]

유아4~7세,
초등1~2학년
유아4~7세,
초등1~2학년

[연장아동 입양]

② 초등학생용
[정체성과 뿌리 찾기]
제목
열 살 미루의
입양마주이야기
입양아 야콥의 빨간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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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
파스텔

2001.08

도미실르 드
프레장세

신성미

작은책방

초등1~2학년

너, 누구 닮았니?

1997.11

로리 뮈라이

최윤정

비룡소

초등1~2학년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2013.03

박준일

-

맑은샘

초등
전 학년

2013.02

안느 브라강스

박경혜

푸른길

초등5~6학년

정혜 이모와 요술 가방

2012.10

정길연

-

가교

초등
전 학년

또 다른 내 동생

2010.11

강민숙

-

삼성당

초등1~4학년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

2009.05

이윤진

-

초록우체통

초등3~4학년

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2008.05

모니카 슐츠,
요란 슐츠

황덕령

고래이야기

초등3~4학년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2007.10

김려령

-

문학동네어린이

초등5~6학년

얀손씨의 양복

2007.03

원유순

-

한겨레아이들

초등3~4학년

나를 찾아줘

2007.02

은이정

-

함께자람
(교학사)

초등
전 학년

일요일의 아이

2006.02

구두룬 멥스

김라합

비룡소

초등5~6학년

엄마 잃은 아기여우

2005.10

이리나
코르슈노브

김정희

경독

초등3~4학년

아름다운 아이 세진이

2004.02

박수현

-

베틀북

초등3~4학년

이젠 비밀이 아니야

2004.10

유정이

-

푸른책들

초등3~4학년

바람아 너는 알고 있니?

2004.12

강원희

-

랜덤하우스
코리아

초등5~6학년

열한 살 아름다운 시작
1, 2

2003.05

김혜리

-

채우리

초등5~6학년

새 동생

2002.02

배봉기

-

대교출판

초등3~4학년

[입양 가족 이야기]
제목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내 동생, 아니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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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양 관련 영화
[정체성과 뿌리 찾기]
제목
라이언
Lion
파도가 지나간 자리
The Light between Oceans
귀향
A Blind River
기적의 도로
Miracle Mile
서브로사
Subrosa

제작년

감독

출연

2016

가스 데이비스

써니 파와르, 데프 파텔

2016

데릭 시엔프랜스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2009

안선경

박지아, 윤상훈

2005

황동혁

칼 윤, 바자 우바

2000

헬렌 리

문영동, 류재영

제작년

감독

출연

2009

우니 르콩트

김새론

2009

주지홍

장혁, 성유리

2002

덴젤 워싱턴

데릭 루크, 조이
브라이언트, 덴젤 워싱턴

2002

피터 코스민스키

로빈 라이트, 미셸 파이퍼

1991

장길수

최진실, 김윤경

제작년

감독

출연

2014

융, 로랑 브왈로

융

2014

이지현

쎄실 들래트르

2014

사만다 푸터먼,
라이언 미야모토

사만다 푸터먼, 아나이스
보르디에

[입양인 이야기]
제목
여행자
A Brand New Life
토끼와 리저드
Rabbit and Lizard
앤트원 피셔
Antwone Fisher
화이트 올랜더
White Oleander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입양인 자전적 이야기]
제목
피부색깔 = 꿀색
Approved for Adoption
프랑스인 김명실
Winter Garden
트윈스터즈
Twin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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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와 입양인]
제목
필로미나의 기적
Philomena
어드미션
Admission
영도다리
I Came from Busan
마더 앤 차일드
Mother and Child
마이파더
My Father
사랑이 지나간 자리
The Deep End of the Ocean
비밀과 거짓말
Secrets et Mensonges/ Secrets & Lies

