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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입양 부모교육 심화 교재 개발 과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입양은 당사자인 입양인과 입양 부모, 생부모에게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다. 입양 가족은 일반가족과 공통점을 갖는 동시에 특유의 문제와 욕
구가 있으며, 행동·정서·관계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Winkler, Brown,
Keppel & Blanchard, 1988). 또한, 입양 부모는 자녀의 건강 문제와 성장에 관한
걱정, 생부모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타인에게 입양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관
한 두려움이 있으며(구미향, 2006; 권지성·안재진, 2005), 이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
이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할 때 더 크게 나타난다(김향은, 2014;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15; Rycus, Freundlich, Hughes, Keefer &
Oakes, 2006).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입양 부모는 자조 모임을 통해 입양 아
동을 이해하고 양육 관련 어려움과 해결방법을 공유하는 등, 자녀 양육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배태순, 2003).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입양한 다음
사적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입양 부모는 입양 전 공식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
아보지 못한 상황이다(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16). 이런 상황에서 입양 부
모는 입양 관련 교육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개 입양 부모
의 95.2%가 교육과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경숙·변미희, 2001).
2012년 8월 개정한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에 입양 성립 전 입양 기
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을 제시하였다(「입양특례법」 제10조 5항). 같은 법
시행 규칙에는 입양 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내용도 명시하였는데, 이는 첫째,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와 효과, 둘째, 입양 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셋째, 자녀의 양육
방법, 넷째, 입양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 관한 정보, 다섯째, 입양 사후 서비스에 관
한 정보, 여섯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이 내용
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의 예비입양 부모교육을 시행하며, 교육 인원
은 평균 40명 내외이고 부부가 함께 참석하게 한다.
입양 부모 사전 교육을 법으로 규정해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1회밖에 진행하지 않고, 교육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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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예비입양 부모가 자신의
삶과 입양 동기를 성찰하고 입양 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양
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비하기에 부족하다(노혜련, 2017). 예비입양 부모 교육을
받은 입양 부모에 대한 조사에서도 입양 부모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추
가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현행 예비입양 부모 교육의 내용과 질이 기관마
다 다르므로 공통으로 사용할 교재 개발 등을 통한 교육 내용의 통일과 교육 진행
자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이숙정·유지현·박소연·김주
희, 2016).
또한, 신생아 입양과 영아기, 유아기 아동 입양 등 예비입양 아동의 발달 특성이
나, 장애 아동, 피학대 아동 등 입양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심화된 교육 내용
이 없는 것도 문제다. 특수 욕구 아동을 입양한 가족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고혜정,

2005;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교육은 거의 없으며, 난임 가정과 유자녀 가정
등 예비입양 가정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교육도 미흡한 편이다.
예비입양 부모에 대한 교육은 입양 아동의 복지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입양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예비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이
생애 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에 이해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Noh, 1989), 특히, 특수 욕구가 있는 입양 아동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입양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하는 데 꼭
필요하다.
이에 공공 부분에서는 입양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일된 내용
의 교육 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입양 부모 교육을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며, 표준 교육 안을 마련하였다. 스웨덴과 덴마크, 필리핀, 미
국의 예비입양 부모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웨덴에서는 입양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안을 개발해서
사용한다. ‘스웨덴 국립 보건복지 위원회(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BHW)’에서는 2009년 ‘입양 안내서(Adoption: Handbook for the
Swedish Social Services)’를 발간해 입양 부모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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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입양 안내서는 국제 입양, 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예비입양 부모 사전 교육, 입양 평가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입양관련 정보
를 포함한다. 또한, 입양 부모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입양 당국(The
Swedish Intercountry Adoption Authority)’과 BHW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교육자를 훈련하고 있다(BHW, 2009). 이 교육의 목적은 예비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취약점을 이해하고 입양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
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에는 입양 아동에 관한 이
해와 예비입양 부모가 자신의 입양 동기와 입양과 관련해 고려할 개인적·윤리적 주
제를 포함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정보도 담고 있다(BHW, 2009).
덴마크에서도 예비 입양 준비 과정을 가족부에서 기획 제공하며, 모든 예비입양
부모는 입양 부모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후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 입양
부모는 소정의 교육비를 내고 가족부에 참여 신청을 하며, 전체 과정 이수를 확인
해야 입양을 확정한다(이숙정·유지현·박소연·김주희, 2016).
필리핀은 헤이그협약에 1996년 1월 비준하였으며, 사회발전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and Welfare: DSDW)에서 모든 입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
다. 필리핀에서는 입양 최종승인 전에 사전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교육과 상담
방법을 활용해 입양 삼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사회복지
사는 먼저 자녀 출생 전과 후에 생부모를 상담하며, 6개월의 입양 숙려기간에도 계
속해서 상담하고, 자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후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비입양 부모에게는 부모 역할을 준비하고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과 입양 포럼,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입양 아동에게
도 입양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게 돕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입양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지원하는 상담을 진행한다(DSDW 홈페이지, 2017 검
색).
미국에서는 ‘건강 휴먼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서

개발한

‘영아

입양훈련

프로그램(Infant

Adoption

Awareness Training Program, IAATP)’을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
다(Children’s Bureau, 2012). 미국은 1990년대부터 민간단체나 지방정부 별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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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일리노이주 아동 가족 서비
스부’와 ‘미국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LA)’은 일찍
이 위탁 부모와 입양 부모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CWLA, 2009). 또한, 입양
전문 교육 기관인 ‘Adoption Learning Partners(ALP)’에서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입양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ALP는 예비입양 부모뿐 아니라, 입양한 부모, 입양 전
문가 등 입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는 ALP의 교육을 받은 후 이 내용을 토
대로 가정 조사를 받기도 한다(ALP 홈페이지, 2017).
우리나라에서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부터 예비입양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고(백경숙·변미희, 2001; 김향은, 2002; 변미희·정혜선, 2006; 변미희, 2007),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중앙입양원’을 통해 예비입양 부모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변미희·안재진·강지현, 2015). 하지만 아직 특수 욕구가 있
는 입양 아동에 관해 다룬 심화된 교육 안과 교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 욕구가 있는 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 예비입양 부모교
육 심화 교재를 개발하였다. 특히, 특수 욕구 입양 아동 중에 최근 우리나라 입양
실천 현장에서 큰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는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관
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교재에는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과 입양 부모의
입양에 대한 예상과 기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아동 양
육의 원리, 입양 아동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교육용 워크
북과 영상 자료, 강의용 매뉴얼 형태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심화 교재
는 입양 부모교육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며, 입양 교육 담당자를 훈련하는 교재
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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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첫째, 예비입양 부모교육 심화 교재용 워크북을 개발하였다. 교육용 워크북은 만 1
세 이상 아동 입양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에 대
한 예상과 기대, 입양 전 알아야 할 사항, 입양과 양육 과정에 도움 되는 사항을 기
술하였다.
둘째, 교육용 워크북을 요약한 교육용 강의 자료와 입양 관련 동화를 재구성한 영
상 교육 자료 등 교육용 참고 자료 시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입양 부모가 자녀 양육에 활용할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시안을 제
시하였다.
넷째, 교육을 진행할 강사가 참고할 강사용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강사용 매뉴얼에
는 심화 교육의 시간 구성과 강의의 주요 초점, 강의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2) 연구 방법과 과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문헌 조사와 질적 조사이다. 먼저, 특수 욕구가 있는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에 관해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고 예비입양 관련 문헌과
온라인 자료를 정리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입양 부모
와 가족,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를 만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회의와 관계자 피드백을 거쳐 심화 교육용 워크북과 교
육 참고 자료, 입양 부모 안내서, 강사용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과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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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방법과 과정
질적 조사는 입양 가족 면접과 아동 양육 시설 실무자 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양 가족 면접에서는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와 아동의 성인 형제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아동 입양과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 방안
을 탐색하였다. 양육 시설 실무자 면접은 아동을 입양 보낸 경험이 있는 실무자에
게 시설 아동의 특성과 아동 입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 해결 방안을 질
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면접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질적 조사 면접 참여자
구분

입양 가족

시설 종사자

입양 관련 주요 정보

입양 부모 1

친생자녀 2명, 4세 남아 입양

입양 부모 2

1세 여아 입양, 8세 남아 입양

입양 부모 3

친생자녀 3명, 5세 남아 입양

입양 부모 4

친생자녀 2명, 5세 남아 입양

입양 부모 5

친생자녀 1명, 1세 여아 입양, 4세 남아 입양

입양 형제 1

친생 형제 1명, 4세 남아 입양

종사자 1

입양기관 종사자

종사자 2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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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조사에서 활용한 면접 질문은 문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진 회의를 통해
개발하였으며, 면접은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이나 집단으로 집행하였다. 면접
당 소요 시간은 1회 2~3시간이었으며, 수집한 면접 자료를 녹취록을 작성한 뒤, ‘지
속적 비교 분석’의 방법으로 핵심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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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비입양 부모교육 심화 교재 개발
특수 욕구 입양 아동: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 중심으로

A. 교육용 콘텐츠 개발

1.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1)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와 특성
전통적 입양은 중산층의 불임 부부가 건강한 영아를 입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만(Rosenthal & Groze, 1990), 오늘날 입양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영아기를 지난 아동도 입양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장
애가 있는 아동, 가정 위탁이나 시설 보호 경험이 있거나 학대나 방임으로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한 아동도 있다(Forbes & Dziegielewski, 2003). 그리고 이러한 아동
은 보통 ‘특수 욕구(special needs)’가 있는 입양 아동으로 부른다. 본 자료는 ‘특수
욕구 아동(special needs child)’을 입양하는 가정의 부모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주로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한다.
특수 욕구 아동에 관한 정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정의가 다른데, 특수 욕구 아동을 정의할 때 공통으로 고려하는 내용은 아동의 나
이와 장애 유무, 형제·자매 유무, 학대나 방임 경험, 입양 가정과의 인종적 차이 등
이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2017 검색). 보통 이러한 특
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입양 가정 아동을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이라고 하며,
입양 실천 현장과 학계에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수 욕구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보통 입양 아동이 심각한 정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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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문제를 겪을 때,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특별한 치료와 지원
이 필요한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로는 반항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와

품행

장애(Conduct

Disorder,

CD),

반응성

애착

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RA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증(Depressive Disorder) 등이 있다(Federici, 1998;
Forbes & Dziegielewski, 2002; Hughes, 1997; Keck & Kupecky, 1995; Smith,
Howard & Monroe, 2000).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는 입양 아동이 입양 전·후에 경험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입양 아동은 비입양 아동보다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환경에 노
출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며, 생부모의 상실과 그에 따른 슬픔,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 등을 경험하므로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다(노혜련·김수영·조소연, 2017).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도 다르다.
입양 아동 대부분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한 편이며, 입양 아동 소수만이
애착 장애나 우울증,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Child and
Adolescent Health Measurement Initiative, 2007). 또한, 입양 아동이 입양 가족
과 안정적으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적 우려와는 달리 특수 입양 아동이 겪는 문제
는 입양 가정의 적절한 양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oneh,
1979, Boyne, Denby, Kettenring & Wheeler, 1984; Kadushin, 1970; Nelson,
1985). 초기에는 입양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문제 행동과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차이는 점차 상쇄되어 성인이 된 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08). 물론, 이는
입양 가족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충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Brooks, 1991).
선진 외국에서는 입양 서비스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입양 전과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McKenzi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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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최근에는 특수 욕구 입양 아동 중 관심의 초점을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에 집중
하고 있다.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을 정의할 때 나이 기준은 다양한데, 특수 욕구 입
양 아동의 나이 기준은 입양을 원하는 가족과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숫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보통 잠재적 입양 아동 수가 적을 경우 나이 기준은 더 높아진다
(Babb & Laws, I997). 오늘날에는 출생 등록제와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낙태
허용 등으로 입양 가능한 신생아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 예비입양 부모는 신생아기
나 영아기를 지나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하게 되
었다(Keck & Kupecky, 2014).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잠재적 입양 아동 수보다 자녀를 입양하려는 예비입양
부모 수가 더 많아지면서, 국내 입양의 경우 여자 아동을 입양하려면 1년 이상, 남
자 아동을 입양하려면 6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체 국내 입양 아동의
14.4%(686명 중 99명), 2014년에는 34.4%(637명 중 219명), 2015년에 38.1%(683
명 중 260명)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한 지 만 12개
월이 지난 아동을 입양할 때, 이 아동을 신생아와 구별하여 ‘연장 아동’으로 부른다
(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 2012; 중앙입양원, 2017).
미국의 경우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는 시대와 배경에 따라 변화하였다. 과거
에는 6개월 이상 된 유아를 입양할 때 특수 욕구 아동으로 간주하기도 했지만, 최
근에는 더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Whiteman, 2003), 일부 기관에서는 학
령기 이상 아동을 특수 욕구 아동으로 보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Babb
& Laws, 1997; Howe, 1998). 이러한 기준은 주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기준은 주마다 만 1세부터 12세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Illinois 주에
서는 만 1세 이상 아동을 특수 욕구 아동으로 정의하지만, California 주와
Michigan 주에서는 3세 이상, Connecticut 주에서는 8세 이상, Kansas 주에서는
12세 이상 아동을 특수 욕구 입양 아동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2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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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욕구 입양 아동을 정의할 때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기도 한다. 즉, 아
동의 인지 발달과 초기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데
는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전제하므로 생후 1년 또는 3년의 시기를 벗어난 아동을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범주에 포함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 Kagan(1966)은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를 생후 6~16개월 사이로 보
았고 18개월에서 3세 사이에 인지 발달과 초기 사회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했
다. 한편, 애착 이론은 아동은 양육자와 주로 생후 1년간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며
(Bowlby, 2008), 대상관계이론은 아동이 탄생 후 어머니와 공생과 분리, 개별화 과
정을 겪는데 이 과정은 보통 생후부터 3세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Mahler,
1975). 결국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개념은 나이가 들어 입양한 아동에게는 특수한
욕구와 문제가 있고 어린 아동보다 입양 가정에 더 적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
해서 생겨난 것이다. 실제로 아동의 나이는 입양 가정 내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다(Barth & Berry, 1988; Festinger, 1986,
1990; Partridge, Hornby & McDonald, 1986).
하지만, 신생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이 신생아기에 입양한 아동보다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더 겪는 것을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입양 아동
적응 문제는 입양 전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늦은 나이에 입양될수록 부정
적인 경험을 했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보통 만 1세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생부모
와 헤어진 후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거주지와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
을 가능성이 크며, 양육자의 학대와 방임이 있었을 때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기간
이 더 길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을 입양할 때는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발달
배경이 입양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은 나이에
입양되었어도 입양 전 경험이 안정적이고 입양 부모가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입
양하면 적응에 어려움이 덜 할 수 있다(노혜련·김수영·조소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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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1)
입양 아동은 모든 사람이 수행하는 발달 과업 외에 ‘입양됨의 이해’라는 독특한 과
업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박인선, 1997; 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3). 입양 아동은 입양 시 나이나 발달 정도에 따라 자신의 입양됨을 수
용하는데 차이를 보인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의 적응을 도우려면 입양 당시 아
동의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입양 부모의 입양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는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이 발달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과 특성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영아기 때 입양한 경우, 걸음마기 때 입양한 경우, 또 유아기 때 입양, 그 다음
에 학령기 때 입양…. 그 때에 가지는 아이들의 특성이 분명이 있다구요. 부모한테 충분
히 받지 못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겪는 정서적인 그런…. 결핍에서 나오는 특
성들이 분명히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미리 공부를 시켜주는
게. (입양 부모 3)

본 자료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과 Piaget의 인지 이론을 토대로
입양인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입양 아동의 발달은 개인마
다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순서도 다를 수 있지만, 본 장에서는 입양 아동이 경험하
는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이 부분은 노혜련·김수영·조소연(2017)의 ‘입양 사후상담 매뉴얼 연구’의 내용을 정리, 수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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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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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는데, 입양인의 입양 부모에 대한 신뢰 정도는 이후 입양
됨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발달 단계상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인 영아기 아동은 다양한 감각 자극과 운동 경험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사물과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신뢰감을 형성
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신감을 형성한다.

생후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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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다. 아기는 이미 출생 순간부터 생모를 알아차린다. 이 시기 생모와 단절된 아
기는 ‘원초적 상처(primal wound)’를 입게 되며, 이 상처는 입양인의 상실감과 기
본적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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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 이때, 영아는 말을 하지 못
하므로, 분리의 충격과 환경의 변화에 몸으로 반응을 보이곤 한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영아는 보통 수면이나 수유 문제를 나타내는데, 잠을 자지 않거나 악몽을 꾸고,
너무 늘어져 잠을 자고, 먹지 않거나 토하고, 배탈이 나거나 설사하기도 한다. 발달
이 더디고 생기가 없는 아이도 있고 자주 아프거나 다치고 체중이 줄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한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시기에 따른 아동의 반응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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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후 2개월 전에 입양한 아동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이내에 입양되면, 입양 가정에 적응하는 것이 다른 나이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이 시기의 아기는 입양 부모가 세심하게 돌보면, 큰 문
제없이 부모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입양 부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기의 일상을 입양 전과 다름없이 유지함으로써 아기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애착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아기를 자주 안아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아기는 부모의
체취와 용모, 소리, 손길, 안아줄 때의 리듬이나 자세 등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낀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② 3개월~5개월에 입양한 아동
생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아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돌봐주는 주 양육자의
존재를 알아보며, 더 자주 미소 짓곤 한다. 영아는 자신을 주 양육자와 하나로 인식
하므로 양육자의 존재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양육자가 있을 때, 세상을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으로 여긴다. 이 시기에 입양한 아기는 양육자의 변경에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관계는 보통 아동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따라 형성되므로, 입양 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고 돌보면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양 아동은 대부분 잘 적응한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이때, 아동을 입양한 후 3개월 이상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동을 입양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명의 성인이 아동을 보살피는 양육 시설
에 있었거나, 방임된 아동은 입양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입양 전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불안정했던 아동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보채거나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이런 아동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안정을 찾
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몸을 흔들어대곤 한다. 만약 아동이 몸을
흔들고 있으면, 입양 부모는 아동의 등을 문지르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좋다.
아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신생아에게 하듯 아이를 느슨하게 담요에 감싸서 수유하
는 자세로 안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Fletch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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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6개월~18개월에 입양한 아동
6개월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낯선 환경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다양
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하게 울거나 전혀 울지 않기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두드리거나 머리를 흔들어 대기도 한다.
또한, 생후 6~7개월 무렵이 되면 보통 낯가림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 아동은 낯선
사람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울거나 낯선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려 한다. 이때, 아동을
입양하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에게도 더 심하게 낯을 가릴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 데려오기 전, 아
동이 입양 전에 살던 친숙한 환경에서 우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 아동을
돌보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이 급격한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동
을 데려온 후에도 입양 전 생활과 비슷하게 일정을 짜서 아동을 돌보고 아동이 좋
아하고 최근에 배운 놀이를 하면 좋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
지성 역, 2006).
9개월에서 18개월 아동은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아동이
모험을 떠났을 때, 아기는 자신이 탐험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여러
차례 엄마를 되돌아보거나 엄마에게 되돌아온다. 입양 부모는 아동이 세상을 탐색
하는 즐거움과 자신감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입
양한 아동은 탐색의 즐거움보다 부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입양 부모는 아동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해주어야 한다. 아동이
탐색을 떠났다 돌아와 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때, 주 양육자가 그 자리에 없거나 부
모가 아동의 탐색이나 성취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동의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 반
대로 극단적인 과보호는 아동에게 즐거움과 자신감보다 좌절과 두려움을 줄 수 있
다.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나아갔다가 돌아오면
포옹과 미소, 격려의 말 등으로 아동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④ 18개월~24개월에 입양한 아동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에 입양한 아동은 입양 가정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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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며, 입양 부모도 이 시기 아동을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을 표현하곤 한다. 이
시기 아동은 입양 전 양육자에 대한 기억이 있고 양육자와 어떤 형태로든 애착 관
계를 형성한 상황이다. 이들은 입양될 때 기존 양육자를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
며, 그 두려움이 현실로 된 것에 큰 충격을 받는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의 인지 능력과 언어 수준은 입
양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에 미흡해서, 부모가 입양 사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이 다른 아동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이
루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Fletcher, 2009). 이런 상황에서 입양 부모는 아동
이 상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이 시기 아동은 또 버려질
수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에 입양 부모에게 심하게 집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계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아기는 칭얼대거나
이유 없이 계속 울기도 하는데, 놀이와 즐거움을 경험하는 낮과 달리 밤에는 두려
움이 커져서 잠을 자지 않고 더 보채기 쉽다.
이 시기에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입양한 아동은 일상적인 좌절과 실패에 과도
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한다. 또한, 잇따른 상실에서 자신을 보
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발달하고 때로는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영아기 아동이 부정적 행동 문제를 보일 때, 이것이 단지 아동의 발
달이나 부모의 양육 문제인지, 아니면 입양 아동의 상실에 관한 문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처하는 부모의 방법은 같아야 한다. 이
시기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함’이며, 부모의 애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입
양 아동은 부모가 화났을 때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한
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또한, 영아기 아동을 입양한 입양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아의 기본적 욕구
를 즉각적이고도 일관되게 충족함으로써 입양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아
동을 자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등의 신체 접촉은 아동을 안정시키고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동을 돌보는 일은 부모와 아동 간
애착 형성의 기회가 되며, 아동은 규칙적인 일상에 접하면서 가족의 전통과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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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익히고 부모는 부모로서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다(Wicks-Nicholls, 2017). 영아
기 입양 아동을 돌보는 데 유용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 아동 입양 시 유용한 지침
1. 아기의 감각을 활용한다. 아기가 처음 올 때 입었던 옷을 빨지 말고
잠자리 근처에 두어 친숙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좋다.