제작년

감독

출연

2013

스티븐 프리어스

주디 덴치, 스티브 쿠건

2013

폴 웨이츠

폴 러드, 마이클 쉰

2010

전수일

박하선

2009

로드리고 가르시아

나오미 왓츠, 아네트 베닝

2007

황동혁

김영철, 다니엘 헤니

1999

울루 그로스바드

1996

마이크 리

제작년

감독

출연

2009

존 건

미라 소르비노

2007

제이슨 라이트먼

엘렌 페이지, 마이클 세라

2007

헬렌 헌트

헬렌 헌트, 베트 미들러

1998

조나단 카프란

글렌 클로즈, 제임스 우즈

제작년

감독

출연

2012

피터 헤지스

조엘 에저튼, 제니퍼 가너

2010

존 리 행콕

산드라 블록, 제이 헤드

제작년

감독

출연

2007

메노 메이제스

존 쿠삭, 보비 콜먼

2004

크리스 멘지스

윌리엄 허트,네이단 얩

미셸 파이퍼, 트리트
윌리암스
브렌다 블레신, 티모시
스폴

[입양 삼자]
제목
단델리온 더스트
Like Dandelion Dust
주노
JUNO
덴 쉬 파운드 미
Then She Found Me
가족
Immediate Family

[입양 가족 이야기]
제목
티모시 그린의 이상한 삶
The Odd Life of Timothy Green
블라인드 사이드
The Blind Side

[연장아동 입양 이야기]
제목
화성아이, 지구아빠
Martian Child
세컨드 베스트
Second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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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영화]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쿵푸 팬더1, 2
Kung Fu Panda 1 and 2

2008,
2011

마크 오스본, 존
스티븐슨

잭 블랙, 더스틴 호프만

마당을 나온 암탉
Leafie, A Hen into the Wild

2011

오성윤

문소리, 유승호, 최민식

컨트리 베어스
The Country Bears

2002

피터 해스팅스

할리 조엘 오스먼트,
다이드리흐 바더

라이크 마이크
Like Mike

2002

존 슐츠

섀드 모스, 모리스
체스트넛

이집트 왕자
Prince of Egypt

1998

브렌다 채프먼,
스티브 히크너,
사이먼 웰스

랠프 파인스, 발 킬머

빨간머리 앤
Anne of Green Gables(1985),
Anne with an E(2017)

1985,
2017

케빈 설리반(1985)
모이라
월리-베킷(2017)

메건 팔로우즈, 콜린
듀헐스트(1985)
에이미베스 맥널티,
제럴딘 제임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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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기관 정보
(1) 공공 기관

기관명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044-202-3411~4
044-202-3423~4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입양특례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양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시행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 단체에 관한
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관련 부서

가정법원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사과

중앙입양원
(KAS)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충정로 1가 58-3)
02-6943-2600
www.kadop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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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업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 아동 의료급여,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기관 운영 및 관리

• 입양허가 신청
• 양친 가정조사
• 입양허가
•
•
•
•
•

입양종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
입양 사후 서비스 체계화
입양정책, 제도 연구 및 사업개발
바람직한 입양문화 확산
국내외 입양 관련 지원·협력 업무

(2) 입양 기관
(2016년 1월 현재)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5-0224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

062-227-887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16번길 17-3

031-217-5999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5

033-251-2344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변 279, 사라빌딩 3층 063-288-0880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2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1

해외입양&
국내입양
대한사회복지회

국내입양

055-243-0009
02-552-1017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경기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031-877-2849

전남지부

전라남도 나주시 보현길 9-4

061-333-2882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02-331-7032

02-332-3941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3-2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안양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70

031-442-77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2길 242

02-764-4741~3

성가정입양원

지방자치단체 허가기관

국내입양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자비아동입양위탁소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267번길 19

033-642-3555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925

043-879-0292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충청남도 홍성군 조양로75번길 17

041-631-3691

홍익아동복지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45

064-75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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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상담·지원 기관

기관명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주요 업무

한국입양홍보회
(MPAK)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1,
풍성프라자 604호
031-264-8301~2
www.mpak.org

•
•
•
•
•
•
•

반 편견 입양 교육
입양 가정 대상별 역량 강화 세미나
입양 가족 한마음 대동제
입양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연장 아동 입양 가정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
지역별 입양 가정 자조모임
성인 입양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KCCAF)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101호
031-425-6011
www.kccaf1.org

•
•
•
•
•

가족치료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교육
연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3길 25, 6층
http://cafe.naver.com/
guncen