2. 과도한 눈 맞춤을 피한다. 이런 경우 아기가 먼저 멀리 보거나 눈을
감는 등의 반응을 할 것이다.

3. 조용히 말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영아는 갑자기 움직일 때 놀랄
수 있다. 가능하면 아기가 머물던 방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아기를 안
아준다. 초기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방문자가 이 시
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 등도 차단하는 것이 좋다.

4. 아기를 안아준다. 많이 안아준다고 아기를 망치는 것은 아니다. 아기
띠 등을 활용해 아기를 안는 것을 쉽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5. 아기에게 이야기한다. 아기를 안거나 먹일 때,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6. 아기의 울음에 즉시 응답한다.
7. 아기의 행동을 따라 한다. 자연스럽게 아기 행동을 따라 하여 아기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까꿍 놀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아기가 울 때 함께 있어 준다.
출처: Caughman & Motley, 2017.

애착 관계 형성은 단지 욕구를 충족했는지 뿐 아니라, 욕구 충족 방식에 따라 달
라진다. 입양 아동에게 수유하거나 밥을 먹일 때, 혹은 기저귀를 갈고 잠을 재울
때, 입양 부모는 아동을 안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눈을 맞추면서 말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면서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를 행복한 감
정과 연결하게 되며, 행복의 원천인 입양 부모와 더 가까이 있으려고 미소를 짓거
나 울거나 옹알이를 하거나 따라가는 등의 ‘애착 행동’을 하게 된다(정옥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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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이 입양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면, 이는 세상 전반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
장한다(Erikson, 1968).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보챌 때 달래기도 쉽고 좀 더
자라서는 부모와 떨어지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으며,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는 경우
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이런 아이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므로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들과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2) 유아기(Toddlerhood: 2~7세)

[주도성 대 죄책감(Initiative vs. Guilt)]
유아기 아동은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활동하면서 주도성을 습득한다.
이 시기 입양인은 입양에 관해 많이 질문하며, 이를 부모가 억제하거나 불편해하
면 죄책감을 느낀다. 인지 발달 단계상 ‘전조작기(preoperational stage)’인 이
들은 입양 부모와 자신의 외모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실제와 환상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egocentric thought)한다. 유아기 입양인은 보통 입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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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신체나 성, 출생에 관해 궁금증이 많아진다(정옥분, 2014). 입양 아동은 ‘자기
가 누구를 닮았는지?’, ‘생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등을 질문
하기 시작한다(ALP, 2017c 검색). 그러나 유아기 아동은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더라도 입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기 아동이 자신
의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가족을 이루는 방법에
는 출산과 입양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는 피상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다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2016). 이 시기 아동은 ‘자기중심적 사고(egocentric
thought)’를 하며, 주변 세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가 느끼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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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예로, 서너 살 아동에게 ‘모든 아기는 입양되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
고 대답한다(Brodzinsky, Singer & Braff, 1984; 노혜련, 2000). 아동은 자신이 들
은 것을 중심으로만 의미를 해석하므로, 입양 부모가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해주면 ‘입양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생부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부모는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곤 한다. 유아기 입양 아동은 친구에게 입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입양 아동은 자신을 ‘입양아’라고 부르고 자신과 사는 부모 외에 다른 부모가 있다
는 것을 듣지만, 그 의미에 관해 실질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Brodzinsky, Schechter & Henig, 안재진 역, 2004). 일반적으로 이 나이 아동의
입양에 관한 인식은 부모를 통해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결합한 ‘자기표식
(self-label)’ 정도이다(Singer, Brodzinsky, and Braff, 1982). 이 시기 아동은 자
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이 ‘나쁜 아기’이므로 생부모가
자신을 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이 나쁜 아기였다고 믿는 아동은
자신이 나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이런 아동은 자기 모습을 그릴 때
신체적 장애나 상처가 없더라도 손상된 신체를 그리곤 한다. 그래서 이 시기 입양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든 창피를 주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아동의 외모와 행
동을 자주 칭찬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아동이 다섯 살쯤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느끼거나 이해한다는 것을 알
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기
시작하며, 구체적으로 가족은 어떻게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
는지를 궁금해 한다. 입양 아동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가족을 관
찰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간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7 검
색; 노혜련, 2000).
또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단계에 따르면 ‘남근기(phallic stage)’에 해당하는 이
시기 아동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발달
단계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입양한 아동의 경우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진정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다. 프로이드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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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에 아이들은 동성 부모보다 이성 부모와의 강한 유대와 애정을 갈망하는 특징
이 있다고 한다. 남아는 어머니를 최초의 애정대상으로 추구하고 아버지를 경쟁자
로 인식해 적대감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Oedipus complex)’라고 한다. 이 시기에 여아에게는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과 애착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가 나타나기도 한다(정옥분, 2014; 박성연, 2013). 약 3~5세에 입양한 아
동이 부모 중 한 쪽에만 지나친 애정 또는 거부를 표현한다면, 이것이 발달 단계상
의 문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 살 이상 아동은 가족을 형성하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입양과 출산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든 아이가 출산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출산뿐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입양되려면
먼저 생부모가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입양 아동은
입양을 통해 가족을 얻은 동시에, 다른 하나의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이 시기에 입양
한 아동은 이러한 자신의 혼란과 불안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입양 부모는 아동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입양 가족의 형성에 관해 설명해주어야 하고, 아동이 자신이 느
끼는 상실감을 충분히 애도하게 도와야 한다. 다음은 유아기 아동을 입양할 때 고
려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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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아동 입양 전 고려할 사항
• 아동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입양 아동은 입양 전 방임이나 시설 보호
의 결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다.

• 부모의 건강은 양호한가? 움직임이 많은 유아기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
려면 건강과 체력이 필요하다.

• 아동의 극단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가? 입양 초기에 유아는 몇 시
간 동안 울거나 분노하고 떼쓰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입양 부모는 인내
심이 필요하다.

• 지원체계가 있는가? 유아를 돌보는 데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
면 큰 도움이 된다.

• 집에 다른 자녀들이 있는가? 다른 자녀가 입양 아동에게 어떻게 반응할
지 미리 생각해보고, 다른 자녀도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출처: Green, 2017.

(3) 아동기(Childhood: 8~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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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아동이 입양되는 것은 단지 새로운 부모와 새집을 얻는 것이 아니다.
‘새로움’의 목록에는 새 친구와 새 학교, 새 교사, 새 규칙, 새 책, 새 문화가 포함
되므로 잃어버리는 것에 관한 슬픔이 다른 시기 아동보다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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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man & Motley, 2017). 또한, 이때는 자신의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
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다른 상황,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입양의
의미에 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 즉, 입양으로 가족을 얻었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Brodzinsky, Smith, &
Brodzinsky, 1998).
이 시기 아동이 자신에게 생부모와 입양 부모, 두 쌍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이해
하는 것은 입양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은 영구
적인 줄 알았던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입양 가정에서 다
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역설적으로, 아동이 입양 부모와 형성한 애
착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생부모가 자신을 포기한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기도 한
다(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Brodzinsky, Singer, & Braff, 1984).
아동기 입양인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
으로 사고하지만, 추상적인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Beck 저, 이종숙 외
역, 2015). 이 시기에 입양한 아동은 입양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입양 부모가 자신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생부모
가 자신을 키웠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입양 부모를 비난하기도 한다(Van Gulden &
Bartels-Rabb 저, 안재진·권지성 역, 2006; Rosenberg 저, 이윤로·이미선 역,
2007). 어떤 아동은 입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입양 아동은 두
쌍의 부모를 놓고 충성심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는데, 충성 아니면, 배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도 하며, 이때, 입양 부모와 생부모 사이에서 충성심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아동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입양 아동은 뚜렷한 이유 없이 울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입양 부모를 자극
하고 화나게 하는 반항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입양 아동이 반항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생부모에게 버려진 이유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재연함으로써 입양 부모의 인
내심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변미희 외, 2014; Rosenberg 저, 이윤로·
이미선 역, 2007).

지금도 얘가, ‘엄마가 나를 안 내칠까?’ ‘엄마가 나를 품고 갈까?’ 이거를 시험하는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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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지금도. 근데 저도 얘한테 시험했던 게 뭐냐면, 요 녀석이 엄마가 찾나 안 찾나 계
속 해보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엄마한테 “○○아, 혹시 엄마가 너를 찾니
안 찾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입양 부모 4)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야. 도망가 있으면서. (입양 부모 3)

반대로 입양 아동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억제한 채 내
성적이고 고분고분한 아이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아동은 문제를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이 입양 부모
에 대한 안정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
문에 자기감정을 감추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Soll & Buterbaugh 저, 오혜
인 외 역, 2013).
이 시기에 입양한 아동에게는 자기감정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는 언제든지 아동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음을 전달하고 아동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입양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게 도와야 한다
(Brodzinsky & Pinderhughes, 2005). 이 나이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 부모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 아동 입양 시 유용한 지침

• 아동이 입양 가정의 습관과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아동이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낸 것에 관해 알아보고 아동
이 이전에 생활했던 방식을 일부라도 보존해주는 것이 좋다.

• 먹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맛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은 익숙한 음식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리해 맛보게 하는 것은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 아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입양 아동과 함께 놀고, 음식을 먹
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좋다.

• 작은 일에 힘 빼지 않는다. 아동이 상실 문제로 힘들어할 때 생활 습관
문제를 지적하거나 다투는 것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

• 가족모임을 한다. 가족이 하는 일과 아동의 강점 등을 토론해본다.
• 가족사진을 찍는다.
출처: Caughman & Motl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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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기(Adolescence: 14~19세)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
이 시기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다. 먼저 자기 가족
과 동일시한 후 자신과 다른 점을 탐구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간다. 입양 청
소년이 비입양 청소년과 다른 점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려면 생부모와 입양 부
모 양쪽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양 청소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
서, 자신의 혈통과 생부모의 임신 과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 인지
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인 이 시기 입양인은
추상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므로,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더라도 입양 과정에
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 전부터 입양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Adopt US Kids, 2016).
입양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입양 아동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ENGAGE'
라는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NGAGE
E: Explain what permanency means(영속성 즉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라).

N: Not a one time conversation, but an ongoing discussion(일회성
대화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라).

G: Give youth opportunities to explain their feelings about
adoption(청소년에게 입양에 관해 느끼는 감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라).

A: Ask youth who they feel connected to(청소년에게 누구와 가깝게
느끼는지 물어라).

G: Give youth choices so they can practice self determination
(청소년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실천할 기회를 주어라).

E: Explain their options and help them understand the pros and
cons(청소년에게 선택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도와라).
출처: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Adopt US Ki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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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청소년에게 영속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은 입양 가정의 가족 관계와 유대 관
계가 일생 지속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입양 가족은 입양 시점부터 법적, 사회적, 심
리적으로 영속적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설명을 포함한 입양 관련 대화는 한 번으
로 끝내면 안 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때, 입양 부모는 청소년에게 ‘영속
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할 수 있으며, 열린 마음으
로 입양 청소년이 입양에 대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도와야 한다. 또한,
‘입양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과거나 현재 삶에서 자신을 지
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등
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입
양 부모는 선택할 주제의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선택에 관한 권
한을 부여해야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Adopt US Kids,
2016).
한편, 이 시기에 입양되는 아동은 발달 단계상 겪는 정체감 혼란과 입양 사실이
연결되어 강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은 부모의 반응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규칙 위반이나 거친 행동, 관습에 어긋난 머리나 옷차림 등 반항적인 행동을 시도
할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은 대부분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지만, 입양 아동은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ALP 홈페이지, 2017d 검색). 그래서 보통 이 시
기 입양 아동과 부모의 관계는 평온하지 않다.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에 화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멸시와 증오를 표현하기도 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누가 나를 키
우라고 했나요?”라고 소리칠 수도 있다. 이때 부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회의감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입양 청소년의 분노는 자신의 감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입양 청소년은 입양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자신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싶어 한다. 입양 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자신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
을 절대 원치 않으며, 오히려 부모가 계속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며, 이야기를 들
어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기대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때 부모가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부모 자신이 화
를 참기 어렵다면, 잠깐 자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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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규칙의 수를
줄이고 단순화하되 중요한 규칙은 꼭 지키도록 ‘폭넓은 한계선’을 두어야 한다(ALP
홈페이지, 2017d 검색).

4)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만 1세 이후에 입양한 아동의 일부는 생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입양되지만, 보통은
생부모 분리 후 아동 양육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살다가 입양된다. 아동이 생부모와
분리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외국에서는 대부분 아동 학대나 방임의 이유로 생부모
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동 복지 체계에 유입된 아동이 많지만(Brooks, 1991), 우리
나라는 주로 미혼모 출산이나 가정 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생부모와 분리되어 공
공의 보호를 받는다(김은정, 2014; 허남순·이혜원, 2006). 이러한 과정에서 입양 아
동은 입양되기 전에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출생 가족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여러 번 위탁 가정과 시설을 옮기면서 거주
지와 양육자가 바뀌기도 한다. 이때 입양 아동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잔재를 안
은 채 입양 가정에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Matloff, 2015; Whiteman, 2003).
시설 아이는, 갔는데, 눈치 보는 거지. “나 좀 줘”, “이거 나 줘”, 이러면 되는데, “먹어도
돼요?”, “주세요.” 그리고 몰래 먹는 거지. 근데 몰래 먹는 게 아니구요, 진짜 미안해서
살짝 먹는 거거든 얘는. 근데 양부모님은 살짝 먹는 거 생각 안 하죠. 왜 줄 땐 안 먹고….
그게 반복이 되면 얄미워져. (종사자 1)
그 눈치 본다는 게 제일 괴로운 거 같아요. 엄마들도 너무 싫대요. 본인이 눈치 보게 하면
서 왜 눈치 보냐는 거야, 눈치 보게 만들면서. 그게…. 한 대 때릴 때,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우리 꼬맹이 때리면 “엄마 나 왜 때려” 이러는데, 연장아일 경우는 ‘어…. 나 때렸
어…. 미워하는 거 같아, 싫어하는 거 같아, 나 집에 가도 돼?,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냐? 나 오지 말라고 때린 거 아냐? 근데 나 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대요. (종사자 1)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상실’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꼭 만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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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양 아동만의 경험은 아니며, 모든 입양 아동이 겪는 문제이다. 그러나 입양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아동은 입양 전 부정적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상실의
경험이 더 많거나 그로 인한 상처가 더 클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입양 아동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과 정서에는 ‘상실’과 ‘슬픔’,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실(Loss)
입양 아동은 대부분 양육자의 상실을 경험한다. 양육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본능
적 욕구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는 매우 크고 이것은 아동의 전반적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생부모와 헤어진 뒤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한 경우가 있고, 생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방임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
다. 이런 아동도 양육자와 헤어지는 것은 큰 충격이며, 오히려 분리 경험을 반복함
으로써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입양 아동은 위탁 가정이나 시설을 떠나면서 큰 상실감을 느낀다. 위
탁 가정과 시설은 아동이 생부모와 분리 후 새롭게 적응한 곳이며, 위탁 부모와 시
설 종사자는 아동이 애착 관계를 다시 맺은 주 양육자이기 때문이다. 위탁 가정이
나 시설에 있던 아동이 입양되는 것은 입양 아동 입장에서는 어렵게 다시 애착 관
계를 형성한 주 양육자와 이별하고 익숙한 상황을 다시 떠나야 하는 재분리 상황이
며, 어떤 아동은 이런 상황을 납치당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Motley & Caughman, 2017).
입양 아동의 상실은 다른 집단의 상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의 상실은 그 대
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며(Boss, 2007), 그래서 이를 모호한 상
실(ambiguous loss)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의 죽음에서 비롯한 상실은 상실한
존재와 상실 시점이 분명하지만, 입양 아동은 그렇지 않다(Russell, 2000). 입양 아
동은 실제로는 있지만,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실을 겪거나, 반대로 마음에는 존
재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상실을 경험한다. 입양 전 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상실을 경험할 때
가 많다. 입양 아동은 입양으로 생부모와 헤어지는 상실을 겪지만, 어디엔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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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아동이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다 입
양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이 더 모호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아동이 입양으로 형제·자매와 분리되는 상실감도 매우 크다. 아동은 자신의 형제·
자매, 조부모 등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등과 헤어진 것을 세상이 붕괴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익숙한 집,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시설에 살던 아동은 시설의 다른 아동과 형제 같은 관
계를 맺게 되는데, 이들과 헤어지는 것 역시 형제·자매를 잃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통일 수 있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2) 슬픔(Grief)
상실은 다른 감정을 수반하곤 한다. 입양 아동은 슬픔과 분노, 불안, 죄책감, 수치
심, 배신, 열망, 절망을 느끼게 된다. 입양 아동의 슬픔은 생부모의 상실에서 비롯
된 것으로, 사건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종료한 일이지만 그와 관련한 감정은 오랜
시간 남아 있다. 슬픔은 작아졌다 커졌다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없어진 것 같다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노혜련·김수영·조소연, 2017). 입양 아동
의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어떤 때는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에게 애정과 지지를 줄
때 드러나서 입양 부모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특히, 신생아기 입양 아동은 자신의 슬픔을 울음이나 신체 반응 등으로 표출하지
만,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은 이를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유아기 이후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입양 부모에
게 슬픔의 감정을 말하거나 그 원인에 관해 질문하기도 한다. 이때, 입양 부모는 생
부모와 헤어진 슬픔에 관해 입양 아동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으며(이미
선, 2008), 입양 아동이 애도 과정을 충분히 거쳐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도와야
한다. 애도에는 네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
째는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며, 셋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넷째는 상실한
대상에 매이지 않고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Eldridge 저, 라떼 역, 2016).
하지만, 입양 아동의 슬픔은 상실의 대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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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Boss, 2010). 또한, 입양 부모가 보여준 생부
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입양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애도하기 어
렵다. 애도하지 못한 입양 아동은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입양 아동
이 상실과 관련한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
정적 정서가 더 커져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Boelen & Van den Hout,
2008).

(3)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Experience of a break in genetic continuity)
입양 아동은 자신의 유전적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며, 이 과정에서 ‘유전적
당혹감(genealogical bewilderment)’을 느끼기도 한다. 유전적 당혹감은 자신의 생
물학적 부모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말한다
(Sants, 1964). 입양 아동이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유전적 정보를 모르면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입양 부모가 아동의 탄생이나 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자녀에게 전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경우에는 입양 전 아동의
경험이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더 신중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
기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아동의 입양 전 가족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입양되기 전
아동이 살았던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라이프 북(life book)'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는데, 라이프 북에는 아동의 출생부
터 현재까지 삶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둘 수 있다.

5)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입양 아동이 ‘상실’과 ‘슬픔’,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 경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른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거나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
세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신생아 때 입양한 아동보다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
이 늦을 뿐 아니라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심리 사회적으로 부적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권지성, 2004; Barth & Berr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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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s, 1991; Festinger, 1986, 1990; Partridge, Hornby & McDonald, 1986).
Jones(1997)는 입양 아동이 비입양 아동보다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두
배 정도 높다고 했으며,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신생아 때 입양한 아동보다 신생아
기 이후 입양한 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행동을 보이고 적응과 인지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Brodzinsky & Brodzinsky, 1991; Levy & Orlans,
2000a; Smith & Brodzinsky, 2002), 또한, 위탁 가정이나 시설에서 입양한 아동
은 일반 아동보다 행동 문제나 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세 배 정도 높으며, 다른
입양 아동보다는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이는 전반적 신뢰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를 상실하거나, 주
양육자가 바뀌는 등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입양
이전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 내면에 분노와 불안, 공격성 등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이는 이후 성장과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다(권지성, 2004; 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
혜원, 2011). 또한, 생부모가 친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감정적
인 혼란과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므로, 신생아기나 영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이 입
양 가정에 소속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것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혜정,
2005).
유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며, 입양
초기에는 보통 매우 활발하게 행동하곤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의력이 짧고 우
발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 파괴적 행동을 하기도 하며, 다른 아동과 자주 싸우기
도 한다. 또한,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입양 부모가 자신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입양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이 외에도 더 심각한 애착 문제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이 있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이러한 문제는 모든 입양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신생아기가 지난
아동을 입양할 때 더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
움은 부모가 아동에게 관심을 두고 애정을 기울이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없어
지기도 하므로, 입양 아동의 행동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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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문제가 드러난 모든 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입양 부모
는 아동의 나이와 증상의 심각도,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 그러나 폭력이나 학대, 성적인 문제 등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도 있다
(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또한,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가 오래
지속하거나 점점 악화하면, 입양 부모는 아동의 교사 등과의 대화를 통해 더 자세
히 알아보아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생활 문제
입양 아동의 상실과 슬픔의 증상은 다양한 생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생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신생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이 겪는 생활 문제
• 과도한 관심 끌기와 관계 문제
• 감정 조절 문제와 부적절한 상황 대처(놀람, 불안, 우울, 분노)
• 반항 행동과 문제 행동(규칙의 무시, 반항, 거짓말, 도벽, 폭력, 파괴 행위, 자
해, 동물 학대 등)
• 식사와 수면 문제
• 퇴행
• 학습 문제
• 입양 관련 주제에 대한 회피나 거부
출처: 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① 과도한 관심 끌기와 관계 문제
입양 아동은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며, 부모의 주의를 끌려고
울거나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입양 초
기에 주로 나타나며, 입양 아동은 자신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시험
하려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과잉 행동을 하는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의 관심을
받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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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기도 한다. 이는 아동이 입양되기 전에 맺었던 관계가 모두 단절되었으므로 입
양 부모와 관계를 맺은 후 다시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고혜정, 2005).
입양 아동이 관계에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입양 부모뿐 아니라, 친구나 교사
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입
양 아동 중에는 외출했을 때 가족을 남처럼 대하고 낯선 사람에게 더 친한 체 하기
도 하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기고 먼저 뽀뽀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기
도 한다(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다른 형제·자매나 또래 아동에게 어른
들의 관심이 쏠릴 때는 이상 행동을 통해 관심을 받으려 하기도 한다(고혜정,
2005).

한 달 쯤 지났을 때 미림이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워낙에 예쁘게 생기고 눈
웃음도 많아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예뻐해 주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
의 행동이 심하다 싶은 정도로 안겨 붙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지가 먼저 뽀뽀를 하고 살
을 비비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거였다. 특
히 남자에게 더욱 심하게 보여 지는 행동이 나를 너무 당황스럽게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 모르는 남자랑 같이 타게 되면 특유의 애교로 인사하며 그 사람의 손을 잡기도 하고
음식점에서는 다른 테이블에 앉는 남자가 자기를 쳐다 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기도 하
고 그 테이블 주변에서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눈길이 마주치고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면 유난스런 눈웃음과 애교로 다가가서 안기고…. (고혜정, 2005: 42).

“엄마 가!” 그러니까 말로는 엄만데, 보육사인거야. “엄마 가!” 거기서 오는 그, 좌절감?
배신? (일동: 웃음. 입양 부모 2: 나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죠? 그게 엄청 오래 갔어요. 그
리고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집에 애를 맡기잖아요. “○○야 엄마 왔어, 집에 가자~” 하면
“엄마 가. 여기서 살거야.” (입양 부모 3: 잘해주거든, 잔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처
럼. (입양 부모 1)

② 감정 조절 문제와 부적절한 상황 대처
입양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아동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극도의 분노 폭발로 이어지기
도 한다. 특히, 입양 전 상처가 큰 아동은 항상 듣고 살피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곤
하며, 늘 긴장되어 있으므로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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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은 직접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없더라도 항상 느끼던 것을 유지하려고
일부러 ‘위험 감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생부모와의 이별이나 학대
등으로 고통 받았던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걱정하면서 늘 경계 상태로 지낸다.
그러다가 긴장 수준이 극대화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해하
거나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는 등 위험 감수 행동을 한다
(Goodyear-Brown 저, 유미숙·이상희·홍라나·김세영 역, 2012). 자해하는 것은 아동
이 정신적 괴로움을 육체적 고통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러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때가 많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이게 본능이잖아요. 뭐가 오면은 이렇게 피하는 게 본능인데, 얘는 본능이 작동이 안 되
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기에. 동생들도, 동생들 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피하면서 애들은 서. 근데 얘는, 막 밤에도 차가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오
면, 라이트를 보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혼도 나고…. “차에 치인다, 사고 난다, 너
다쳐.” 이런 상황을 보고 엄마가 너무 놀래 가지고 와서 숨을 못 쉬고 우황청심환 먹고 이
런 상황들을 보잖아. 근데 매번 그래. (입양 부모 3)
야단맞고는 돌아서서 흥얼흥얼 노래 부를 때, 엄마에게 반항하고 고집부리다가 아빠가 오
면 순한 양처럼 가슴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 엄마
라고 부르며 팔 벌리고 안겨서 내가 가자면 징징거리며 고개를 저을 때, 큰아이(실제로는
같은 나이)와 다투다 불리하면 자기 팔을 깨물어 이빨자국을 내어가지고 오빠가 한 것처
럼 꾸밀 때, 똥이 바지에 흘러내려도 응가 안한다고 고집부리고 울고 섰을 때…. ‘연장아
입양하면 본래 그런 거라는 걸 누가 알려줬더라면 맥 빠지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져서 가족
관계 마저 위기로 빠뜨리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혜정, 2005: 43).

한편, 매사에 짜증이나 화를 내는 입양 아동도 있다. 또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안을 느끼고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커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어떤 입양 아동은 울어야 할 때
웃거나 그 반대로 행동하는 등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해서 입양 부
모를 당황하게 만든다(고혜정, 2005). 따라서 입양 부모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잠깐이라도 방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할까 봐 늘 불안해하기도 한다(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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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만나건, 다른 집에 가건, 어디 외출을 하건, 마트를 가건, 식당을 가건,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일동: 나도. 나도.) 일일이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고, 일일이 시켜야
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중
략)… 길을 가다가도 차가 오면 피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엄마 손 잡고 가다가도
뭐가 꽂히면 무조건 뛰어가. 갑자기 엄마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저도 택시 기사님한테
욕, 무지하게 혼났어요. (입양 부모 1)
○○이가 이제 오면서 자기 뭐 좀 사달래요, “○○아 내가 지금 지갑이 없어, 돈을 안 가
지고 와서 너를 못 사줘~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 오는데 아주 데굴 데굴 데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웃음) 애가 막 이렇게 과잉반응을 하는데, “그래,
너 여기서 울어~ 나 갈게~” 이렇게 가면은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가요~ 다시 오죠. (입양 형제 1)

③ 반항 행동과 문제 행동
입양 아동의 분노는 반항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규칙을 무시하거나 부모나
다른 어른에게 도전하기도 한다. 또는,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
동물을 때리거나 자해하는 등 파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심리적 불안에
대한 대처 반응이거나, 입양 부모의 관심을 끌거나 애정을 시험하는 행동일 수 있
으며(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아동은 자신이 화나 있고 슬프다는 것을
이러한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만 4세 이상 입양
아동은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이나
돈을 친구의 관심을 끌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혜정, 2005).

그리고 뭐 달라거나 “해 주세요”를 못하는 거지.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발을 붙이
기가 힘든…. 그러니까 훔치는 거야. 돈도. 그냥 훔쳐서 사먹는 거야. (입양 부모 5)

거짓말은 20개월 이후에 입양한 아동에게 자주 나타나는 일인데, 입양 아동이 거
짓말하는 것은 입양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아동이 혼나거
나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고 사용하는 대처 방식일 수도 있다(ALP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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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2017a 검색). 때로는 입양 전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비입양 아동
보다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혜정, 2005).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을 즉각적으로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때는 우선 아동이 문제 행동을 드러낸 속마음을 이해해주고 충분히 공감해줘
야 한다. 그러나 아동이 감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겪을 피해에 관해서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는 아동
이 사회에서 용인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야 한다.

내가 그 아이들 다 품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도벽 하
고, 거짓말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해도, 엄마가 믿어준다는 거야. 아이한테 “그래도 엄
마는 너를 믿는다. 니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입양 부모 1)

이러한 반항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오랜 기간 자주 반복되고 심화하면 ‘반항 장애’
나 ‘품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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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 장애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 양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나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또래보다 문제 행동
을 더 자주 하는 장애를 말한다. 대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함께
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서 나타나는 충동성과 과잉행동은 반
항 장애 아동의 반항과 분노를 증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항 장애 아동
은 영아기 때부터 까다롭고, 달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반항적인 행동은
먹기, 잠자기, 대소변 훈련 때 많이 나타나고, 심한 분노 발작이 함께 일어
나기도 한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방을 깨끗이 정돈하는 것, 목욕하는 것,
제시간에 잠자는 것, 말대꾸하는 것, 숙제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싸움이 자
주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① 권위자에 대한 비협조적, 반항적, 적대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② 자주 화를 내고 어른과 다투고 어른의 규칙을 어기며, 어른의 요구를 거
부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
③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종종 감정적이고 화가 나 있으며,
분노와 악의에 가득 차 있다.
④ 일부는 가벼운 신체적인 공격을 하기도 한다.
⑤ 매우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자주 한다.
⑥ 빈둥거리고 꾸물거리는 행동을 한다.
⑦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
⑧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이 가정에 국한해서 나타나고
학교에서는 수동적으로 저항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한다. 심해지면
교사와 같은 다른 권위자에게도 반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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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장애

타인의 기본 권리나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과
관련된 장애이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파괴와 사기 혹은 절도, 심각
한 규칙 위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일탈 행동이며 법
률적으로는 비행에 해당하고, 특히 형법과 관련해서는 범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애는 대부분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약물 남용 등과 함께 나타나며, 18세 이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1
년 이상 계속되면 품행 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① 위협·폭력·절도 등 타인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② 재산 손상, 거짓말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13세 이전에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④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고 타인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다.
⑥ 이른 나이부터 음주·흡연·약물 남용·성행위 등을 경험한다.
⑦ 충동적이고 쉽게 좌절하며,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을 자주 일으킨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09; 두산백과, 2017 검색.

④ 식사와 수면 문제
입양 아동에게 식습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아동은 식욕이 극
단적으로 감소하거나 먹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으며,
음식을 쌓아두거나 숨겨두는 때도 있다.

밥을 먹자 그랬는데 엄청나게 이것저것 다, 애가 한 상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
니 화장실 가서 다 토하고 이러더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 그래서 ‘걔가 먹고 싶
었던 걸 한꺼번에 먹으니까 이러는 구나.’ 이런 거 하고. (입양 부모 3)

- 40 -

입양 아동은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중 악몽과 야경증은 가장 일반적
인 외상에 대한 반응이다. 악몽을 꾸면 아동은 보통 혼자서 깨고 위안을 얻기 위해
양육자를 찾으며, 이런 경우 아동은 달래기가 쉽고 곧 다시 잠든다. 야경증은 잠을
자던 아이가 앉아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우는 것을 말한다. 아동
에게 야경증이 나타날 때 부모는 아동이 깨어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동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상태이다. 잠에서 깬 뒤에도 아동은 자신이 행동한 것
을 기억하지 못한다. 야경증 아동을 달래기는 어려우므로 부모는 야경증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두는 것이 낫다(Goodyear-Brown 저, 유미숙 외 역, 2012).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애가 “아악~~ (벌떡 일어서서 손을 흔들
고 크게 소리 지름)” 이래요. “아악~~”이래요. 너무 놀래 가지고. 자다가 12시 되면은, 그
시간에. 뭔가 찾는 듯한. 근데 그 소리가 그냥 우리, 큰 애 작은 애, 첫째 둘째가 우는 소
리가 아니야. 그냥 무슨 공포에 질린 그런 소리. 무의식에. 그래서 제가 안아도 보고 그랬
는데 무조건 거부. 엄마 품을 거부해. 그리고 그냥 품에 안으려고 해도 거부. 한동안은 그
냥…. 몇 달은 그랬어요. 거부하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안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고 있
다가 같이 자고. 한참 울죠. 한참 울다가 또 쓰러져서 자고. 한 30분? 이게 엄청 길었어
요. 한…. 1년 반? 근데 소리가 공포에 질린 소리가 울음소리로 바뀌었지만, 이게 1년 반
정도 갔구요. (입양 부모 1)
저희는 딸이 엄청 울었어요. 한 8개월 때부터 유치원 때까지. 딱 2~3시에 일어 나가지고.
그 때가 얘가, 딱 낯가릴 때 자기가…. 엄마 아빠 다 없어지고 새로운 환경에 온 거잖아
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야. 낮에는 너무 잘 놀고 활달하고 그러는데, 밤에는
꺄~ 진짜…. 언제 울었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자기 안 울었대. 그런 식으로 그게 되게 오
래 갔어요. (입양 부모 5)

⑤ 퇴행
입양 후 아동이 퇴행할 수도 있는데,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동이 입양 후에는 대
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빨거나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어떤
아동은 나이에 맞지 않게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심하게 떼를 쓰기도 하며, 부모
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한다. 퇴행은 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상황에 대해 마음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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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방어기제의 하나이다(대한간호학회, 1996). 입양 아동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이 곤란할 때, 더 미숙한 단계로 되돌아가서 곤란함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기 위안의 방법이다
(Goodyear-Brown 저, 유미숙 외 역, 2012).

얘가 퇴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구요. 딱 우리 집에 8살 반 때 온 거죠. 왔는데, 자기가 모든
기쁨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
까 얘가 동생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구요. ‘아 저렇게 하면 이쁨 받는구나.’ 그래서
동생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니까 우리는 징그럽죠. 8살짜리가 갑자기 “엄마~” 이러고,
뒤로 확 와가지고 내 가슴 만지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냥, ‘아, 이게 애착 관계
형성 중이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중략)… 얘가 퇴행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안의 모
든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느낌이었어요. (입양 부모 2)

간혹 아동 중에는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아기 아동은 자신의 몸을 탐
구하는 과정 일부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 유아기를 지난 아동의 자위행위는 유
아기로 퇴행한 증후일 수 있고 단순히 쾌감을 느끼는 방법일 수도 있다. 어떤 아동
은 이런 행동을 불안과 공포에 대한 자기 위안이나 진정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이
런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감소한다. 그러나 자위
행위는 성적 학대 경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그때는 세심한 관찰과 조치가 필
요하다.

⑥ 학습 문제
산만함과 짧은 주의력은 외상을 겪은 아동의 대표적 증상이다. 주의력 결핍이 나
타난 아동은 보통 충동 행동에 대한 통제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상실의 충격이 큰 아동일수록 특정한 활동에 집
중하고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⑦ 입양 관련 주제에 대한 회피나 거부
입양 아동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외상 사건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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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아동은 보통 그 사건을 떠올릴만한 모든 것을 피하곤 하는데, 입양 아동도 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입양과 관련된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한 언급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입양 부모는 아동의 마음에 공감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는 아
동이 입양에 관해 궁금해 하는 것뿐 아니라, 궁금해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노혜련·김수영·조소연, 2017).

(2) 애착 문제
신생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신생아기에 입양한 아동보다 입양 부모와 애착 관
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입양 가정에 적응하기도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vy & Orlans, 2000a; Levy & Orlans, 2000b). 애착은 생후 초기에 주 양육자
와 맺는 정서적 유대이므로(Bowlby, 1969), 애착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놓친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간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다. 더구나 입양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비입양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애착과 신뢰감 확보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잘 안 될 때 더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혜정, 2005).
주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하
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여 문제 행동의 가능성도 낮아진다(민성혜, 2006; Zeanah, 2000), 그러나 입
양 전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불안정했거나, 보호자가 자주 바뀐 아동은 애착에
손상을 입고 부정적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Baker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 Juffer, 2003).
이런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신
과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며(민성혜, 2006; 신혜원·이영, 2005), 입양 부모에게도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하고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입양 아동은
‘나를 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를 입양 부모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입양 부
모와 거리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입양인이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상실을 겪지 않
으려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특히, 여러 번 분리를 경험하고 보호시설에 배치된 아동은 무의식중에 영원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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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을 수 없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믿게 되어 입양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
하기도 한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또한, 아직 부모의 반응에 확신이 없는 입양 아동은 거부와 분노 행동, 그리고 끈
덕지게 달라붙는 행동을 번갈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가 행동은 유기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동은 생존 본능에 따라 자신의 양육자를 찾는
충동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부모는 위험의 원천이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부동화(immoblization) 상태’가 되기도 하며(Goodyear-Brown 저, 유
미숙 외 역, 2012), 이런 양상이 입양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애착
형성이 실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반응성 애착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응성 애착 장애
애착 형성의 실패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로, 반
응성 애착 장애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서적인 발달이 지체될 수 있다. 반응성
애착 장애 아동은 아무에게나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반대로 지속해서 접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눈 맞춤이 어렵고 혼자서만 놀려고 하고 이름을 불러도 반
응이 없는 등 자폐 범주성 장애와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자폐
범주성 장애와는 달리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와 상동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사회성 발달 능력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면 정
상 발달의 가능성도 높다.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09

그러나 애착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간에
도 안정적 애착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또한, 입양
아동이 입양 부모와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고 발달상
문제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신혜원·정익중·민성혜·권지성, 2011). 다만, 이러한
변화는 입양 부모의 의도된 노력이 있어야 일어난다(Goodyear-Brown 저, 유미숙
외 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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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
유아기 입양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듯 보이더라도 생부모와 헤어진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3). 이들은 관계없는 두 사건을 인과 관계로 해석하기도
하고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내가 너무 많이 울었나
봐요. 이건 내 잘못이지요. (Brodzinsky, Schechter & Henig, 1993)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자존감을 손상할 수 있다. 생애 초기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한 이런 생각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하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어 사춘기에 접어들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거의 없다고 느끼기
도 한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입양 아동이 무능감과 무가치
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
고, 지금까지 애정 어린 양육을 받거나 존중받아본 경험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다(성
영혜, 2000).

(4)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
입양 아동은 상실의 충격이 크거나 입양 전 학대나 방임 등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 특수한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아동은 우울증을 앓거나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의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은 성인보다 인지, 사고, 감정 발달이 미숙하여 절망감, 허무감, 죄책감 같은
어른의 전형적인 우울한 감정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므로 일명 소아 우울증을 가
면(mask) 속에 감추어진 ‘가면성(假面性) 우울증’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겉으로는
아동의 우울한 감정을 쉽게 알아내기 어렵고 아동과 충분히 대화한 후에야 비로소
알아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소아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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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 10가지 증상
① 사소한 일에 평소와는 달리 짜증이나 울음을 터뜨린다.
② 특별한 의학적인 원인 없이 여기저기 자주 아프다고 한다.
③ 행동이 부산하고 과격하며 물건을 던지거나 극단적인 말을 한다.
④ 표정이 침통하고 밖에 잘 나가려 하지 않고 혼자 방에만 있으려 한다.
⑤ 말수가 적어지고 일상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⑥ 일기장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죽음, 외로움과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⑦ 사소한 실수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⑧ 사고의 진행 과정이 느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한다.
⑨ 식사를 거부하며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
⑩ 우울증이 심한 단계에 이르면 ‘환청(幻聽)’, ‘죄책 망상’, 벌을 받아야 한다
는 ‘처벌 망상’, ‘관계망상’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이 생긴다.
출처: 중앙대학교병원, 2017 검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정
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
한 외상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
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아동에게 양육자는 자
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존재이며, 양육자를 상실했을 때 겪는 상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이다.

처음에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어두웠고. …(중략)… 그 때 왔는데 다 산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정말…. 내일 죽을 것 같은, 곧 자살할 거 같은 그런 사람의 얼굴. (입양 형제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 아동은 미래 희망이 없고 외톨이라고 생각하거
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며, 집중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한다. 또한, 갑
작스러운 소리에 예민하거나 쉽게 놀라고 늘 긴장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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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꿈을 꾸거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속이 불
편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며, 잠을 자지 못해서 늘 피곤함을 느낀다. 특별한 자극
이 없을 때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초조하며 땀이 나기도 하며, 어떤 경우
에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이철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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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1) 입양 동기와 기대 생각해보기
(1) 입양 부모의 동기2)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할 때 자신의 입양 동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은 신생아기에 입양한 아동과 다른 욕구와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이다.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입양에
관한 환상이나 잘못된 기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CCAI, 2012). 이 시기 아
동을 입양하기 전에 입양 부모가 성찰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입양 부모가 성찰해야 할 질문
• 왜 우리 가족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가?
• 왜 나는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가?
• 만 1세 이상 아동은 왜 신생아만큼 입양되지 않는가?
• 만 1세 이상 아동의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 도움 받을 지지 체계나 자원이 있는가?
• 우리는 몇 명을 입양하기 원하는가?
• 우리가 입양하길 원하는 아동의 나이는 몇 살인가?
• 입양 아동에게 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감당할 수 있는가?
• 입양으로 지출할 비용은 충분히 있는가?
출처: Maskew, 2003.