•
•
•
•
•
•

건센 입양 부모학교
찾아가는 입양 부모학교
입양 말하기 세미나
입양정체성학교
번역 모임
가족나무 출판사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
(GUNCEN)

뿌리의 집
(Koroot)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02-3210-2451~1
www.koroot.org

국외 입양인연대
(GOAL)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37, 5층
02-325-6522(한국어),
+82-2-325-6585
www.goal.or.kr

둥지
(Nestkorea)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잠실동
올림피아빌딩), 501호
02-535-3217
www.nestkorea.or.kr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InKA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다길 18-8
+82-2-3148-0258
www.inkas.org

•
•
•
•
•

국외 입양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국외 입양인 뿌리찾기 및 가족관계 재건을 위한 상담
정기적 문화행사, 국외 입양인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원
해외입양과 관련된 연구 소개 및 입양 관련 서적출판
입양연구학자들과 학술교류 및 입양연구 활성화를 위
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 각 나라별 국외 입양인 조직과 네트워크 연결
•
•
•
•
•

뿌리 찾기 지원
한국어 학습 지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지원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 입양인을 위한 프로그램
•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원

•
•
•
•

모국방문
기타 서비스
숙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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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 사후 서비스 기관

기관명

기관 유형

프로그램 주제
장애&비장애입양인 모국방문 “Happy Together”
모국연수 프로그램
모국어 연수
뿌리 찾기 지원
홈스테이 “꿈나무 영어교실”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기관

국내정착 입양인 네트워크 형성
자조집단 활동지원 프로그램
긍정적 부모 모델링 교육프로그램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
국내입양가족 심리치료 및 그룹상담
입양인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지원 “HAPPY SMILE”
국내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함께하는 우리”
모국방문 지원프로그램 “Welcom Home 웰컴홈”
모국어 연수 프로그램
뿌리 찾기 서비스
닮은꼴 캠프
통스쿨
행복발전소
국내 입양 가정 부모교육
입양 가정 멘토링

대한사회복지회

입양 기관

입양전문 도서관
대한사회복지회 지부가 위치한 지역별 입양 가정 모임 및 1
박 2일 캠프
국내 입양 부모의 부모역할훈련 및 교육
국내 입양 부모와 미혼모 만남의 행사
입양수기&사진 공모전
입양 아동 심리발달치료 지원 서비스
입양 아동 자아성장 훈련 프로그램
입양 아동의 ‘입양 여행(adoption journey)’
국외 입양인 초청프로그램 “Home to Home”
모국어 연수 지원
국내체류 입양인 간담회

동방사회복지회

입양 기관

예비 입양 부모교육
우리아이 알아가기
입양 가족나들이
IKAA-Gathering 개최

성가정입양원

입양 기관

입양인식개선 프로그램 “다.가.가.기”, “투게더 캠페인”
청소년 입양인과 성인 입양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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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우리”
입양 가족 집단부모교육 “함께 걸어가는 길”
입양인 심리발달 치료 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프로그램
입양 가정 대상별 역량강화 (부모교육+별캠프)
청소년기 입양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한국입양홍보회
(MPAK)

입양 상담·지원
기관

입양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별 입양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성인 입양인 자조모인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입양 가족 한마음 대동제
연장아동입양가족 심리정서 지원
부적응 입양 가족 사례관리

한국입양
가족상담센터
(KCCAF)

입양 상담·지원
기관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
(GUNCEN)

입양 상담·지원
기관

뿌리의 집
(Koroot)

입양 상담·지원
기관

해외입양인연대
(G.O.A.’L)

입양 상담·지원
기관

둥지
(Nestkorea)

입양 상담·지원
기관

부부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입양 인싸이트”
찾아가는 입양 가족 상담서비스 “문지방상담”
입양 부모 정신분석 12단계
건센 입양 부모 학교
입양 관련 세미나
모국생활 지원 사업
해외입양인 쉼터 사업
문화예술행사
모국방문 “First Trip Home”
모국생활 지원 “Living in Korea”
문화예술활동지원
모국방문사업
김장 김치 만들이 체험
모국방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입양 상담·지원
(InKAS)
기관