입양 부모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며, 이유가 복합적일
때가 많다. 입양 전 입양 부모는 자신의 동기를 세심하게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어
2)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려는 동기에 관해서는 ALP(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Adopting the older child’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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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예상해볼 필요가 있다.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입양 부모의 동
기와 그에 대한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첫째, 어떤 입양 부모는 신생아를 양육하기 어려우므로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이는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신생아를 입양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믿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이다. 많은 예비입양 부모는 나이가 많
은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야간의 수유와 기저귀 갈기와 같은 일을 피하면 아동을 양
육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키울 때
도 상당한 에너지와 체력, 기술,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 부모는 상실과 관련
한 슬픔과 불안, 불신을 비롯해 아동의 입양 가정과 학교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입양 부모는 신생아기 아동을 입양하는 것보다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
을 입양하면 다른 부모와 덜 경쟁해도 되므로 나이가 많은 아동의 입양을 선택한
다. 그러나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입양하려면 입양 부모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며, 그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셋째, 어떤 입양 부모는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므로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
다. 그러나 입양 부모는 종종 자신이 입양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
닫고는 충격을 받기도 한다. 신생아기를 지나서 입양한 아동은 입양 부모에게 좀처
럼 애정을 주지 않고 존경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많다. 입양 아동은 부모를 안아주
거나 뽀뽀하는 대신 발로 차거나 깨물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
동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려야 한다.
넷째, 어떤 입양 부모는 부부의 결혼생활을 굳건하게 하려고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자녀 양육은 어떤 부모에게든 힘든 일이다. 특히,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이 새
가정에 적응하고 입양 부모가 아동에게 적응하는 것은 더 어렵다. 입양 아동은 친
밀한 입양 부모를 보면서 질투심을 느낄 수 있으며, 좀 더 안전하게 느끼려고 일부
러 부모 중 한 명을 거부하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 전 가정의 규칙과 양육에
관해 충분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을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부
부가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어떤 입양 부모는 나이가 많아 입양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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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을 구원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서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시
설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입양 부모는 하루빨리 아동을 시설에서 구원해내려는 욕
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는 선행을 실천하려고 입양을 선
택한 부모가 있다면, 입양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입양
아동에게 과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자녀가 입양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동은 입양 전 상황뿐 아니라, 입양 가정에 온 것
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 아동이 입양되는 것은 아동이 익숙
한 모든 것에서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자신
이 살던 곳을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또 다른 상실과 충격의 경험일 수 있다. 아동은 입양되면서 불안감과 불신, 슬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 부모에 대해 바로 충성
심을 갖기 어렵다. 입양 아동은 입양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면, 생부모나 입양 전 양
육자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섯째, 어떤 입양 부모는 가계를 계승하려고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자녀가 입
양 부모의 성과 입양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입양한
아동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역사가 있으므로, 아동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를 꺼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출생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국외 입양 아동인 경우 출
생 국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
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입양 부모는 가족의 성을 따르기 전에 입양 아동의 의견을
묻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하게 도와야 한다.
일곱째, 친생 자녀가 있는 입양 부모는 친생 자녀를 키운 경험에 자신감을 느끼면
서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그러나 친생 자녀를 양육해본 입양 부모도 입양 아동
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친생 자녀를 키운 양육 방식은 입양한 아동
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신생아기 이후에 입양한 아동의 독특한 문
제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전략을 배워야 할 수도 있다.
여덟째, 어떤 입양 부모는 자신이 과거에 큰 상처를 겪은 경험이 있어 자신과 비
슷한 경험을 한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입양하려고 한다. 외상이나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종종 같은 경험을 가진 아동에게 다가가고 싶어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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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을 돕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양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완
전히 치유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처받은 아동을 양육하면 실패할 가
능성이 높다. 입양 아동을 보면서 입양 부모가 다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자녀를 적절하게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홉째, 어떤 입양 부모는 신생아를 입양하기에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나이가 많은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 부모가 입양 자녀
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볼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입양 부모
의 건강과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성공적
으로 독립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입양 전 입양 부
모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키우는 데는 더
많은 체력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 나이뿐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열 번째, 어떤 입양 부모는 친생 자녀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형제를 원해서 나이
가 많은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그러나 입양 아동이 어린 형제·자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입양 아동은 자신의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
정에 적응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에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다. 친생 자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두 아이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2) 입양 부모의 기대
입양 부모는 일반적으로 입양에 대해 막연한 기대가 있을 때가 많고, 특히,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관해서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지식을 갖기도 한다. 이
는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함께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 전 고정관념과 잘못된 지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가 제
시하는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입양하
기 원하는 예비입양 부모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지식을 정리한 것이다(Nightlight
Christian Adoptions 홈페이지, 2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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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입양 부모의 잘못된 지식

• 신생아기를 지난 입양 아동과는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애착의 어려움은 입양된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유아기에 일차 양육자와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어떻게 양육 받았는지도 아동의 애착 형성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입양 자녀의 초기 성장 과정에
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애착은 노력한다고 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과 기다
림이 필요한 일이다. 특히, 만 1세 이후에 입양한 아동은 입양 전 경험에 따
라 다양한 상처나, 정신건강 문제, 행동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아동과 신
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든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동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입양 가족의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좋다.

• 아동은 입양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아동은 입양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을 만나면 입양 부모는 나이가 많은 아동은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에 어
른을 신뢰하기 어려워 입양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이러한 반응이 그들이 가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입양 아동 대다수는 자신을 사랑해 줄 안정적인 가족을 원하며, 이들에게
도 좋은 가정이 필요하다.

• 입양 아동은 자신이 입양된 것에 감사할 것이다.
입양 아동에게는 학대한 가족이나 위탁 가정, 양육 시설이 ‘가족’이자 자신
의 ‘집’이다. 입양 아동은 입양 가정을 늘 ‘더 나은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다. 새 가정은 ‘변화’이며, 변화는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입양 부
모는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해 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감사를 기대할 수
는 없다. 아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입양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거나 입양 부모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입양 아동을 통해 얻
는 기쁨과 보람은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

• 신생아기를 지난 아동은 이미 자신의 생활방식과 정체성을 확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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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의 뇌는 25세가 될 때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다. 환경과 유전은
입양 아동의 가치와 성격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입양 아동은
대부분 입양 가족의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것에 잘 통
합하며, 새 가정에 잘 적응한다.
출처: Nightlight Christian Adoptions, 홈페이지, 2017 검색.

2) 입양 부모의 역할
(1) 입양 전 입양 부모의 역할

① 입양 준비하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내와 헌신이 더
필요한 일이며, 아동 입양 전 아동의 나이에 맞는 특별한 준비도 해야 한다.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예비입양 부모는 입양으로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할지를 예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가 입양 전 고려하고 준비할 내용은 어떤 아동을 입
양하던지 공통된 것이 많지만, 특별히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더 고
려해야 할 내용도 있다. 신생아기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 부모는 기저귀 갈기와 이
유식 만들기 등 아기를 돌보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야 하지만, 신생아기를 지난 아
동을 입양할 때는 아동의 상실감과 슬픔, 심리적 외상, 애착 문제, 발달 단계를 이
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Bosco-Ruggiero, Wassell & Groza, 2014).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내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키운 거랑 너
무 다르니까. 제가, ‘아, 큰 애 작은 애 키웠던 양육 스타일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버렸어요. (입양 부모 1)
보통 아이들이 겪는 발달 단계를 얘네들이 겪는 건 아니잖아요. 태내에서도 그렇고, 태내
에서 생모와 분리되는 경험, 그리고 또 웬만큼 자라서 분리되고, 이런…. 처음에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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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받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정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치지
않잖아요. (입양 부모 3)

다음은 부모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다(Friedberg, 2017 검색). 첫째,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예비입양 부모는 입양 절
차에 소요될 시간과 아동이 가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야 하며, 자
신과 입양할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입양 아동의 적응 기간은 입양 아
동과 기존 자녀의 나이나 특성뿐 아니라 입양 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행동 등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유아기나 아동기에 입양한 아동은 이미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입양 가정에 적응하는 시간이 신생아 때
입양한 아동보다 더 길 수 있으며,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둘째, 가족의 ‘재정’을 검토해야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 절차를 완수하는 데 필요
한 비용뿐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
동을 양육하려면 음식과 의복,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뿐 아니라 여가와 취미 생활을 할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입양을 고려한다면,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 등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
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장기간 받을 비용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지원 체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을 입양한 후 가족은 다양한 도움
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에게는 아동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인력이나 장소가
필요하며, 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친구와 가족이 있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입양 부모는 자신의 ‘자원 지
도’를 그려볼 수 있다. 이 지도에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자원과 인력, 어려울 때 도
움을 청할 지역사회 기관을 적어 둘 수 있다. 그림이나 마인드맵(mind map), 혹은
표 형태로 자원 체계를 정리한 뒤, 빈 곳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로 어떤 부분이
충분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보면서 아동이 오기 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두는 것이 좋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넷째,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예비입양 부모
는 입양하려는 아동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검토해야 한다.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려면 부모의 정신적 건강이 양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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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함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다. 또한, 부모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
하다. 흔히, 신생아기나 영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것보다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것
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아기 아동은 세상을 탐색하면서 돌발 행동을 할 때
가 많으므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부모가 아동을 계속 따라다니며 관찰해
야 할 때가 많다. 또한, 놀이의 욕구가 왕성해지는 아동기에 입양한 아동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려면, 부모의 신체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사회에 입양 아동이나
가족이 이용할 의료 서비스와 정신 건강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유용하다.
다섯째, ‘가정의 물리적 공간’을 검토해야 한다. 예비입양 부모는 입양 자녀가 생
활할 공간이 충분한지, 기존 가족과 어떻게 공간을 나누어 쓸지를 미리 의논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이 위치한 곳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교육과 문화 환경이 어
떠한지 등도 입양 아동이 적응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
동이 입양 전 살았던 곳에 관해 알아보고 아동이 가정에 왔을 때 최대한 익숙하게
느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입양 부모는 가족이나 직장, 혹은 지역사회에서 맡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
를 검토해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일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직장
이나 외부 생활이 바쁜 입양 부모는 새로운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을 마련하기 위
해 자신의 생활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성찰해야 한다. 예비입양 부모는 자신의 양육
철학이나 방법, 종교적 가치 등을 살펴보고, 그것이 입양 아동의 양육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해야 하며, 아동의 가치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노력
해야 한다.
여덟째,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비입양 부모
는 향후 수십 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해 보면서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이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입양 부모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일의 목록
을 정리한 것이다.

- 55 -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 전 입양 부모가 해야 할 일
• 온·오프라인 입양 부모 모임이나 자녀 양육 관련 모임 등 지지 체계에 가입
한다.
• 입양과 자녀 양육, 문화, 여행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 집을 새롭게 수리하거나 정돈한다.
• 여행하며 힘을 충전한다.
• 친구를 초대하고, 특별한 공연이나 행사에 가는 등 평소처럼 생활한다.
• 옷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한다.
• 집의 안전장치를 재정비한다.
• 입양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 조리법을 배운다.
• 입양 아동의 사진을 걸어둔다.
• 위급할 때 활용할 응급 처치 방법을 배우고, 사용할 의약품을 준비한다.
• 입양 기관에 끊임없이 질문한다.
출처: Maskew, 2003.

② 입양 아동 이해하기
유아기나 아동기에 입양한 아동은 이미 형성한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 양식
때문에 입양 가정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입양 부모는 아동에게
최대한 친숙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입양 전부터 아동에 관해 가
능한 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하기 전에 입양 기관 실무자로부
터 입양 아동의 의학적, 유전적, 사회적인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ALP 홈페이
지, 2017a 검색). 또한, 가능하면 아동과 입양 전부터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 좋다. 예비입양 부모는 아동과 친해지기 위해 시설에 방문하거나 외출해서 시간
을 보내기도 하고 입양 전 가정방문을 통해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가 가정에서 함
께 지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양 전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 모두의 기대를 조심스럽게 탐색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발
생할 일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온 아동은 가족과 살아본 경
험이 없으므로 가족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양육자를 경험한 아동은
‘엄마나 아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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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안전띠가 있는 승용차에 타거나 마트에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양한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Singer, 2017)
사전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 같아요. 부모를 준비시켜서…. 아이가 준비가 돼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왜 입양하는지에 대해서 부
모가 정말 정확하게, 얘가 내 가정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아이 입장
에서 부모가 분명히 생각하고, 부모가 그 아이한테 맞추려고 생각하고. (입양 부모 3)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의사가 묻잖아요. “수술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이
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각서를 쓰잖아요, 우리한테. 저는 그 생각
도 해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나?’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해도 있
을 수 있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단지, “○○가 좋았다, 좋
았던 아이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이 아이의 아픔이
나, 그 부모의,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토리를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양 부모 2)

특히, 생부모나 위탁 부모, 시설의 양육자 등 아동을 직접 양육한 사람에게서 아동
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아동의 성격과 기질, 강점, 관심사,
능력, 소원, 꿈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줄 중요한 사람이다.

저희가 있는 건 다 드리죠. 아이가 여기에 입소할 때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진이
라든가 기록을 다 남기거든요. 그런 것들…. 개인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 아이가 성장
하면서 사진들도 계속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사진이라든가. 아이가 여기서 생활하면
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병원 병력이라든가 이런 뭐든지 다 정리되어 있는
건 다 챙겨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여기 오기 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모르고, 여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다 드려요. (종
사자 2)

이들은 입양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전 아동의 입양 전 양육자와 관계를
맺고 이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를 입양 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
다. 아동에 관해 입양 전 주 양육자에게 알아보면 좋은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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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 양육자에게 알아 볼 정보
• 아동이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나는가?
• 아동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 아동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가?
•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 아픈 데가 있는가?
• 아동이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 식사 시간이 언제였는가?
• 친구가 있었는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
• 아동이 화났을 때는 어떤가? 그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아동의 관심사, 꿈, 소원은 무엇인가?
출처: 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③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 모으기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를 모아둘 필요가 있다. 이는 입양 부모가 입
양 아동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입양 아동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
다. 입양 아동은 입양으로 자신의 유전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가 단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아동은 입양 가정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정체성 형성에 어
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정보는 뿌리 찾기를 원하는 아동을 위해서도 유용한 정보
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과 자신 모두를 위해서 아동과 관련
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입양 부모가 수집하면 좋은 정보는 아동의 건강에 관한 정보, 입양 전 가정에 관
한 정보, 입양 전 배치에 관한 정보, 아동 교육에 관한 정보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첫째, 아동 건강에 관한 정보는 아동 입양 전 의료 기록과 발달,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는 아동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하다. 특히,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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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지나 입양한 아동은 상실과 학대, 방임의 경험으로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어떤 아동은 이미 입양 전부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던 아동도 있
을 수 있고, 입양 후에 심리 검사나 치료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양 전 병
력과 치료 상황에 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 건강에 관한 정보에는 아
동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아동의 생부모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생부모에 관한
정보는 아동의 유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할 아동 건강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 생부모의 출산력과 건강상태: 이전 임신과 출산 경험, 산전 진료
결과, 임신 중 질환과 치료 경험, 임신 중 음주와 흡연, 임신 중 약
복용, 임신기간 중 건강상태
• 임신 인지 관련 내용: 생부모의 임신 사실 인지 시기, 본인 외 알고
있는 사람, 임신 인지 후 아동 장래에 대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
• 출산 관련 내용: 아동이 태어난 곳, 출생 당시 아동의 체중과 키, 건강
상태, 출산 시 생모의 건강 상태, 아동 출생 시 상황, 출생 시
생부모와 다른 가족의 반응
￭ 신체 특성
• 아동의 입양 전 발달 상황
• 생부모의 키, 체중, 머리색, 피부색, 혈액형, 얼굴형, 안경 착용 여부,
상처, 문신 등 신체 특성
￭ 병력과 건강상태
• 아동의 입양 전 병력과 건강상태
• 생부모의 성장 시 병력과 현재 건강상태, 생가족의 병력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둘째, 입양 전 가정에 관한 정보는 문서로 만들기 어렵지만, 입양 전이나 입양 초
기에 생부모나 양육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입양하는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동의 가정과 문화, 종교적 배경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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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중요하다. 입양 아동이 생부모에 관해서 잘 알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유
지하는 것은 입양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
다.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할 입양 전 가정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성장배경과 특성
• 아동의 가족관계, 형제·자매 관계, 가족의 경제적 상황, 문화, 거주지
분위기
• 아동의 강점, 취미와 특기, 성격, 종교
￭ 생부모의 성장배경과 특성
• 생부모의 가족관계, 형제·자매 관계, 가족의 경제적 상황, 문화
• 생부모의 만남, 결혼·동거여부와 기간, 연락 여부
• 생부모의 강점, 취미와 특기, 성격, 종교
￭ 아동의 친인척, 교사, 친구에 관한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셋째, 입양 전 배치에 관한 정보는 아동이 생부모와 분리될 때의 정보와 위탁 가
정이나 시설 보호에 관한 정보이다. 입양 부모는 모든 양육자에 관해 정보를 얻고
직접 연락해보는 것이 좋다. 양육자와 입양 아동이 함께 한 시간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문서나 실물 자료, 사진 자료를 구해 라이프 북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수집할 구체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생부모와의 분리에 관한 정보
• 분리 이유, 과정, 아동보호 관련 내용
• 생부모의 입양 진행에 관한 욕구, 입양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
￭ 가정위탁, 시설 보호 관련 정보
• 보호시설에 관한 내용(장소, 주 양육자, 동료)
• 보호 기간과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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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동 교육에 관한 정보는 아동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관한 정보이며, 주로 입
양 전 양육자나 입양 기관 사회복지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학교 관련 정보
• 아동의 학교 경험
• 학습 수준(언어, 인지 등)
￭ 장애아동 교육 정보
•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훈련, 치료 관련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2017.

(2)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3)

① 자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입양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돕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동을 가능한 평
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이다. 아동이 입양 가정에 온 첫날이나 첫 주에
입양 부모는 아동을 얻은 기쁨을 표현하고 특별히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동이 입양 가정에 오는 것은 짧은 방문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만남이 시
작되는 것이므로, 여유를 갖고 아동을 대하는 것이 좋다. 입양 아동도 가정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는 아동의 적응을 최대한 도
우면서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지지해 준다.

3)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 과정에서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은 ALP 홈페이
지(2017 검색)의 ‘Adopting the older child’, CCAI의 ‘Toolkit for Adopting an
Older Child’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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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을 평범하게 보낸다.
☼ 여행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 큰 잔치를 열기보다 조용하게 지낸다.
☼ 방문객을 최대한 줄이고 가족끼리 지낸다.
☼ 일과를 정하고 충실히 지킨다.
☼ 가정 내 규칙을 정하고 지킨다.

② 자녀 방 꾸미기
입양 아동의 방은 아동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정리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설에서 지내다 온 아동은 입양 가정에 와서 심
리적으로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것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는
장난감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법조차 모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아동이 익숙해하고 직접 만들어 볼 몇 가지 장난감이나 재료만을 배치해
야 한다. 아동을 축하하려고 친척이 준 선물도 한꺼번에 전달하기보다 보관하고 있
다가 자녀가 준비되었다고 여겨질 때 하나씩 건네는 것이 좋다.

☼ 방은 늘 깔끔한 상태로 정리한다.
☼ 너무 많은 그림을 걸지 않는다.
☼ 한꺼번에 많은 장난감을 주지 않는다.
☼ 가족사진을 방에 걸어둔다.

③ 일상적인 규칙을 정하고 지키기
입양 부모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규칙을 정하고 자녀가 지키게 할 수 있다. 시설에
살았던 아이는 정해진 일정을 따르는 것에 익숙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예
측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사와 낮잠 및 취침 시간은 일정한 시간에 진행해야 하며, 식사 준비와 메뉴 선택,
식사 후 뒤처리 등도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 입양 부모는 아동에게
가정 내 규칙과 기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잘 지켰을 때 충분히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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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또한, 아동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르치며, 책임을 완
수했을 때도 적절히 보상해준다.
자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아
동이 준비되었을 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선택하고 합의한 내용은 가족 구성원 모
두가 꼭 지켜야 한다. 좋은 규칙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
스로 선택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므로, 아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가
게 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친구나 형제·자매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식사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식단을 간단하게 구성한다.
☼ 낮잠과 잠자리: 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게하고 잠자기 전 목욕이나
이야기 시간과 같이 매일 밤 예상할 수 있는 일과가 있으면 아이가 안
심할 수 있다.
☼ 숙제: 아이에게 숙제하고 책을 보관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고, 매
일 같은 시간에 숙제할 수 있게 돕는다.
☼ 외출: 친척 방문이나 행사 참석과 같은 특별한 외출 계획은 아이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전에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마트나 놀이공
원 등)에서 아동의 돌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방문하는 환경에
관해 미리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 위생과 청결관리: 샤워, 양치질 등을 습관화하도록 아동을 격려하며
이끌어간다.

④ 식사 문제에 대처하기
입양 아동 중에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아동이 있다. 이것
은 아동이 새로운 곳에 대한 불안과 이전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채워 넣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 음식을 자기만의 공간에 숨겨두는 아이
도 있는데, 이는 아직 신뢰할 수 없는 낯선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다. 아동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입양 부모가 그 행동을 지적
하거나 음식을 통제하면, 오히려 아동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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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아이에게 상당한 위안이 될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아동에게 오히려 음식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입양 아동이 음식을 먹으면서 받는 위로와 안정감의 원천이
되어 주어야 한다. 아동을 입양한 초기에 입양 부모는 아동이 좋아하고 입양 전부
터 즐겨 먹던 음식을 알아보고 조리법을 배워서 아동에게 익숙한 음식을 위주로 상
차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탁 위에는 늘 음식을 놓아두고 언제라도 아이에게 먹
을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이 혼자 먹게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직접 음식을 주면서 아동이 얼마큼 먹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아이에게 손으로 음식을 직접 먹여주고 재미있는 음식으로 즐겁게 식사를
하며, 함께 요리하는 것은 입양 아동이 음식과 위로, 입양 부모를 연결해서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된다.
☼ 손으로 아이에게 먹여준다.
☼ 손으로 집어먹을 음식으로만 상을 차려본다.
☼ 멋진 접시에 음식을 차려준다.
☼ 함께 쉬운 요리를 해본다.
☼ 초콜릿이나 간식을 색상별로 분류하는 게임을 하며 먹어본다.
☼ 거실에서 소풍 놀이하면서 먹는다.
☼ 물이나 주스를 젖병으로 마시게 해본다.
☼ 서로 번갈아가며 먹여준다.
☼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외출한다.

⑤ 수면 문제에 대처하기
입양한 아동에게 수면 문제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입양 아동의 수면 문
제는 잠들지 못하거나 잠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 악몽, 야경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입양 아동이 수면 문제를 겪는 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충격과 스
트레스, 불안, 낯선 환경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귀의 염증이 생기거나 배앓이 등과
같은 신체적 이유로도 잠을 깊이 자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아동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입양 부모는 먼저 아동이 자면서 돌아다니거나
깨서 울거나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동의 행동을 관찰
해야 한다. 잠들기 전 이야기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등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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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만들고 잠들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어 주면, 아동이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악몽을 꾸거나 야경증이 나타날 때는 가볍게 등을 두드리거나
쓰다듬어 주면 편안함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밤에 깨서 부모를 찾으면 즉시
아동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수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
☼ 아이에게 젖병을 주고 가볍게 흔들어 재운다.
☼ 매일 밤 일관된 잠자리 습관을 만든다.
☼ 잠자기 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준다.
☼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 준다.
☼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만져준다.
☼ 아이가 위안을 느끼는 물건을 주고 잘 때 지니게 한다.
☼ 부드럽고 포근한 잠옷이나 이불을 마련한다.
☼ 엄마의 침대에 같이 자거나 가까운 곳에서 자게 한다.

⑥ 퇴행에 적절히 반응하기
입양 아동은 입양 가정에 오기 전보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를 ‘발달
퇴행(developmental regression)’이라고 하며, 퇴행은 압도감에 대한 정상적인 반
응이므로 자녀가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하면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부응하는 것이
좋다. 기저귀를 이미 뗀 아동이 소·대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빨거나 징징
거릴 수 있으며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한다. 간혹 아기처럼 말하거나 말하기를 멈추
는 아동도 있는데, 자녀가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는 것은 아동 발달에 아무런 해
가 되지 않으며, 보통 이런 행동은 장기간 지속하지도 않는다.
아동이 퇴행할 때, 그것이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면 아동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준
다. 퇴행하는 아이들은 딸랑이를 흔들어주고 자장가를 부르며 젖병으로 먹이는 것
을 좋아한다. 아동을 어린 아기처럼 대해주는 경험은 부모에게도 아동을 더 사랑하
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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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에 퇴행할 때
☼ 눈을 맞추면서 젖병으로 우유를 준다.
☼ 피부와 피부를 접촉한다.
☼ 아기와 함께 목욕한다.
☼ 아기와 함께 노래하고 춤춘다.
☼ 양육자를 제한한다.
☼ 규칙적인 일상을 정하고 시행한다.
유아기에 퇴행할 때
☼ 자녀를 몸 위에 태우고 업어준다.
☼ 함께 책을 읽는다.
☼ 눈을 마주친다.
☼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여준다.
☼ 볼을 쓰다듬으며 칭찬한다.
☼ 규칙적인 일상을 정하고 시행한다.
아동기에 퇴행할 때
☼ 몸으로 하는 놀이를 한다.
☼ 눈을 마주친다.
☼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먹게 해본다.
☼ 아이를 충분히 안아준다.
☼ 아이와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거나 가까운 곳에서 잔다.

⑦ 상실 문제에 대처하기
생부모나 입양 전 양육자와 헤어진 입양 아동은 상실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입양 아동의 상실은 분노와 저항, 체념, 냉담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애착으로 이어진다(Hubinette, 2003 저, 뿌리의집 역, 2008). 입양 부모가 자녀의
상실 문제에 대처하는 제일 나은 방법은 자녀가 슬픔에 잠길 수 있도록 시간과 공
간을 허용하여 충분히 애도하게 돕는 것이다. 애도는 슬픔의 감정을 자신의 삶과
분리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조절해가는 과정이다. 입양 아동은 부모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상실 경험과 슬픔에 관해서 말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입양 부모는 자녀가 편하게 이야기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이 한 경험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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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상실을 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기, 슬퍼
하기, 기념하기, 넘어가기’이다. 첫 번째, ‘이해하기’는 상실과 관련한 아동의 궁금증
을 해소할 수 있게 아동에게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양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 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과업은 ‘슬퍼하기’로, 이는 입양 아동이 상실과 관련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과정이다(Trozzi & Massimini, 1999). 먼저, 입
양 부모는 아동이 느끼는 슬픔을 모두 드러내도 좋다는 것을 전달하는 동시에 아동
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며, 속상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함께 알려준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입양 가정 분위기에 따라, 아동
이 입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아동의 표현방식과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
식하고 아동이 자기 방식대로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준다.
세 번째 과업은 ‘기념하기’이다. 이것은 입양 아동이 상실과 관련된 일과 물건, 사
람, 장소 등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때 입양 부
모와 함께 ‘라이프 북’을 만들거나 아이가 살았던 위탁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상
실과 관련 있는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과업은 ‘넘어가기’이다. 이 과정은 입양 아동이 친구와 관계를 맺고 학교
에 다니고, 노는 등 일상의 일을 수행하면서 상실의 경험과 거리를 유지하는 자기
만의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이다(Trozzi & Massimini, 1999). 넘어가는 작업은 상
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사람과 물건, 경험과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조절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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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상실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 상실과 애도에 관한 책을 읽어주면서 다른 사람은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준다.
☼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쓰거나 그릴 수 있게 준비한다.
☼ 자녀의 과거를 기념할 방법을 찾아본다.
☼ 자녀가 신체적, 영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 자녀가 충분히 울 수 있게 돕고 부모도 자녀 앞에서 우는 모습을 숨기
려 하지 않는다.
☼ 자녀가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고 그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려준다.
☼ 자녀와 라이프 북을 함께 만들면서 자녀가 상실한 것들에 관해 이야
기 나누고 정리해본다.

⑧ 애착 관계 맺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시설에서 여러 사람에게 양육을 받은 아동은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아동은 그동안 다른 사람과 애
착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
지는 애착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의미도 인식하지 못한다. 입양 아동은 종종
입양 부모가 자신에게 친밀하게 접근하고 눈을 바라보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할 수도 있다.
입양 부모는 다른 방법으로 아동에게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일상
에서 늘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마다 아동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의 접근과 신체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민감함은 무의식적으로 ‘움찔’하는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학대받은
아동은 가볍게 등을 두드리거나 쓰다듬는 접촉을 고통으로 지각하기도 한다. 이는
상처받은 아동이 ‘접촉은 나쁜 것’이라는 인지 도식(cognitive schema)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도식을 변경하려면 오랜 기간 안전한 관계에서 접촉은 좋
은 것이고 도움이 되며, 상처는 치유된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필요한 양육 경험을
충분히 해야 한다. 부모는 게임을 활용하거나 로션이나 헝겊, 인형 같은 도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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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아동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동이 접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조금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아서 함께 책을 읽거나 노래하면서 천
천히 그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한다(Goodyear-Brown 저, 유미숙 외 역, 2012).
또한, 상처받은 아동은 신체 부상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도 한다. 이들은 놀다가 다쳐도 자신의 상처를 알아채지 못하고 주변 사람이 피가
나는 것에 관심을 보일 때야 반응한다. 아픔을 둔감하게 느낄 정도로 너무 심한 고
통을 경험하거나 큰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아동은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
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아동의 부모는 잠들기 전에 정기적으로 아이 몸에 작은 찰
과상이 있는지 살피고, 상처의 정도에 따라 로션이나 반창고로 치료해준다. 부모의
의도적인 보살핌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상처를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Goodyear-Brown 저, 유미숙 외 역, 2012). 부모가 아동의 상
처를 보살피기 시작하면 아동은 심하게 퇴행할 수도 있다. 상처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아동이 작은 상처에 심하게 울거나 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계속 반창고를 달
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진짜 아플 때 자신이 필요한 관심을
건강하게 요구하게 돕는 연습 과정이다. 부모는 하찮은 상처일지라도 아동의 요구
에 즉시 반응하고 상처를 보살피고 어루만지거나 안아주면서 아동을 위로해주는 것
이 좋다. 아동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치료해주는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유대
감을 느낄 수 있다.
입양 부모와 아동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집중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
다. 특히, 자녀가 입양 가정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
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는 양육자의 수를 최
소화하여 부모가 주 양육자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좋으며, 친인척에게 아동을 소개
하는 일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자녀와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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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아동이 입양 부모를 ‘엄마, 아빠’로 부르게 한다.
☼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을 ‘우리 아들, 딸’로 부른다.
☼ 아동에게 입양으로 가족이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 라이프 북을 함께 만들어 본다.
☼ 입양했다는 사실을 친인척에게 알린다.
☼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는 행사를 한다.
☼ 아이 사진을 찍어 걸어둔다.
☼ 아이와 옷을 세트로 입어본다.
☼ 가족이 함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공부한다.
☼ 친생 자녀와 입양에 관해 충분히 대화하고 입양 아동이 왔을 때 어떻
게 해야 할지도 의논한다.
☼ 입양 아동이 온 후 가족의 일상이 변화할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천천
히 조정한다.
☼ 기존 자녀의 출생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출생 순서가
바뀐다면 친생 자녀의 상실을 공감하고 잘 대처해 나가게 돕는다.
☼ 입양을 경험하는 가족에게도 상실이나 슬픔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

⑨ 가족 되어가기
입양 부모가 자신이 입양한 자녀의 부모가 될 권리가 있으며 부모처럼 행동할 자
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입히며, 아
플 때 치료하고 교육하는 등 부모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모 자격을 얻는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쌓은 시간과 추억이 많을수록 부모로서 자신감도 커진다.
입양 부모의 부모 됨과 입양 아동의 자녀 됨은 가정 내·외부에 공표하거나 선언함
으로써 견고해 질 수도 있다. 입양 아동이 입양 가정에 왔을 때, 입양 부모를 ‘엄
마, 아빠’로 부르게 하는 것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 부모는 다른 가족에
게 입양 아동을 자신의 자녀로 소개하거나, 가족사진을 찍어 집안에 걸어둠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입양 아동과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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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현 상태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사랑과 수용의 말을 자주 한다.
☼ 자녀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보다 아이가 하는 일을 함께한다.
☼ 매일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15분에서 20분씩
가진다.
☼ 아동과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 아동과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 눈 마주치는 게임을 한다.
☼ 가까이에 앉아 함께 책을 읽는다.
☼ 가벼운 주제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
한다.
☼ 로션이나 다른 도구를 활용해 신체적으로 접촉할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 함께 노래하고 춤춘다.
☼ 자녀를 훈육할 때 혼자 생각해볼 기회를 주되,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있
지 않게 주변에서 관찰한다.
☼ 애착 형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잘 형성되었다가도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⑩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돕기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의 새로운 학교생활 적응에 관해 걱정이 크다. 이때는 입양
아동과 부모가 학교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자녀에게 이전
학교생활 경험을 물어보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 있게 도울 부분이 무엇
인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입양 부모는 입양 전에 자녀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질문할 수도 있다. 입양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
이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준비물을 잘 챙겨주고 부족한 학습 영역이 있다면 보완
하게 도와야 한다.
또한,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려면 친구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
아기나 아동기에 입양한 아동은 이미 이전 친구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
은 입양되면서 친구나 교사와 헤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에게 큰 상
실이다. 아동이 입양 전 맺었던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자기 삶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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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아동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자녀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게 노력
해야 한다.

☼ 학교생활에 대해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입양 전 자녀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해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알
아본다.
☼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과 과제물을 잘 챙겨준다.
☼ 아동이 학교에서 학습 부진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다.
☼ 자녀가 연락하기 원하는 친구나 교사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3)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입양 부모는 예상하
지 못한 상황에서 기쁨과 실망, 만족과 좌절을 경험하곤 하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1) 우울
아이를 얻는다는 사실에 행복감과 황홀감을 느끼던 입양 부모는 동시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입양 후 우울감은 아이가 온다는 사실에 흥분했던 입양 부모가 막
상 부모 역할을 하며 고된 일상을 경험하면서 생긴다. 입양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일상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면 변화의 양상이
더 복잡할 수 있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이 입양 전 알았거나, 생각했던 모습
과 달라서 놀랄 때가 많다. 입양 부모는 아동을 입양하기 전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서 아동을 보았을 때는 아동이 평범하거나 얌전한 아이로 보였지만, 입양 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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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생활해보니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아이(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또는, ‘이상한 아이(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1)’라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게 된다.

보육원에서는 엄마 하나에 7명의 아이가 있어, ‘난 살아야 돼.’ 잘 보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곤 집에 갔더니 엄마 하나에, 엄마 아빠 하나에, 나 하나 있거나 둘이. 너무 좋아. 말
너무 잘 들었어. 어?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 나는 한계가 있어. 내가 잘 보
이는 건 여기가 한계야. 서서히 나한테 있는 걸 토해내는 거야. 엄마가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쟤 이상해졌어.’ 이상해진 게 아니거든. 가려져 있던, 토해내지 못한 게 나온 건
데, 엄마들이 그걸 못 기다려줘야 해요. 돌발 행동한다고. 오줌 안 싸던 애가 싸는 애가
있어요. 참은 거야, 얘는. 오줌 안 싸고. 오줌 싸면 혼날까 봐 안 싸고 참고 그랬던 건데,
긴장이 풀리고, 이 집이 너무 좋으니까 오줌도 싸고, 떼도 쓰고 그러는데, “아니 떼 안 쓰
던 애가 그러는데?”, “오줌 안 쌌는데 왜 이래?” 이러고…. 그니까 엄마들이 가끔 저한테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속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문제였거든. (종사자 1)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단체생활 안에서 길들여진, 기다려야 되는, 내 욕구가 바
로바로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정위탁을 가거나 가정체험
을 갔을 때 보면, 굉장히 떼 안 쓰고 굉장히 순하게 있던 아이인데 라고 생각됐던 아이가
가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꼭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채워졌던 부분을 밖에 가서 많이 원하게 되고. (종사자 2)

입양 부모는 기대와 다르게 자녀에 대해 애정이 즉시 느껴지지 않고 입양 전과 입
양 후 느끼는 감정이 많이 다른 것에도 놀란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입양
부모가 복잡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입양 부모는 출산
하면서 거의 자연적으로 부모로서 확신과 정당성을 느낄 수 있지만, 입양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입양하면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입양 부모의 어려움은 바
로 이 차이에서 시작되며, 입양 부모는 입양 가정과 비입양 가정의 차이를 이해하
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Melina 저, 이수연 역, 2009).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아동도 마찬가지인데, 입양 아동도 입양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입양 아동은 양육 환경이 바뀐 것에 따른 불편
함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입양 전 자신을 돌봐주던 사람을 찾는 행동을 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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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에서 입양한 아동은 입양 가정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시설생활이 더 나았
다’고 하면서 ‘시설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 입양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한다(권지성·정익중·민성혜·신혜원, 2012).

(2) 죄책감
입양 부모는 사회로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하
고, 스스로 ‘좋은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도 한다(Brooks, 1991). 이런 상황에
서 입양 부모는 입양한 아동에게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고 자신이 좋은 부모임을 끝
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에 큰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Verrier 저, 뿌리의집 역,
2013).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털
어놓거나 불평하기도 하지만, 입양 부모는 자신이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도 한다(노혜련, 2000). 이런 입양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했거
나 실수했을 때, 자신을 탓하며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입양 부모는 아동 양육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한다. 입양 아동은 여
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입양 부모는 ‘아이 안에 괴물’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동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자신에게 자
괴감을 느끼기도 한다(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어떤 입양 부모는 아동
에게 화를 내고 매를 들기도 하며, ‘파양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
이 지나고 나면 큰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게 한 가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다….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오니까. (입양 부모 3: 맞아, 종합 감기약, 종합 감기약) 엄마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입양 부모 4: 만성이 돼) 터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을 거 같다. 내가 애를 미워한
다. 애를 사랑하기 위해 데리고 왔는데 너무 미우니까. (입양 부모 1)
엄마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너 이제 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 다시 보육원에 가고,
나 너랑 못 살 거 같아.” 이런 얘기도, 모진 말도 했어요, ○○한테, 울면서 …(중략)… 자
살하고 싶다는 그 말에 내가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막…. “니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내 입장되어 보라고.” 말
너무 잘하는 거야. “엄마가 내 입장되어 보라고.”…(중략)… “니가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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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짐을 싸 달래요. 이렇게 싸 줬는데 안 나가더라고.
(일동 웃음) 그런 반복적인 과정들을, 그러니까 ‘키울래 말래, 키울래 말래.’ 이 과정이 너
무 많았던 거 같아요. (입양 부모 2)

(3) 고립감
입양 아동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던 입양 부모는 차츰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가기도 한다. 그것은 입양한
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했으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봤자 전혀 이해해주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한다(정익중·권지성·민성혜·신혜원, 2010).

4)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해결
입양 부모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녀에게 애정을 즉시 느끼지 않는다고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며, 누구나 자녀를 양
육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아동이 가정에 적응하고 애착 관계
를 형성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애착…. 애착 안 되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엄마가 엄마인지 모르고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엄만데 저한테 완전하게 이렇게 푹~ 빠진 거는 2년 지나서…. 저도 그렇고. 그
리고 이렇게 주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오묘하게 올 듯 안 올 듯, 이게 올 듯 안 올
듯 아이가 이게 안 오는 그 기간이 이제 2년이 지나가니까 완전히 됐고. (입양 부모 1)

입양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의 문제보다 강점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좋은
자질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면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는 유머 감
각을 유지하면서 자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부모와
아동 간 공통 관심사를 찾고 서로에 대해 친밀함을 느낄 기회가 된다(Katz, 1986).
또한, 입양 부모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살피는 데도 애써야 한다. 가끔
자녀와 떨어져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도움
이 되며, 자녀 없이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아프거나,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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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육아로 압도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주말에는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Katz, 1986).
이를 위해 입양 부모는 양육을 지원해줄 자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휴식이
필요할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
른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게 입양 가족 모임에 참여해본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ALP 홈페이지, 2017a 검색). 다음은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이다.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
• 자녀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 아동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
한다.
• 관대하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 모호함을 견딘다.
• 진정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즐긴다.
• 자녀가 과거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유머 감각을 유지한다.
• 자녀가 표현하는 분노를 수용한다.
• 집안의 물건이 부서지거나 엉망이 되어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받아들인다.
•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 작은 단계의 진전에 만족한다.
•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친생자녀 양육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고 받아들인다.
출처: ALP 홈페이지, 20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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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할 때 도움 되는 활동과 자료
1) 라이프 북 만들기4)
(1) 라이프 북의 의미
라이프 북(Lifebook)은 입양한 자녀를 위해 만드는 책이다. 라이프 북은 아이가 태
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입양 전후의 정보를 포함
한다. 라이프 북은 육아 수첩이나 사진 앨범, 스크랩북과는 다르다. 라이프 북은 입
양 자녀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입양과 관련된 상실과 슬픔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라이프 북은 입양 자녀가 언젠가 물어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저는 왜 입양되었나요?
☼ 제 출생 가족은 누구인가요?
☼ 제 생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 제가 엄마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 저를 돌봐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저는 어떤 부분이 생부모를 닮았나요?
☼ 저는 왜 출생 가족과 같이 살 수 없나요?
☼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어땠나요?
☼ 이곳에 오기 전에 전 어떻게 살았나요?
☼ 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저는 왜 더 일찍 입양되지 않았나요?

(2) 라이프 북의 중요성
라이프 북은 자녀의 과거를 말해주고 보존해주며, 아이가 자신이 중요하고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입양 아동은 라이프 북을 통해 자신의 감정, 특히 상
실감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실과 단절의 느낌에 대
4) 라이프 북 만들기에 관한 내용은 ALP 홈페이지(2017 검색)의 ‘Lifebooks’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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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며 자신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환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정체성
과 자긍심 형성을 돕고 부모와의 신뢰와 애착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3) 라이프 북에 포함할 내용
자녀와 함께 만드는 라이프 북은 자녀의 출생부터 입양 후 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시간, 더 나아가 입양 후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축하하고
기억하게 돕는 도구이다. 가족 구성원은 모두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라이프 북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라이프 북은 아이의 탄생부터 시작해야 한다. 날짜와 시간, 출생 장소 등 자녀의
출생에 관해 아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출생 가족에 관한 정보도 포
함해 입양 아동이 ‘자신이 왜 출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지?’와 ‘어떻게 입양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야기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
원에 대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도 좋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이해하거나 받
아들이기 어려운 정보도 있으므로 라이프 북에는 자녀의 나이에 적합한 설명을 기
재해둔다.
또한, 위탁가정이나 보육원에서 살았던 아이는 자신이 살았던 곳과 자신을 돌봤던
사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아이가 입양 전에 다닌 학교가 있다면 관련 정
보와 기록을 남기고 아이가 기억하는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 자녀의 취미나 특별한
재능에 관한 정보를 담아둔다. 라이프 북에 포함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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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 위탁 배치 또는 입양과 관련된 서류와 정보, 사진 등
☼ 출생 가족·친척과 입양 가족·친척을 포함한 가계도
☼ 출생 가족과 위탁가정, 보육원 관련 서류와 정보, 사진, 편지 등
☼ 출생 가족과 위탁가정, 보육원에 관한 자녀의 그림과 글 등
☼ 의료 관련 정보
☼ 학교 관련 정보
☼ 입양 당일의 사진
☼ 입양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 입양 가족에 관한 자녀의 그림과 글 등
☼ 학교 간 첫날에 관한 사진과 정보 등
☼ 자녀의 그림과 시, 창의적인 글쓰기
☼ 출생 가족의 카드와 편지
☼ 성적표와 기타 학교 물품
☼ 학교 견학과 여행 기념품
☼ 가족이 좋아하는 요리법
☼ 생일 파티 초대장 등
☼ 상장과 인증서 등

(4) 라이프 북 준비하기
라이프 북은 새로운 페이지를 쉽게 추가하거나 빼고,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3개
링 바인더나 단순한 D링 바인더가 좋다. 라이프 북은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로 만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라이프 북에는 자녀가 기억하는 삶에 관한 글이나
그림을 추가할 수 있게 여러 페이지를 비워 두고 기념품과 물건을 넣어둘 봉투나
투명 포켓이 있는 페이지가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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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와 함께 라이프 북 만들기
아동기를 지난 입양 자녀에게 라이프 북이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
다. 라이프 북을 함께 만들면 자녀에게 치유 효과가 있고 라이프 북이 자신의 것이
라는 점을 더 확실히 알게 해줄 수 있다. 또한, 라이프 북을 만들면 자녀는 자연스
럽게 자신의 과거를 입양 부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라이프 북은 먼저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 자녀가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잘 이해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좀 더 잘 알
아가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삶의 여정: 자녀의 기억(또는 입양 시 받은 기록이나 정보)에 따라 지
금까지 살았던 모든 장소를 순서대로 작성해 본다.
☼ 삶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삶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고 자신이 생각
하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 양육자 퍼즐: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
을 모두 쪽지에 적은 다음 자신의 이름을 적은 쪽지 옆에 자신이 가
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 이름을 적은 쪽지를 배치한다. 나머지 사람 이
름을 담은 쪽지도 자녀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순서대로 정리한다.