모국어연수
모국생활지원
방문 입양인 일시거주 지원
예술작품 전시회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고위험 입양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위기 입양 아동 청소년 긴급지원

출처: 대한사회복지회 홈페이지. 2017 검색; 동방사회복지회 홈페이지, 2017 검색;

성가정

입양원 홈페이지, 2017 검색;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2017 검색;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홈페이지, 2017 검색; 한국입양홍보회 홈페이지, 2017 검색;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정
지원센터 홈페이지, 2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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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혼모 지원 기관

기관명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KUMSN)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10,
101호 (서교동, 서교리치빌)
02-734-5007, 3007
www.kumsn.org

•
•
•
•

네트워크 사업
홍보 사업
연구 학술 사업
회원 사업

한국미혼모가족협회
(KUMFA)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02-2682-3376
www.kumfa.kr

•
•
•
•

회원 자조모임 활성화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대외홍보 활동
인식 개선 캠페인
정책참여

대구미혼모가족협회
(DAEGU-KUMFA)

대구시 중구 동덕로30길 116, 1층
053-762-5573
mihonmo.org

•
•
•
•
•

미혼모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휴먼라이브러리 살아있는 책 대여
정기모임 운영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여성플라자 4층 NGO돋움터
02-827-0032
cafe.naver.com/20130202pm02

• 미혼모 자존감 향상 지원
• 경제적 자립 지원
• 교육 사업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29
알로이시오힐링센터, 1층
051-253-5235
www.bscenter.or.kr

애란한가족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대신동 127-20)
02-393-4723
www.aeranwon.org

주요 업무

•
•
•
•
•
•

위기지원 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자조모임 지원 사업
자원연계 및 정보 제공사업
친자검사비 지원 사업

• 애란세움터: 입양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나래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 애란영스빌: 청소녀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위기임신 지원센터-위기 임신한 여성 상담
지원센터(24시 hot-line)
• 마포애란원: 성인, 사각지대 미혼모자 시설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센터
• 애란모자의 집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출처: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홈페이지, 2017 검색;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카
페, 2017 검색;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홈페이지, 2017 검색; 애란원 홈페이지, 2017
검색;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홈페이지, 2017 검색;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홈페이지,
2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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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2017년 10월 현재)
기관명
성심모자원
영락모자원
서울

부산

모자
기본
가족
생활 대구
복지
지원
시설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사) = 사회복지법인 / (재) = 재단법인
주소
전화번호

운영주체
(사)성심원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12길 11-3

(사)영락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5길 47

창신모자원

(사)창신모자원

해오름빌

(사)백산

동광모자원

(사)서울동광원

평화모자원

(사)평화원

은애모자원

(사)팔복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나길 28

02-712-5287
02-941-1970
02-2612-7142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26길 21-3
02-754-5702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23-1
02-930-5782
(중계동)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로539길 1802-2614-4303,
평화모자원
4312
부산광역시 서구 장군산로103번길
051-241-1133
6 (암남동)

마리아모자원

(사)마리아모자원 부산시 연제구 해맞이로117번길 26-3051-504-2456

다비다모자원

(사)영락복지재단

안나모자원

(사)안나원

청학모자원

(사)청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24
051-244-2508
(서대신동3가)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63번길
051-241-2421
40 (서대신동3가)
부산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5-16 051-403-6515

한나빌리지

(사)한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166번길 2 051-293-3800

본마을빌라모자원

본마을복지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053-568-5115

소망모자원

(사)소망원

대구시 서구 새방로25길 46

목련모자원

053-557-5798

(사)미망인모자복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26길 6
053-763-518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
자용모자복지관
(사)자용복지재단
053-564-1043
186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81
하은빌리지
(사)태선복지재단
053-471-4096
(봉덕동)
푸르뫼 M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51
(사)융신원
032-832-1468
& Kids
(청학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563번길
우리집
(사)대한사회복지회
062-232-1313
30 (운수동)
인애빌
(사)인애동산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9 (봉선동) 062-672-9312
(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23번길 63
루시모자원
042-256-2911
사회사업유지재단 (선화동)
보리수마을
(사)원각선원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2길 39
052-245-5321
(재)월드선교회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194번길 14
은가람빌
032-343-4398
유지재단
(괴안동)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세림주택
(사)세림복지재단
031-881-0075
361-38
(사)강릉중앙재단
성은모자원
강원도 강릉시 모산로390번길 15
033-645-3302
성은모자원
(사)복지실천
해오름마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33 043-285-4438
여성협의회
에벤에셀모자원
(사)에벤에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286번길 5041-956-4433
세화주택
(사)세화
충남 계룡시 입암길 40-3
042-84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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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이산모자원