(6) 라이프 북 만들기를 시작할 때
라이프 북 만들기를 시작할 때는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입양이 확정된
날과 같이 많은 정보가 있는 사건부터 시작하되, 꼭 연대순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
다. 입양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통 정보가 적거나 출생 가족에 관해 고통스러
운 기억이 많아 출생과 관련된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럴 때는 대신 최
근 있었던 생일과 같은 행복한 이벤트로 시작한다.
라이프 북에 글을 담는 것은 사진 앨범이나 스크랩북과 크게 다르다. 자녀가 사람
이나 장소, 사건에 관한 기억을 글로 남기도록 격려한다. 자녀가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로 쓸 수 없다면 부모님께서 아이를 위해 대신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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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이프 북에 의식을 더하기
입양 가정에 라이프 북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의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가족
의식은 입양 자녀의 과거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의식에는 대개 장소와 말, 음악, 상징,
선물, 특별한 옷, 손님, 음식 등의 요소가 있으며, 라이프 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가족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 라이프 북을 매번 같은 장소에 앉아 읽는다.
☼ 매년 자녀를 입양한 날과 생일에 라이프 북을 함께 꺼내본다.
☼ 라이프 북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본다.
☼ 새 학년을 시작할 때마다 라이프 북에 새로운 페이지나 섹션을 추가
한다.

(8) 라이프 북으로 감정 다스리기
라이프 북은 아이의 것이므로 자녀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생
일과 명절, 새 형제자매의 탄생이나 입양, 이사, 부모의 이혼, 학년이 끝날 때, 가계
도 숙제 등은 자녀에게 슬픔이나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라이프 북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이프 북은 자녀가 슬픔을 느낄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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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이프 북 관리하기
라이프 북은 자녀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라이프 북은 파손되
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하고, 원본은 복사해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가 라이프 북을 보관할 장소를 직접 정하게 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자녀와 라이프 북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공유하고 싶은지를 이야
기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허락 없이 라이프 북을 다
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2)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 기관
(1) 중앙 기관
[표 2]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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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1층(상담지원실), 7층(사무실)
02-6943-2600
www.kadoption.or.kr

입양 사업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 아동 의료급여,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 기관 운영 및 관리

• 입양 허가 신청
• 양친 가정조사
• 입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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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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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양 기관
[표 3] 입양 기관
기관명

주소

(2016년 1월 기준)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입양
&
국내입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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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대로 616번길 17-3

031-217-5999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305

033-251-2344

전북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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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2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대한사회복지회

국내입양

02-552-1017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경기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

031-877-2849

전남지부

전라남도 나주시 보현길 9-4

061-333-2882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055-243-0009

02-332-3941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23-2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안양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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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강로 2267번길 19

033-642-3555

꽃동네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925

043-879-0292

홍익아동복지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45

064-75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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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지원기관
[표 4] 입양 지원기관
기관명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
한국입양홍보회
서동 644-1 풍성프라자
MPAK
604호
(입양 가족
031-246-8301~2
사단법인)
www.mpak.org

한국입양
가족상담센터
KCCAF
(입양 사후
서비스기관)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
GUNCEN
(입양 사후
서비스기관)

홀더맘
심리언어
발달센터
(입양 아동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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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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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수원시 팔달구 월트컵로
377, 201호
031-257-7553
070-7535-7553
http://hdmom.kr

주요 업무와 프로그램
공개입양 1세대 입양 가정이 모여 세운 사단법인으로 입양
을 홍보하고, 지역별 입양 가족 모임을 운영하고
만 1세 이상 아동(연장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위해 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
•
•
•

연장 아동 입양 가정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
연장 아동 입양 가정 1박 2일 캠프 지원
반 편견 입양 교육
입양 가정 대상별 역량 강화 세미나
지역별 입양 가정 모임

입양 부모가 운영하는 입양 가족을 위한 사후 서비스기관
으로 만 1세 이상 아동(큰 아이)을 입양한 가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
•
•

큰 아이5) 입양 가족 적응 지원 사례관리
찾아가는 입양 가족 상담서비스 ‘문지방상담’
큰 아이 입양 가정 1박 2일 캠프 진행
큰 아이 입양 가족 네이버 밴드

입양 부모가 운영하는 입양 가족을 위한 사후서비스 기관
으로 만 1세 이상 아동(연장 아동)입양 부모교육 등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
•
•

건센
연장
입양
입양

입양 부모학교
아동 입양 부모학교
말하기 세미나
부모 정체성학교

입양 부모가 치료사로 활동하는 입양 아동 심리언어발달센
터로 입양 아동 심리치료와 입양 부모 양육상담을 제공하
고 있음.
•
•
•
•
•
•

언어프로그램
인지학습 프로그램
미술놀이 통합프로그램
모래놀이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출처: 대한사회복지회 홈페이지. 2017 검색; 동방사회복지회 홈페이지. 2017 검색; 성가정입양원 홈페이지. 2017
검색;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2017 검색;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홈페이지. 2017 검색; 한국입양홍보회 홈페이
지. 2017 검색; 홀더맘 홈페이지. 2017 검색; 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17 검색.

5) 본 보고서에서는 ‘연장 아동’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큰 아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주로 ‘만 1세 이상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기관 프로그램명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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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 부모에게 도움 되는 자료6)
(1) 입양 관련 도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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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전이다.
스티브 잡스 (2015.10)
저자 월터 아이작슨

역자 안진환

출판 민음사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가난한 집에 입양되어 대학도 그만두어야 했던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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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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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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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통스러운 성장기를 거친 뒤 20대 중반에 한국 어머니와 가족을 만나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
하면서 삶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담겨있다.

6) 입양 부모에게 도움 되는 자료는 노혜련·김수영·조소연(2017)의 ‘입양 사후상담 매뉴얼’에
서 정리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7) 입양 관련 도서와 영화는 최근 출판 순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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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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
인 엄마를 찾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국외 입양아로 성장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찾아가기까
지의 고민과 갈등, 일생을 괴롭고 힘들게 했던 의문과 번민에 대한 답, 뿌리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과 만남,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었던 입양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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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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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게 되는 내용이다.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 (2006.05)
저자 강민숙

출판 진선출판사

부모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스티브 모리슨이 입양된 후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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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드
릭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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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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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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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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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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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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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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듣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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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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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엄마 (2012.11)
저자 이창미

출판 샘터

전신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이겨 내고, 결혼해서 쌍둥이 딸을 입양한 후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
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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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허서윤

출판 사람과책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해 성년으로 키워낸 스웨덴 입양 부모가 살아온 이야기 열여덟 편과 역자
가 스웨덴으로 이민 간 후 입양 아동과 양부모를 30여 년간 상담하며 느낀 점을 기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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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착한 사진
을 함께 담은 책이다.
가야곡 꾸러기 오형제의 행복일기 (2005.06)
저자 김미현

출판 글로세움

논산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아들 다섯을 입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
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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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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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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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2002.04)
저자 신주련

출판 행복한책읽기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입양 부모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③ 입양 전문 서적
부모가 알아야 할 입양인의 속마음 20가지 (2016.11)
저자 섀리 엘드리지

역자 라테

출판 가족나무

입양인이자 입양 전문가인 저자가 입양인이 경험한 숨겨진 상실을 드러내면서 입양인의 고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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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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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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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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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부모와 아기의 분리가 일으키는 영향과 결과를 규명해낸 책이다.
인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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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다.
입양아 부모 되기 (2009.06)
저자 로이스 R. 멜리나 역자 이수연 출판 궁리
입양 부모이자 입양 전문가로 경함한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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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2008.08)
저자 토비아스 휘비네트 번역 뿌리의집

출판 소나무

스웨덴 국외 입양인 토비아스 휘비네트가 한국 입양 문제와 미디어, 대중문화에 나타난 입양
한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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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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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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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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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와 미국의 입양 실무 등을 이론과 실제로 설명한 책이다.

④ 유아용 입양 동화
가. 가족의 의미, 다양한 가족 이야기
제목

출판년월

저자

역자

출판사

나이

가족이 되었어요

2017.12

임정진

-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

유아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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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사람들

초등1~2학년

빨간실

2014.06

그레이스 린

박현정

샘물지기

유아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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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을 나온 암탉

2011.06

황선미

-

사계절

유아4~7세

가족은 꼬옥 안아주는 거야

2011.05

-

배고픈 여우 콘라트

2009.12

박윤경
크리스티안
두다

웅진주니어
하늘파란
상상

우리 가족이야

2009.11

윤여림

-

토토북

유아4~7세
유아4~7세,
초등1~2학년
유아4~7세,
초등1~2학년

문이

2009.11

라스칼

홍성혜

마루벌

유아4~7세

엄마가 되어 줄게

2009.05

마거릿 와일드

김현좌

해솔

유아4~7세,
초등1~2학년

사고뭉치 꼬마 개구리 플록

2008.07

야코프 마르틴
스트리드

김수희

어린이작가
정신

유아4~7세

초코 엄마 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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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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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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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용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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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은

나. 입양의 기쁨과 행복

다. 입양 아동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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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4~7세,
초등1~2학년
유아4~7세,
초등1~2학년

라.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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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과지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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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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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

박준일

-

맑은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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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초등학생용 입양 동화
가. 정체성과 뿌리 찾기
제목
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
입양아 야콥의 빨간책
이야기

나. 입양 가족 이야기
제목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내 동생, 아니발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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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2008.05

모니카 슐츠,
요란 슐츠

황덕령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2007.10

김려령

-

얀손씨의 양복

2007.03

원유순

-

나를 찾아줘

2007.02

은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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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1, 2

2003.05

김혜리

-

채우리

초등5~6학년

새 동생

2002.02

배봉기

-

대교출판

초등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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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이야기
문학동네어
린이
한겨레아이
들
함께자람
(교학사)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초등3~4학년
초등
전 학년

(2) 입양 관련 영화
① 정체성과 뿌리 찾기 영화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2016

가스 데이비스

써니 파와르, 데프 파텔

2016

데릭 시엔프랜스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귀향
A Blind River

2009

안선경

박지아, 윤상훈

기적의 도로
Miracle Mile

2005

황동혁

칼 윤, 바자 우바

서브로사
Subrosa

2000

헬렌 리

문영동, 류재영

라이언
Lion
파도가 지나간 자리
The Light between Oceans

② 입양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여행자
A Brand New Life

2009

우니 르콩트

김새론

토끼와 리저드
Rabbit and Lizard

2009

주지홍

장혁, 성유리

앤트원 피셔
Antwone Fisher

2002

덴젤 워싱턴

데릭 루크, 조이 브라이언트,
덴젤 워싱턴

화이트 올랜더
White Oleander

2002

피터 코스민스키

로빈 라이트, 미셸 파이퍼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1991

장길수

최진실, 김윤경

③ 입양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피부색깔 = 꿀색
Approved for Adoption

2014

융, 로랑 브왈로

융

프랑스인 김명실
Winter Garden

2014

이지현

쎄실 들래트르

트윈스터즈
Twinsters

2014

사만다 푸터먼,
라이언 미야모토

사만다 푸터먼, 아나이스
보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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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부모와 입양인에 관한 영화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필로미나의 기적
Philomena

2013

스티븐 프리어스

주디 덴치, 스티브 쿠건

어드미션
Admission

2013

폴 웨이츠

폴 러드, 마이클 쉰

영도다리
I Came from Busan

2010

전수일

박하선

마더 앤 차일드
Mother and Child

2009

로드리고 가르시아

나오미 왓츠, 아네트 베닝

2007

황동혁

김영철, 다니엘 헤니

1999

울루 그로스바드

미셸 파이퍼, 트리트 윌리암스

1996

마이크 리

브렌다 블레신, 티모시 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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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티모시 그린의 이상한 삶
The Odd Life of
Timothy Green

2012

피터 헤지스

조엘 에저튼, 제니퍼 가너

블라인드 사이드
The Blind Side

2010

존 리 행콕

산드라 블록, 제이 헤드

마이파더
My Father
사랑이 지나간 자리
The Deep End of the
Ocean
비밀과 거짓말
Secrets et Mensonges/
Secrets & Lies

⑤ 입양 삼자를 다룬 영화
제목
단델리온 더스트
Like Dandelion Dust
주노
JUNO
덴 쉬 파운드 미
Then She Found Me
가족
Immediate Family

⑥ 입양 가족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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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을 다룬 영화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화성아이, 지구아빠
Martian Child

2007

메노 메이제스

존 쿠삭, 보비 콜먼

세컨드 베스트
Second Best

2004

크리스 멘지스

윌리엄 허트,네이단 얩

제목

제작년

감독

출연

쿵푸 팬더1, 2
Kung Fu Panda1 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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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어린이용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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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2017

브렌다 채프먼,
스티브 히크너,
사이먼 웰스
케빈
설리반(1985)
모이라
월리-베킷(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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랠프 파인스, 발 킬머
메건 팔로우즈, 콜린
듀헐스트(1985)
에이미베스 맥널티, 제럴딘
제임스(2017)

B. 교육용 참고자료 개발

1. 부모용 워크북
[표 5] 교육 순서
일
차

주제
도입
(30분)
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60분)

교육내용
1. 강의자 인사와 목차소개
2. 마음열기
1. Ice Breaking: 이미지카드로 말문 열기
2. 입양 부모의 동기 체크 활동
3. 입양 부모의 기대

교육형태

시간

-

30분

활동

20분

소집단 토의

20분

강의

20분

영상 감상과
소감 나누기

25분

강의

65분

발표
질의응답

각
50분

쉬는 시간 (30분)
1
일
차

Ⅱ.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90분)

1.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2.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와 특성
3. 질의응답
저녁식사 시간 (60분)

Ⅲ.
입양 삼자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150분)

1. 입양삼자의 사례발표
2. 질의응답
개인시간과 취침

2
일
차

Ⅳ.
입양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 문제 해결
(120분)

Ⅴ.
마무리
(30분)

1.
2.
3.
4.
5.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입양 전·후 입양 부모의 역할
입양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해결
사례별 대처방안 소그릅 토론과 나눔
라이프 북 만들기 소개와 예시 안내

1. 입양 부모 안내서·유관기관 등 자료
소개와 배포
2. 교육 평가와 만족도 작성하기
3. 교육 정리와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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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상과
소감 나누기
강의

25분
45분

소집단 토의

35분

자료 소개와
활동

15분

자료 소개

10분

소감 나누기

10분

평가지 작성

10분

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활동> 입양 동기와 기대 생각해보기

◎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동기를 적어보세요.

◎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면서 가지는 기대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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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입양 부모의 동기
◎ 다음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동기를 스스로 점검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이 생각하는 동기와 맞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표 6] 입양 동기 점검표
질문
1

신생아를 양육하기 어려우므로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
려고 한다.
입양 대상 아동 중 만 1세 이상 아동이 신생아보다 많고,

2

입양이 결정되는 과정도 신생아 입양 과정보다 쉽기 때문
이다.

3

내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므로 입양하려고 한다.

4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굳건하게 하고 싶어서 입양하려고 한다.

5

6

7

8

9

10

나이가 많아 입양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구원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입양하려고 한다.
우리 집안의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입양하려고 한다.
이미 친생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으므로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
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어려움이 비슷한 경험을 한 만 1세 이상 아
동을 입양해서 이해하고 돕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생아를 입양하기에는 지금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만 1
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려고 한다.
친생자녀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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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활동> 입양 부모의 기대

◎ 다음은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에 대해 가지는 기대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당신이 가지
는 기대와 맞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표 7]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에 대해 가지는 기대 생각해보기
질문
1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과는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2

아동은 입양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3

입양 아동은 자신이 입양된 것에 감사할 것이다.

4
5
6

만 1세 이상 아동은 이미 자신의 생활양식과 정체성을 확
립하여서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만 1세 이상 아동은 해결하기 어려운 행동과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겪을 것이다.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은 가정의 사랑만 있으면 잘 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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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강의> 입양 부모의 동기와 기대

(1) 입양 부모의 동기

(2) 입양 부모의 기대

- 101 -

Ⅱ.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영상 감상하기> 고슴도치아이

* 영상을 본 후에 소감을 적고 소집단에서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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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1.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와 특성
정의:
특성:

2.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3.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
1) 영아기(Infancy: 1~2세)
(1) 생후 2개월 전에 입양한 아동

(2) 3개월~5개월에 입양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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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18개월에 입양한 아동

(4) 18개월~24개월에 입양한 아동

* 영아기 아동 입양 시 유용한 지침
① 아기의 감각을 활용한다.

⑤ 아기에게 이야기한다.

② 과도한 눈 맞춤을 피한다.

⑥ 아기의 울음에 즉시 응답한다.

③ 조용히 말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⑦ 아기의 행동을 따라 한다.

④ 아기를 안아준다.

⑧ 아기가 울 때 함께 있어 준다.
출처: Caughman & Motley, 2017.

2) 유아기(Toddlerhood: 2~7세)

* 유아기 아동 입양 전 고려할 사항
① 아동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② 부모의 건강은 양호한가?
③ 아동의 극단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가?
④ 아동을 양육할 때 도움을 줄 지원체계가 있는가?
⑤ 집에 다른 자녀들이 있는가?
출처: Gre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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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기(Childhood: 8~13세)

* 아동기 아동 입양 시 유용한 지침
① 아동이 입양 가정의 습관과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으니 이전 생활 방식의
일부라도 보존해 준다.
② 먹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리해서 맛보게 한다.
③ 아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④ 작은 일에 힘 빼지 않는다.
⑤ 가족모임을 한다.
⑥ 가족사진을 찍는다.
출처: Caughman & Motley, 2017.

4) 청소년기(Adolescence: 14~19세)

* 청소년기 입양 아동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ENGAGE)
E:
N:
G:
A:
G:
E:

영속성 즉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라.
일회성 대화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라.
청소년에게 입양에 관해 느끼는 감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라.
청소년에게 누구와 가깝게 느끼는지 물어라.
청소년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실천할 기회를 주어라.
청소년에게 선택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도와라.
출처: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Adopt US Ki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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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1) 상실(Loss)

2) 슬픔(Grief)

3)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Experience of a break in genetic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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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1) 생활 문제
(1) 과도한 관심 끌기와 관계 문제

(2) 감정 조절 문제와 부적절한 상황 대처

(3) 반항 행동과 문제 행동

(4) 식사와 수면 문제

(5)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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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 문제

(7) 입양 관련 주제에 대한 회피나 거부

2) 애착 문제

3)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

4)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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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양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 문제해결

<영상 감상하기> 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 이야기

* 영상을 본 후에 소감을 적고 소집단에서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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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입양 부모의 역할

1. 입양 전 입양 부모의 역할
1) 입양 준비하기

2) 입양 아동 이해하기

3)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 모으기
(1) 아동 건강에 관한 정보:

(2) 입양 전 가정에 관한 정보:

(3) 입양 전 배치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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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
1) 자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2) 자녀 방 꾸미기

3) 일상적인 규칙을 정하고 지키기

4) 식사 문제에 대처하기

5) 수면 문제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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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행에 적절히 반응하기

7) 상실 문제에 대처하기

8) 애착 관계 맺기

9) 가족 되어가기

10)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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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입양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해결

1.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1) 우울

2) 죄책감

3) 고립감

2.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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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
• 자녀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 아동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 관대하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 모호함을 견딘다.
• 진정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즐긴다.
• 자녀가 과거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 유머 감각을 유지한다.
• 자녀가 표현하는 분노를 수용한다.
• 집안의 물건이 부서지거나 엉망이 되어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받아들인다.
• 완벽 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 작은 단계의 진전에 만족한다.
•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 입양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친생자녀 양육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고 받아들인다.
출처: Adoption Learning Partners 홈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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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례별 대처 방안 생각해보기

◎ 아래는 만 1세부터 10세까지 아동을 입양 한 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제시한 사례는 모두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은 훗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 방식,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그 반응과 해결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유형의 가정끼리 소집단으로 모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해당하는 주제 한가지와 공통 주제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 토론해보세요.
[소집단 구성의 예]
▪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첫 번째 입양): 5~6가정
▪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 5~6가정

◎ 공통 주제
사례 1

◼ 성별: 남

◼ 입양시기: 13개월 (만 1세)

낮에는 그럭저럭 잘 놀지만 자다가 깨서 우는 날이 많다. 항상 밤 12시만 되
면 깨서 2시간씩 우는 날이 벌써 3개월째다.

사례 2

◼ 성별: 여

◼ 입양시기: 만 6세

아이가 조용한 듯해서 방에 들어가서 잘 노는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이전에도 몇 번 보았지만, 그때마다
뭐 하냐고 물어보면 간지러워서 긁은 거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아이. 아
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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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성별: 여

◼ 입양시기: 만 4 세

친척이나 이웃, 가까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아이는 그
사람에게 착 붙어서 온갖 귀여운 짓을 다 한다. 그리곤 헤어질 때 따라간다
고 엉엉 운다.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
면 절망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진다.
사례 4

◼ 성별: 여

◼ 입양시기: 만 5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이 되었다. 아이 방을 청소하는데 침대 구석과
서랍 등에서 썩은 바나나, 빵 먹던 것, 오래 숨겨두었음이 분명한 여러 간식
이 나타났다.
아침을 먹고 나면 잠시 후에 “엄마, 점심밥은 뭐예요?”라고 묻는 아이.
밥을 굶기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먹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사주는 편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첫 번째 입양) 소집단 토론 주제
사례 5

◼ 성별: 여 ◼ 입양시기: 40개월 (만 3세)

오랜 난임 끝에 딸아이를 입양한 후 처음에는 예쁜 딸이 생겼다는 기쁨에
행복했지만, 아이와 애착 형성이 잘 안 된다.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눈치를
살살 보며 말을 듣지 않으면서 아빠가 퇴근하면 어찌나 매달려 여우 짓을
하는지 모른다. 남편은 딸이 생겼다고 늘 싱글벙글한 데 그 모습을 보면 화
가 치민다. 아이가 온 다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까지 멀어진 것 같다.

◎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 소집단 토론 주제
사례 6

◼ 성별: 남

◼ 입양시기: 만 6세

형, 누나랑 잘 놀다가도 자꾸 형이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누나가 시켰다
면서 엄마에게 뭔가를 받아내려 한다. 형, 누나에게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
다고 펄쩍 뛰는데,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해도 아이는 자꾸 거짓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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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대처방안

■ 사례 (

)

대처방안

■ 사례 (

)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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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개> 라이프 북 만들기

1. 라이프 북 만들기 소개와 예시 안내
1) 라이프 북의 의미
2) 라이프 북의 중요성
3) 라이프 북에 포함할 내용
4) 라이프 북 준비하기
5) 자녀와 함께 라이프 북 만들기
6) 라이프 북 만들기를 시작할 때
7) 라이프 북에 의식을 더하기
8) 라이프 북으로 감정 다스리기
9) 라이프 북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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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자료 소개> 입양 부모 안내서 입양 유관기관과 자료 소개

1. 입양 부모 안내서 소개

2.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 기관, 자료 소개
1) 중앙 기관
2) 입양 기관
3) 입양 지원기관
4) 입양 관련 도서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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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교육 정리와 소감 나누기

■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 교육 중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가요?

■ 다음 교육에서 다르게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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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용 매뉴얼
[표 8]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 부모교육 심화 교재의 구성
연번

1

구분

개요:
강사와
참여자 소개

교육목표

세부내용

교육에 대한
기대와 참여도
증진

• 인사말과 목차소개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의 동기와 기대,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 과정에서 입양 부모의
역할,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할 때 도움 되는 활동과 자료
• 마음열기
교육 시작 전에 강사와 참여자 소개하기
• Ice Breaking: 이미지카드로 말문 열기

2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와
기대에 대한
점검

3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에
관한
이해 증진

4

입양 삼자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입양 삼자의
경험 공유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고르기
• 입양 부모의 동기 체크 활동
입양 동기 점검과 올바른 동기 확인하기
• 입양 부모의 기대
입양에 대한 기대 점검과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인하기
•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고슴도치 아이)
•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와 특성
•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해하기
•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상실, 슬픔,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 이해하기
•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생활문제, 애착 문제,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 이해하기
• 입양삼자의 사례 발표
입양인, 생부모, 입양부모의 경험 공유하기
•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

5

6

입양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 문제
해결

입양 부모의
역할 정립과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해결방법 모색

마무리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점검과
도움 되는
자원 확인

• 입양 전 입양 부모의 역할
입양 준비하기, 입양 아동 이해하기,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 모으기
•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
식사나 수면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 역할 이해하기
• 입양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해결
입양 부모 안내서 배포와 소개
•사례별 대처방안 소집단 토론과 나눔
• 라이프 북 만들기 소개와 예시 안내
• 입양 부모 안내서·유관기관 등 자료 소개와 배포
• 교육 평가와 만족도 작성하기
• 교육 정리와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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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개요
[표 9] 전체 교육 개요
구분

총 6영역

소요시간

480분(8시간)

교육 주제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의 이해와 적용

교육 목표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과 입양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준비와 능력 향상을 돕는다.

사전 준비

조별 자리배치, 조별 필기구, 컴퓨터와 음향시설

교육 자료

교육용 PPT 파일 / 워크북, 필기도구 / 영상 / 이미지 카드
주요 활동

도입

전개

마무리

· 목차소개
- 교육일정 소개하기
· 마음열기
- 교육 시작 전 강사와 참여자 소개하기

30분

·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 Ice Breaking: 이미지카드로 말문 열기
- 입양 부모의 동기 체크 활동
- 입양 부모의 기대

60분

·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 영상 감상(고슴도치 아이)과 소감나누기 활동
·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와 특성
-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
-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 질의응답

90분

· 입양삼자의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 입양인 / 생부모 / 입양부모

150분

· 영상 감상(열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과 소감나누기 활동
· 입양 부모의 역할
- 입양 전 / 입양 후
· 입양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
- 입양 부모 안내서 배포와 소개
· 사례별 대처방안 소집단 토론과 나눔
· 라이프 북 만들기 소개와 예시 안내

120분

· 입양 부모 안내서, 유관기관 등 자료 소개와 배포
· 교육 평가와 만족도 작성하기
· 교육 정리와 소감 나누기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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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강의안

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1) 세부 강의 개요
[표 10]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세부 강의 개요
① 예비입양 부모의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 동기를 이해한다.
목표

② 예비입양 부모의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에 대한 기대를 이해한다.
③ 만 1세 이상 아동의 입양 동기와 기대를 점검한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20분

활동
·
발표

이미지
카드

20분

활동
·
발표

워크북

20분

강의

교재
·
워크북

< Ice Breaking : 이미지 카드로 말문 열기>
1

① 이미지카드 중에서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 하면 떠오르
는 이미지를 골라본다.
② 카드를 고른 이유를 나누어 본다.
<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와 기대 확인하기>

2

① 입양 부모 자신의 입양 동기를 확인한다.
② 입양 부모 자신의 입양에 대한 기대를 확인한다.
③ 소집단별 토의를 통해 공유한다.
<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와 기대 이해하기>

3

① 입양 동기를 이해한다.
② 입양에 대한 기대를 이해한다.

① 입양 동기와 기대를 솔직하게 점검한다. 자가 점검을 위한 질문지는 입양 부모를
강사
팁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한 것임을 전달한다.
② 소집단에서 입양 부모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 두 분 정도는 먼저 발표할
수 있게 돕는다.

기대

① 입양 부모가 자신의 입양 동기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

효과

②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할 때 당면할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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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번호

슬라이드 제목

활동

1-1

표지

1-2

전체 교육 순서: 1일차

1-3

전체 교육 순서: 2일차

1-4

1강 표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

1-5

Ice Breaking : 이미지카드로 말문 열기

1-6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의 동기와 입양 부모로서의 기대

1-7

입양 동기와 기대 생각해보기: 자가 점검

1-8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의 동기 점검해보기

<활동2>

1-9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에 대해 가지는 기대 생각해보기

<활동3>

1-10

입양 부모의 동기

1-11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입양 부모가 성찰해야 할 질문

1-12

입양 부모의 기대: 예비입양 부모의 잘못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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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3) 자료별 강의 매뉴얼
슬라이드

설명
<전체 교육 순서 : 1일차>
교육의 주제와 내용, 시간을 안내하고,
강사와 참여자를 소개함.

1-2

첫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의 동기와 기대, 둘째, 만 1
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셋째, 입양 삼자가 경
험하는 상실과 애도임.
<전체 교육 순서: 2일차 >
교육의 주제와 교육 내용, 시간을 안내함.

1-3

교육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입양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 문제해결, 둘째, 입양 부모 안내서
와 유관기관 자료 안내, 교육 평가와 만족도 작
성, 전체 교육에 대한 정리와 소감 나눔임.
< Ice Breaking: 이미지카드로 말문 열기>
100장의 이미지 카드를 바닥에 펼쳐놓음.

1-5

참여자는 그 중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골라 소집단
별로 이야기 나눔으로써, 참여자간의 다양한 생각
을 확인하고 공유함.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의 동기와 입양
부모로서의 기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의 동기와 기

1-6

대에 관해 각자 생각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작성하
게 함. 활동 1, 2, 3을 마친 후에는 나눔의 시간
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것
임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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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동기와 기대 생각해보기: 자가 점검>
입양 결정 전 입양 부모가 입양의 동기와 기대
1-7

를 점검하는 것은 입양 아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자가 점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의 동기 점검해보기>
1-8

기존 연구와 문헌을 통해 작성한 입양 동기의
자가 점검표를 소개함. 각 문항을 읽으면서 본인
의 동기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제공함(5분).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에 대해 가지는 기대
생각해보기>
1-9

기존 연구와 문헌을 통해 정리한 ‘입양에 대한 기
대‘ 질문지를 소개함.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입양
에 대한 기대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제공함(5분).
<입양 부모의 동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할 때 자신의 입양 동
기와 기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강

1-10

조함. 이 아동은 신생아와는 다른 욕구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고, 아동을 잘 양육하려면 자신과
가족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입양 부모가 성찰해야 할 질문>

1-11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입양 부모가
성찰해야 할 질문을 함께 읽어보고,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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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의 기대: 예비입양 부모의 잘못된 지식>
입양 부모의 입양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잘
1-12

못된 지식은 아동을 입양해 양육하고 함께 적응하
는 데 큰 걸림돌이 됨. 이에 입양 부모는 입양 전
고정관념과 잘못된 지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가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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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1) 세부 강의 개요

[표 11]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 세부 강의 개요
①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을 이해한다.
목표

②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을 이해한다.
③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한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25분

영상
감상
토론

동영상
워크북

65분

강의
질의
응답

교재
·
워크북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
1부

① 고슴도치 아이 영상을 감상한다.
② 감상 소감을 적고 나누어본다.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을 이해하기>
① 특수 욕구 아동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한다.
②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설명한다.

2부

③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을 설명한다.
④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을 설명한다.
⑤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한다.
⑥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강사
팁

① 영상을 감상한 후 입양 부모의 소감을 들어본다.
②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적응과 어려움에 관해 다양한 사례를 준비한다.

기대

①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구체적인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효과

②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후 적응과정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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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번호

슬라이드 제목

2-1

2강 표지

2-2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

2-3

특수 욕구 아동의 정의와 특성

2-4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2-5

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 연령별 구분

2-6

영아기

2-7

유아기

2-8

아동기

2-9

청소년기

2-10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2-11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1: 상실

2-12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2: 슬픔

2-13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3: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

2-14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2-15

생활문제 1: 과도한 관심 끌기와 관계 문제

2-16

생활문제 2: 감정 조절 문제와 부적절한 상황 대처

2-17

생활문제 3: 반항 행동과 문제 행동

2-18

생활문제 4: 식사와 수면 문제

2-19

생활문제 5: 퇴행

2-20

생활문제 6: 학습 문제

2-21

생활문제 7: 입양 관련 주제에 대한 회피나 거부

2-22

애착문제

2-23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

2-24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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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자료별 강의 매뉴얼
슬라이드

설명
<2강 표지>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이해에서는 첫째, 특
수 욕구 아동의 정의와 특성, 둘째, 특수 욕구

2-1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셋째, 입양 시기별 아동
의 특성, 넷째,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다섯째,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다룰 것임을 설명함.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
2-2

고슴도치 아이 영상을 감상한 후 소감을 소집
단별로 나눔.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정의와 특성>
특수 욕구 아동에 관한 정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아동의 나이와 장애 유무, 형제·

2-3

자매 유무, 학대나 방임 경험 중 하나 이상의 특
성이 있는 입양 아동을 ‘특수 욕구 입양 아동’으
로 정의함. 입양 실천 현장과 학계에서는 이들에
게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음을 설명함.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나이 기준>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을 정의할 때는 발달 단계
를 고려하여 아동의 인지 발달과 초기 사회화,
안정적 애착 형성 시기가 있음을 전제로 함. 아

2-4

울러 생후 1~3년의 시기를 벗어난 아동을 특수
욕구 입양 아동의 범주에 포함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
양할 때는 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발달 배경이 입
양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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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시기별 아동의 특성: 연령별 구분>
본 교육에서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
론과 Piaget의 인지 이론을 토대로 입양인의 발
2-5

달 단계별 특성을 기술하였음. 입양 아동의 발달
은 개인마다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순서도 다를
수 있지만, 본 장에서는 입양 아동이 경험하는
공통 특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설명
함.
<영아기>
영아기의 주요 특성을 신뢰 대 불신의 단계로 설
명함. 생후 2개월 전, 3개월~5개월, 6개월~18개

2-6

월, 18개월~24개월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을 강
조하고, 각 시기별 입양 아동의 특성을 자세히 설
명함. 무엇보다 입양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신
뢰감으로 확장함을 설명함.
<유아기>
유아기의 주요 특성을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로
설명함.

2-7

유아기 아동은 인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자기중심적 사고
(egocentric thought)’를 하며, 여섯 살 이상 아
동은 가족을 형성하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입양과
출산을 구별하기 시작함을 설명함.
<아동기>
아동기의 주요 특성을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
설명함.
아동기 아동은 입양의 의미에 관해 새로운 통찰을

2-8

얻게 되지만, 입양 이야기를 꺼리고, 이유 없이 울
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함을 설명함. 또한, 입양
부모를 자극하고 화나게 하는 반항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기도 한다는 점과 그 이
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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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청소년기의 주요 특성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단계로 설명함. 청소년기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
2-9

전부터 입양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영속성에 관한 설명과 발
달 단계상 겪는 정체감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도 설명함.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입양 아동에게 생부모와의 분리로 나타날 수 있는
2-10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은 ‘상실’로부터 시작하며, 입양 아동이 공통으로 겪
는 경험과 정서에는 ‘상실’과 ‘슬픔’, ‘유전적 연속성
의 단절’이 있음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1: 상실>
입양 아동은 대부분 양육자를 상실했을 때, 위탁
가정이나 시설을 떠날 때, 형제자매와 분리될 때 상
2-11

실을 느끼는데, 이는 아동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함. 또한, 입양아동은 일반적 상실과는 다
른 ‘모호한 상실’(잃어버린 존재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상실)을 경험한다는 것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2: 슬픔>
입양 아동의 상실은 슬픔과 분노, 불안, 죄 책감,
2-12

수치심, 배신, 열망, 절망 등의 감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설명함. 이러한 감정이 입양 부모를 당황하게
하고, 아동은 ‘모호한 상실’로 충분한 애도를 못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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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의 특성 3:
유전적 연속성의 단절>
입양 아동은 자신의 유전적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
2-13

험을 하며, 이 과정에서 ‘유전적 당혹감’을 느낀다
는 것을 설명함. 이런 의미에서 입양 부모가 아동
에게 자신의 출생과 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입양 아동이 겪는 어려움>
입양 아동이 ‘상실’과 ‘슬픔’, ‘유전적 연속성의 단
절’ 경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심리적 어려움이

2-14

나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구
체적으로 생활과 애착, 자존감과 정체성 관련 문제
외에도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
다는 점과 각 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것임을 전달함.
<생활문제 1: 과도한 관심 끌기와 관계 문제>
입양 아동은 부모의 관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
하며, 부모의 주의를 끌려고 울거나 화를 내고 물

2-15

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
함. 또한, 이러한 행동은 주로 입양 초기에 자신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시험하려고 하
는 아동의 행동임을 설명함.
<생활문제2 : 감정 조절 문제와
부적절한 상황 대처>
입양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
에 곤란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떤 아동은 작은 자

2-16

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결국 극도의 분노 폭
발로 이어지기도 함을 설명함. 입양 부모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할까 봐 늘 불안할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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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제 3: 반항 행동과 문제 행동>
입양 아동의 분노는 반항 행동, 거짓말 등으로 이
2-17

어지는데 이는 심리적 불안에 대한 대처 반응이므
로, 아동이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
줘야 함을 설명함.

<생활문제 4: 식사와 수면 문제>
입양 아동에게 식습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2-18

흔한 일이고,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기도 함을 설명
함. 이중 악몽과 야경증은 가장 일반적인 외상에 대
한 반응이고, 야경증은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나
아질 수 있음을 설명함.

<생활문제 5: 퇴행>
입양 후에는 대소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2-19

빨거나 자신의 성기를 자극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안
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기 위안의 방법임을 설
명함.

<생활문제 6: 학습 문제>
산만함과 짧은 주의력은 외상을 겪은 아동의 대표적
증상이고, 주의력 결핍이 나타난 아동은 보통 충동
2-20

행동에 대한 통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적
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아동이 경험
한 상실의 충격이 클수록 특정한 활동에 집중하고 학
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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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제 7: 입양 관련 주제에 대한 회피나 거부>
입양 아동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거부
하기도 하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아동은 보통 그 사
2-21

건을 떠올릴만한 모든 것을 피하므로 입양 부모는 아
동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함. 입양 부모는 아동이 입양에 관해 궁금해 하
는 것뿐 아니라, 궁금해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알
려주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함.
<애착문제>
유아기나 아동기에 입양된 아동은 영아기에 입양
된 아동보다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어
렵고 입양 가정에 적응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을 설

2-22

명함. 단, 애착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고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간에도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상처를 회
복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이러한 변화는 입양 부모가 의식적으로 노력해
야 일어난다는 점을 설명함.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
유아기 입양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듯 보이더라도 생부모와 헤어진 것을 자기 탓으로

2-23

돌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함을
설명함.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장하면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춘기
에 접어들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는 점을 설명함.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
입양 아동은 상실의 충격이 크거나 입양 전 학대
나 방임 등 부정적 경험을 했을 때 특수한 정신적

2-24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이런 아동은 우울증을 앓거
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함.
아동의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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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양삼자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1) 세부 강의 개요

[표 12] ‘입양삼자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 세부 강의 개요
목표

입양삼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50분

발표35분/
질의응답15분

PPT

50분

발표35분/
질의응답15분

PPT

50분

발표35분/
질의응답15분

PPT

<입양인이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1부

① 입양인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한다.
②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생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2부

① 생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한다.
②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3부

① 입양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한다.
②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강사
팁

① 입양 삼자가 입양과 관련해 겪은 상실과 애도 과정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전달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입양을 접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기대
효과

을 이해한다.
② 입양 삼자의 상실과 애도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실을 건
강히 다루는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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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번호

슬라이드 제목

3-1

3강 표지

3-2

입양인이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이야기

3-3

생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이야기

3-4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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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자료별 강의 매뉴얼
슬라이드

설명
<입양 삼자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
입양 삼자는 입양을 통해 상실을 경험함.
입양인은 자신의 출생가족을 상실하고, 생부모는

3-1

자신의 출생자녀를 상실하며 입양부모는 난임을
겪으며 상실감을 경험함.
입양 삼자는 모두 자신이 경험하는 상실을 건강
히 애도해야 함.

<입양인이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이야기>
3-2

출생가족의 상실, 자기 유전적 정보의 상실, 출
생가족과 사는 평범한 삶의 상실을 애도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 관한 사례를 발표함.

<생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이야기>
출생자녀의 상실, 엄마로서의 정체성 상실, 출생
3-3

과 입양사실을 숨기는 어려움, 재회를 기다리
며 상실을 애도하고 성장하는 것에 관한 사
례를 발표함.

<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상실과 애도 이야기>
입양 자녀가 자신이 기대한 자녀와 다른 것에
3-4

대한 상실감, 출생자녀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상실, 입양 편견을 마주하며 느끼는 상실을
애도하며 건강한 입양부모가 되는 것에 관한
사례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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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양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 문제해결
(1) 세부 강의 개요

[표 13] ‘입양 부모의 역할과 어려움, 문제해결’ 세부 강의 개요
① 입양 전과 후의 입양 부모 역할을 이해한다.
목표

② 입양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해결 방법을 이해한다.
③ 라이프 북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게 한다.

단계

내용

소요
시간

진행
방법

준비물

25분

감상
활동

동영상
워크북

15분

강의

교재
·
워크북

15분

강의

교재
·
워크북

강의

교재
·
워크북
·
안내서

<영상 감상하기>
1부

① 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 영상을 감상한다.
② 감상 소감을 적고 소집단 성원들과 나누어 본다.
<입양 전 입양 부모의 역할 설명하기>

2부

① 입양 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내용을 확인한다.
② 입양 아동을 이해한다.
③ 입양 아동에 관해 모아야 할 정보를 확인한다.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 설명하기>
① 입양 아동이 가족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항

3부

을 이해한다.
② 입양 후 아동과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①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4부

②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해
결방법을 설명한다.
③ 입양 부모 안내서를 제공하고 활용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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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사례별 대처방안 생각해보기>
①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사례
5부

6개를 제공한다.

35분

토론

워크북

15분

강의

교재

② 조별로 사례 중 3개를 선택하여 대처 방안을 토론한다.
③ 조별로 공유한 내용을 발표한다.
6부

① 라이프 북을 소개하고 예시를 안내한다.