(사)이산원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안길 42

063-244-8018

이리성애모자원

(사)성애원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6길 29

063-855-1605

원광모자원

(사)한울안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063-222-7383

신광모자원

(사)인성재단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749

함평자광드림빌

(사)함평자광원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1202-40 061-322-2588

목포태화모자원

전남 목포시 용당국민로 7

061-276-1434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로 57-15

054-247-4261

영신해밀홈

(사)홍익인간
(사)포항양육원
유지재단
(사)영신재단

상록모자원

(사)복지마을진흥회

경주애가원

(사)자선단

안동복지원

포항모자원

경북

경남
제주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49-1054-788-2111
경상북도
69-32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054-971-0897

경북 경주시 새골길 1

054-772-5440

(사)안동복지원

경북 안동시 복주5길 23-17

054-852-0929

희망모자원

(사)희망모자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21-10 055-336-2121

통영신애원

(사)통영신애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양지길 62

제주모자원

055-649-1020

(사)제주모자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송길 42
064-702-5275
(재)미리내성요셉 인천 서구 승학로450번길 17-10,
공동
마리아의집(인천)
032-561-0616
애덕수녀회
3동 102호 (검암동, 란진아트빌2차)
생황 인천
(재)인천교구천주교회 인천시 남구 수봉로33번길 64
빈첸시아의 집
032-872-3101
지원
유지재단
미가애빌라 102/201
경기
늘푸른빌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09031-8008-8126
자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생활 충북
상록수
청주YWCA
636-10 (남이면) 삼포아파트 106동043-269-2070
지원
206호
전북 신광모자자립원
(사)인성재단
전라북도 군산시 한밭1길35
063-461-2572
(재)대한불교진각종
기본 서울
선재누리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4길 21
02-6959-6858
유지재단
생활
부자
아담채
(사)아담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47
032-461-2324
지원 인천
가족
(재)대한구세군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8길 36-5
복지공동 서울 구세군한아름
02-2691-7445
유지제단
(화곡동)
시설생활
(재)미리내천주성 인천시 남구 인하로257번길 23-1
032-876-3217
지원 인천 사베리오의집
삼성직수도회
대호하이츠
(사)한국장로교
애란영스빌
서울시 마포구 희우정로20길 44-13 02-333-4725
복지재단
(사)한국장로교
마포애란원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4나길 5
02-711-4725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3가길
도담하우스
(사)깨달음과나눔
02-449-8893
미혼
6-4
모자기본 서울
(사)한국장로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12가길
애란원
02-393-4725
가족생활
복지재단
64, MJ빌 2층, 3층
복지지원
(사)서울가톨릭
마음자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나길 53
02-2691-4365
시설
사회복지회
(재)대한구세군
구세군두리홈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93-4471
유지재단
성현원
(사)성현원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819
051-545-9272
부산
마리아모성원
(재)마리아수녀회 부산시 서구 천해남로 7 (암남동)
051-253-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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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톨릭푸름터

인천

인천자모원

광주

인애복지원

대전

대전자모원

(사)서정길대주교재단
(재)천주교인천교구
유지재단
(사)인애동산
(사)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96-11 (황금동)

들안로32길
053-764-8537

032-772-0071
~2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봉선동) 062-651-8585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18번길
042-934-6934
47 (상서동)
인천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사)물푸레복지재단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새싹들의집
경기
생명의집

052-903-9200

(재)천주교수원교구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161번길 10
031-457-4383
유지재단
성빈센트드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재로
031-334-7168
자비의 수녀회 42

강원 마리아의집(강원) (재)착한목자수녀회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033-264-0194