① 입양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 예비입양 부모가 현실적으로
입양 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다.
②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사례를 준비해 강의 내용 전달 시 활용한다.
강사
팁

③ 조별로 사례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여 전체 사례를 입양 부모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④ 대처방안에 관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격려하고,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를 준비해 전달한다.
⑤ 라이프 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게 하고, 실제 예시 안내를 통해 라
이프 북을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다.
① 입양 전 부모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입양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육을 구체
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
② 입양 후 부모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입양 아동과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가족으로서
서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대
효과

③ 만 1세 이상 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입양 아동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④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의 어려움과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로 원활한 입
양 적응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
⑤ 라이프 북의 의미와 내용, 방법 등을 이해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라이프 북 만들기
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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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주제
사례 1

◼ 성별: 남

◼ 입양시기: 13개월 (만 1세)

낮에는 그럭저럭 잘 놀지만 자다가 깨서 우는 날이 많다. 항상 밤 자정만 되
면 깨서 2시간씩 우는 날이 벌써 3개월째다.
<강사 피드백 예시>
야경증은 분리를 경험한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울지 않게 달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없이 몸부림치
며 우는 동안 아이가 무언가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살펴봐 주고 서서히 울음
이 잦아들 때를 기다렸다가 안아서 쓰다듬어 주면서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낮에 햇볕을 많이 쬐며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되므로 야경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너무 신나게 놀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을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고, 등을 쓰다듬거나
두드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
니다.
사례 2

◼ 성별: 여

◼ 입양시기: 만 6세

아이가 조용한 듯해서 방에 들어가서 잘 노는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이전에도 몇 번 보았지만, 그때마다 뭐
하냐고 물어보면 간지러워서 긁은 거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다.
<강사 피드백 예시>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 중에는 혼자 잠드는 시간에나 두려움이 생길 때,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 가정으로 옮겨온 이
후에도 형제·자매가 없어 무료하거나, 부모가 몸을 써 신나게 놀아주는 시간이
적을 때는 가장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방식인 자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부모가 목격했을 때는 우선 너무 무안을 주거나 화를 내지 말
고, 몸을 만질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
습니다. 더불어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게 아이와 신체를 접촉하
며 즐겁게 노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면 아이의 긴장감도 풀어지고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
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자위행위도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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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성별: 여

◼ 입양시기: 만 4 세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누군가를 만나면 아이는 그 사람에게 착 붙어서 온
갖 귀여운 짓을 다 하다가 헤어질 때는 따라간다고 엉엉 운다.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고 배신감이 느껴
진다.
<강사 피드백 예시>
낯선 가정으로 거처를 옮겨온 아동은 아직 새로운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이 좋아했던 많은 양육자가 (이유도 말
해주지 않고) 자신을 떠나버린 경험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자신이 누군가를 사
랑하면 그 사람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가정과는 달리 시설에서 보육사의 관심과 사랑을 여러 아동과 경쟁해서 얻어
내야 했던 경험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자신이 적극적으
로 행동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든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
를 보이며 매달리곤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애착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응 초기에는 이웃
이나 친인척 집의 방문을 줄이고 가족끼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입
양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
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채워질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어른과도 적절한 애
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4

◼ 성별: 여

◼ 입양시기: 만 5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이 되었다. 아이 방을 청소하는데 침대 구석과
서랍 등에서 썩은 바나나와 먹던 빵, 오래 숨겨 둔 것이 분명한 간식 등이 나
타났다.
아침을 먹고 나면 아이는 잠시 후에 “엄마, 점심밥은 뭐예요?”라고 묻는다.
밥을 굶기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먹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사주는 편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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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피드백 예시>
아동에게 있어 양육자와 생활환경이 바뀌는 경험은 생존을 위협할 만큼 커
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두려움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자신
의 생존과 직결된 음식에 더 큰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동에
게 화를 내기보다는 아동이 볼 수 있는 곳에 늘 간식을 마련해 두고, 아동이
원할 때는 언제든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일러두는 것
이 좋습니다. 하지만, 섭식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로 먹는지 부모가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
다. 아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적당한 양을, 정해
진 시간에 먹는 것이 왜 바람직한지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것
이 좋습니다.

◎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첫 번째 입양) 소집단 토론 주제
사례 5

◼ 성별: 여

◼ 입양시기: 40개월 (만 3세)

오랜 난임 끝에 딸아이를 입양한 후 처음에는 예쁜 딸이 생겼다는 기쁨에 행
복했지만, 아이와 애착 형성이 잘 안 된다.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눈치를 살
살 보며 말을 듣지 않으면서 아빠가 퇴근하면 어찌나 매달려 여우 짓을 하는
지 모른다. 남편은 딸이 생겼다고 늘 싱글벙글한 데 그 모습을 보면 화가 치
민다. 아이가 온 다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까지 멀어진 것 같다.
<강사 피드백 예시>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뀐 아동은 깊은 애착 관계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자녀 없이 부부가 밀착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아이와 부모 자녀 관계로 지내려다 보면 생각
하지 못한 감정적, 신체적 반응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
동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애착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아이의 안
정감도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은 간편한 부부의 삶에서 안정감 있는
부모의 삶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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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 소집단 토론 주제
사례 6

◼ 성별: 남

◼ 입양시기: 만 6세

형, 누나랑 잘 놀다가도 자꾸 형이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누나가 시켰다
면서 엄마에게 뭔가를 받아내려 한다. 형, 누나에게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다
고 펄쩍 뛰는데,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해도 아이는 자꾸 거짓말을 한다.
<강사 피드백 예시>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자신이 기존 자녀들과는 다른 방식
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초기 적응 시간 동안은 아직 가족 구성
원과 편안하게 지내는 상태가 아니므로 아동은 자신이 형이나 누나처럼 거리
낌 없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동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핑계를 대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아동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심판하는 자세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가족이 자신을
충분히 수용한다고 느낄 수 있게 평소보다 더 너그럽게 공감해주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모가 자신을 먼
저 생각해주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으면, 아동 역
시 좀 더 솔직한 자세로 부모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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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번호

슬라이드 제목

4-1

4강 표지

4-2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

4-3

입양 전 입양 부모의 역할: 입양 준비하기

4-4

입양 아동 이해하기

4-5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 모으기

4-6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 자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4-7

자녀 방 꾸미기

4-8

일상적인 규칙을 정하고 지키기

4-9

식사 문제에 대처하기

4-10

수면 문제에 대처하기

4-11

퇴행에 적절히 반응하기

4-12

상실 문제에 대처하기

4-13

애착 관계 맺기

4-14

가족 되어가기

4-15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돕기

4-16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우울

4-17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죄책감

4-18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고립감

4-19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해결

4-20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 1

4-21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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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22

사례별 대처방안 생각해보기

4-23

라이프 북 만들기와 예시 안내

4-24

라이프 북의 의미

4-25

라이프 북의 중요성

4-26

라이프 북의 필수 내용

4-27

라이프 북 예시 1

4-28

라이프 북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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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별 강의 매뉴얼
슬라이드

설명

<영상 감상과 소감나누기 활동>
4-2

‘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 영상을 감상하고
소집단에서 소감을 나누어 봄.

<입양 전 입양 부모의 역할: 입양 준비하기>
4-3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일상에 많
은 변화를 가져오므로 입양 전 가족의 다양한 상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설명함.

<입양 아동 이해하기>
4-4

아동이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와 적응하는 데 도움
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아동의 입양 전 양육
자에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전달함.

<입양 아동에 관한 정보 모으기>
4-5

아동 건강에 관한 정보, 입양 전 가정의 정보, 입
양 전 배치 정보를 아는 것은 아동을 이해하는 주
요한 요소가 되므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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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입양 부모의 역할:
자녀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4-6

낯선 곳으로 이동해 온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요란스러운 환영이나 이벤트보다는 앞으로 입양 가
정에서 보내게 될 일상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는 것
임을 설명함.

<자녀 방 꾸미기>
4-7

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입양 가정에 와서 심리적으
로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정
리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일상적인 규칙을 정하고 지키기>
4-8

일상의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식사시간, 낮잠과 잠
자리, 숙제, 외출, 위생과 청결관리에 관해 구체적
인 팁을 전달함.

<식사 문제에 대처하기>
식사 문제를 지적하거나 음식을 통제하는 것은 오
4-9

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함. 음
식과 부모를 위로와 위안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함.

<수면 문제에 대처하기>
4-10

수면 문제는 외상을 경험하는 아이에게 흔히 나타
나는 증상임을 이해하게 돕고 아동의 악몽이나 야
경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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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에 적절히 반응하기>
퇴행은 아동 발달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며, 이
4-11

런 행동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아동을
아기처럼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됨을
설명함.

<상실 문제에 대처하기>
입양 아동이 경험한 상실을 이해하고 충분히 애도
4-12

하게 도와야 함을 강조함. 입양 부모는 아동이 자
신의 이야기를 부모가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
음을 알게 노력해야 함을 설명함.

<애착 관계 맺기>
4-13

만 1세 이상 아동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면
집중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함. 일상
에서 도움이 되는 실제 팁을 전달함.

<가족 되어가기>
입양 부모의 부모 됨과 입양 아동의 자녀 됨은 가
4-14

정 내·외부에 공표하거나 선언함으로써 견고해질
수도 있으며, 자녀와 함께 쌓은 시간과 추억이 많
을수록 부모로서 자신감도 커짐을 설명함.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돕기>
4-15

아동과 부모가 학교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
인지 나누고 아동이 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 있게
도울 부분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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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우울>
입양 이전에는 아동이 한 가족이 되면 행복할 것
4-16

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아동을 입양한 후 고된 일상
을 경험하고, 입양 전에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자녀를 통해 우울감이 생기는 것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죄책감>
4-17

입양 이후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더불어 자녀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느
끼며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고립감>

4-18

입양 자녀의 문제행동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던 부
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데, 이는 다른 사람
을 돌아볼 시간의 부족으로 타인의 이해를 받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임을 설명함.
<만 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한 부모의 어려움 해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더욱 우울해지고 죄책감이

4-19

들며, 고립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좋은 자질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측
면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함.

4-20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 1>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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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 2>
성공적인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한 지침을 설명함.

<사례별 대처방안 생각해보기>
교재에 나온 입양 시기별 문제 사례를 읽어보고
4-22

대처방안을 논의해보도록 함. 실제 입양 부모의 사
례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소집단별로 이
야기 나눈 후 발표하게 함.

<라이프 북 만들기와 예시>

4-23

<라이프 북의 의미 소개>
입양부모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시각에서 출생부
4-24

터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로 엮는 책임을 설명함.
책을 만들며 입양전후의 상황, 관련된 감정을 다루
어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음을 설명함.
<라이프 북의 중요성>

4-25

라이프 북을 통해 입양 자녀가 자신의 과거를 이
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데
도움이 됨을 설명함.

4-26

<라이프 북의 필수 내용>
라이프 북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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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북 예시 1>
4-27

입양 부모가 자녀와 라이프 북을 만들어 본 사례
를 사진과 결과물 등을 활용해 소개하고, 라이프
북을 만들 때 준비할 점,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함.

<라이프 북 예시 2>
입양 부모가 4-27에서 소개한 자녀와는 입양 시
4-28

기, 성별, 나이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 자녀와
라이프 북을 만들어 본 사례를 사진과 결과물 등을
활용해 소개하고, 라이프 북을 만들 때 준비할 점,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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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1) 세부 강의 개요

[표 14] 마무리 세부 강의 개요
①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게 한다.
목표

② 입양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활용하게 한다.
③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점과 도움이 된 점을 확인한다.

단계

소요
시간

내용

진행
방법

<입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안내하기>
1부

①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 기관, 자료를 소개한다.
②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에 대한 안내와 활용 방

25분

활동
강의

안을 안내한다.

준비물

교재
부모용
안내서

<교육 평가와 만족도 작성하기>
2부

①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소감을 작성한다.

10분

강의

워크북

10분

활동

워크북

② 교육 종료를 안내한다.
<교육 정리와 소감 나누기>
3부

①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조원들과 함께 나눈다.
② 교육 소감을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강사
팁

기대
효과

①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는 휴대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두고 수시로 읽어
보고, 필요시 기관과 입양 아동 양육에 도움 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① 만 1세 이상 아동 입양 전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입양을 위한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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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번호

슬라이드 제목

5-1

5강 표지

5-2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소개

5-3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 기관, 도움 되는 자료

5-4

소감 나누기

5-5

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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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자료별 강의 매뉴얼
슬라이드

설명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소개>
입양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프로그
5-2

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임을 설명함. 뒷
면에는 아이와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음을 전달함.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기관, 도움 되는 자료>
5-3

입양 부모 지원과 상담기관, 입양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

<소감 나누기>
5-4

오늘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도움이 된
내용, 개선하길 바라는 내용을 워크북에 기록하고
함께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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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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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용 영상 자료
1) 고슴도치 아이

고슴도치 아이
저자 카타지나 코토프스카

한 남자와 여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들
면 푸른 하늘을 실컷 볼 수 있고, 강가에는 예
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앞으로 태어날 소중한 아이가
이곳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랐습니
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이는 오지 않
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나간 여자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갖
은 빛깔로 반짝이던 풍경이 제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보, 여보! 어서 나와 봐요, 큰일 났어요!”
남자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겨우 흔적만 남아있던 마지막 빛깔마저
사라진 어느 날 남자와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주 먼 곳에 사는 다른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요. 여자는 너무 슬퍼

- 166 -

서 얼굴이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남자는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
로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남자와 여자는 아기들이 많
이 있다는 곳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오랫동안 두 분을 기
다렸답니다. 이곳에 두 살 난 사내아이가 있는
데, 아마도 두 분의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아보죠? 혹시 실수로 잘
못 만나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은 결
코 실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가 사내아이를 데려왔
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깜짝
놀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우리 아기라고? 그토록 기다리던 우
리 아이가 고슴도치 아이라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사내아이가 다가오자 여자는 저도 모르
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손가락
을 꽉 잡자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손
을 결코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요.
남자와 여자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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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아이가 집에 온 뒤로 한동안 힘든 시
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말을 할 줄 몰라 무
엇을 바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이를 안아 주고 쓰다듬
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고슴도치 아이는 안기
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가시로 찔
러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제발 조심해요. 당신 몸이 온통 상처투
성이잖소.”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상처는 금방 아무는 걸요. 아기들
은 자주 안아 줘야 해요. 이것 봐요. 피오트르
가 안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꾸 쓰다
듬어 주니까 가시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아이는 좀처럼 집 밖에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
고, 걸핏하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밤이
면 여전히 혼자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
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슴도치 아이는 조금씩 자신
감을 갖게 되었고 이따금 아이는 웃기도 했습
니다, 여자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가시 몇 개가 떨어져 나
갔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봄이 와서 아빠가 피오트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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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우리 아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
랑하는지 아니?”
그러자 다시 가시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피오트르는 강가에서 물장
구도 치고 흙장난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곤히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부리나케 달려가
얼러 주었지만, 아이는 엄마를 가시로 찌르며
밀쳐 낼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다행
히도 가시 몇 개가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을에는 온 식구가 숲에 가서 버섯도 따고 밤
이랑 도토리도 주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
마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누구 배 속에 있었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음, 내 배는 아니었단다. 그때는 다른 엄마가
있었어. 그 엄마가 열 달간 너를 소중히 품어
주었지. 그때 엄마와 아빠는 언젠가 만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옆에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 그때 엄마는 아주 많이 울었어. 아빠도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지금은 네가 있어서 너
무 행복해.”
그날은 꽤 많은 가시들이 후드득후드득 떨어져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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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엄마
는 아주 예쁘게 꾸민, 먹음직스런 케이크를 구
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념일이야. 우리가 함께한 지 꼭 한 해가 되
는 날이란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오트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아주 커다란 잿빛 집에서 살았어
요. 그 집에서는 늘 모든게 무서웠어요. 아주
머니들이 친절하기는 했지만, 모두 다 남이었
으니까요.”
“아가야, 마음 푹 놓으렴. 이제는 아빠, 엄마가
네 곁에 있잖니.”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 주었
습니다.

어느덧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피오트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단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너를 낳을 수 없었어.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엄마 대신 다른 엄마가 너를 낳아 주
셨단다. 덕분에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
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거야. 아가
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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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피오트르는 한밤중에 잠을 깼지만 울
음을 터뜨리지 않고 어둠속에서 우렁찬 목소리
로 외쳤습니다.
“엄마!”
피오트르가 한밤중에 깨어나 엄마를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로 가시는 하나도 남김없
이 사라졌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오트르는 한밤중에
깨지 않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밝은 아침이
되면 편안한 얼굴의 피오트르가 행복한 목소리
로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본 영상은 예비입양 부모를 위한 교육영상으로
원작과는 다르게 수정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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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

열 살 미루의
입양 마주이야기
김미루 글, 이설아 그림

로즈마리 수녀님, 저 미루예요.
수녀님께서 제 소식을 궁금해 하신다
고 엄마가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편지
를 써요.
저는 지금 열 살이 되었고요.
가족과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
하시죠? 이제부터 모두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가족이 생겼던 다섯 살 크리스
마스부터 신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
어났어요.
제 방도 생겼고요. 인형이랑 학용품이
랑, 책들도 정말 많이 갖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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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래 동생 주하는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같이 소꿉놀이도 하고, 목욕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림도 그리면서
정말 친해졌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눈 쌓인 언
덕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썰매를 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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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저희 둘은 쌍둥이처럼
보인다고 해요. (사실 전 주하의 키가
너무 빨리 커서 걱정이에요!)

엄마는 늘 제가 빨강 머리 앤처럼 수
다스럽다고 하시지만 가끔 재미있는
책에 빠져들 땐 아주 조용한 소녀가
되기도 한답니다.
제가 벌써 열 살이라니 수녀님도 놀라
우시죠?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엄마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속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눈
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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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 수녀님.
제가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을 때 해성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다섯 살 때까지 로즈마리 수
녀님과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를 돌봐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수녀님, 혹시 저를 낳아준 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 저를 낳아주신 분은 저를 안 키우
고 해성 보육원에다 맡겼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많이 슬퍼요.

저를 낳았을 때는 너무 어려서 해성
보육원에 맡겼다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왜 데리러 와서 키우지 않
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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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아준 분의 엄마 아빠는 왜 저를 키
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엄마는 나중에 제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함께 찾아 만나보자고 하시지만 그땐
제가 너무 커버려서 저를 못 알아보시
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 어
떻게 살았는지 전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초대도 하고 우리
가족이 그 분 집으로 놀러 가면서 다
같이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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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슬픈 생각이 들 때다 엄마 품
에서 한참을 울곤 해요.
엄마가 꼭 안아주시며 제 마음을 알아주
셔서 다시 씩씩한 저로 돌아오게 돼요.
엄마가 로즈마리 수녀님께 물어보면
혹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도 모른다고 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쓰
게 되었어요.

해성 보육원에 가 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담쟁이넝쿨이 있는 건물, 돌계
단을 오르면 언제나 서 있던 하얀 마리
아 상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신나게 뛰어놀던 꾸러기 교실과 놀이
터, 큰 나무들이 있던 넓은 앞마당.
모두 모두 그리워요. 아직도 그대로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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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의 앞마당을 생각하면 저랑 친해
지기 위해 매주 만나러 왔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주하가 떠올라요.

그리고 왠지 낯설고 두려웠던 마음에
엄마, 아빠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제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시고 제 마음
속 두려움을 달래주셨던 수녀님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하가 건넨 사탕을
받으면서 갑자기 주하랑 친해지게 된
것, 수녀님도 기억나시죠?
주하가 그때는 진짜 귀여웠는데 요즘
은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미울 때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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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수녀님 저 막내동생이 생겼어요!
이름은 ‘완’이인데 2년 전 가족이 되었
고 지금은 네 살이 되었어요. 사고뭉치
에다가 말썽도 많지만 춤추고 노래 부
를 때 보면 너무 귀여워요.
주하와 저는 동생이 생기고 더 즐거워
졌어요. 로즈마리 수녀님께서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
복해요.
저에게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로즈마리 수녀님, 아빠랑 놀 시간이라
이만 줄일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재
미있는 이야기 더 많이 나눠요!
수녀님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미루 올림

사랑하는 미루에게
안녕? 미루야. 어느새 미루가 이렇게
커서 직접 쓴 편지를 받아보다니 수녀
님은 다섯 살 미루가 많이 생각나서
궁금했는데 벌써 열 살이 되어 엄마,
아빠, 주하, 완이 그리고 많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낸다는 말을 들어서 안심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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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녀님은 미루를 낳아주신 엄마를 직
접 본 적은 없단다. 수녀님이 해성 보
육원에서 일하기 전에 미루가 먼저 해
성 보육원에 와 있었어. 수녀님이 미루
를 처음 본 건 아마도 미루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
그래서 낳아준 엄마가 미루를 해성 보
육원에 맡겼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정
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구나. 수녀님이
생각하기로는 낳아준 엄마는 미루를
키우고 싶었겠지만 엄마가 될 준비는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아.
또 주변에서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미루를 잘 키워주실 엄마 아빠
를 찾을 때까지 해성 보육원에서 미루
를 잘 키워달라고 낳아준 분께서 부탁
을 하신 거란다.
나중에 미루가 많이 커서 낳아준 엄마
를 만났을 때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서
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미루가 낳아준 엄마랑 서로 놀러 가면
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낳아준 엄마가
미루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예쁘다
고 생각하실까!
나중에 낳아준 엄마께 그동안 미루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려면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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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아준 엄마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미루가 하나님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
구나.
수녀님이 미루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었
는데 미루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
면 그때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해 김미루!
로즈마리 수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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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개발

1.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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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뒷면

3. 부모용 안내서(입양마을 지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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