충남

041-568-0691

구세군아름드리

(재)구세군유지재단 천안시 동남구 태존산길 142-28

(사)가톨릭광주
전남 목포시 동명들목로 5-1
061-279-8004
사회복지회
(재)마산교구천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055-231-0582
유지재단
호계본동2길 15-1

전남

성모의집

경남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제주

애서원

(사)청수

구세군두리마을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꿈나무
열린집
마포클로버
생명누리의집
서울
애란모자의집
달빛둥지
공동
생활
지원

애란세움터
아름뜰
구세군디딤돌
마리아모성의집
부산

사랑샘
희망샘

대구
인천

대구클로버
잉아터
세움누리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청수동4길 30

제주시

한경면
064-773-2010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41

02-393-4471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45 다솜주택A
070-8955-0804
501
(사)대한사회복지회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14-20
02-563-7420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5-4
(사)홀트아동복지회
02-322-3325
광일주택 2층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안길 7-10
(사)동방사회복지회
080-322-5891
생명누리의집
(사)한국장로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내4길 9-7
02-391-4725
복지재단
(사)진각복지재단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4-13 02-912-1616
(사)한국장로교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7길 61-22 02-703-4406
복지재단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32-302-334-4614,4
(사)홀트아동복지회
(서교동)
619
(재)대한구세군 서울
종로구
평창12길
8-18
070-7547-8895
유지재단
자유빌라 302호
부산광역시 서구 성산길 47-17
(재)마리아수녀회
051-255-7543
(암남동.101동 701, 702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사)대한사회복지회
051-621-7003
62
(사)대한사회복지회 부산광역시 남구 천제등로 18-6
051-621-7020
(사)평화복지재단

(사)홀트아동복지회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053-654-0181

(사)대한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25길 30-9

053-753-1396

(사)동방사회복지회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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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백범로478번길080-850-2227

모니카의집
스텔라의집

8-7
(재)미리내 성요셉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84번길
032-832-8075
애덕수녀회
16 (옥련동,태정파크빌A)
천주교 인천교구 인천 남구 승학길26번길 40
032-864-0055

광주클로버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사)홀트아동복지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
062-361-59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563번길
편한집
(사)대한사회복지회
062-944-9339
29 (운수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87, 107동
평안의집
(사)인애동산
062-652-0556
103호 (방림동, 모아)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329
아침뜰
(사)홀트아동복지회
042-585-3004
(문화동)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6층
햇살누리의집
(사)동방사회복지회
042-524-3129
(갈마동, 정의빌딩)
대전광역시 중구 천근로70번길 36,
대전클로버
(사)홀트아동복지회
042-583-4006
301,402호 (문화동,보광빌라)
안단테
(사)물푸레복지재단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10길 16
052-903-9200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18번길031-755-5453,
새롱이새남이집 (사)동방사회복지회
15-10 (복정동)
5454
천사의집
(사)낙원복지재단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39-74
031-864-2004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16번길031-216-9004,
고운뜰
(사)홀트아동복지회
17-3 (우만동)
9081
(사)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로뎀의집
031-8050-3396
사회복지재단
38, 지웰2차 201-301
성 빈센트 드뽈
모성의집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57번길 8-1
031-321-7168
자비의 수녀회
요셉의집
착한목자수녀회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1길 32-5
033-242-461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천안새소망의집 (재)구세군 유지재단
041-568-0691
142-28
기쁨누리
살로메나눔터

전남

경북

어린엄마둥지
달팽이모자원
경북샤론의집
엄마와아기

경남

생명터

제주 아기사랑엄마의집

(사)동방사회복지회 전주시 덕진구 인교6길13-13

063-241-3381

(사)살로메

전남 순천시 남제새길 53-43
061-744-05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63, 113동
(사)대한사회복지회
061-333-0054
102호 (빛가람LH1단지)
(사)꿈을이루는사람들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4 (지산동) 054-453-0755
(사)동방사회복지회 경북 경산시 중앙로19길 38

053-816-1016

(사)통영신애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양지길 62 055-643-3479
(재)마산교구천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055-244-1784
유지재단
호계본동 2길 15-1
(사)청수

제주특별자치도 신대로6길 22 c동

064-723-2010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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